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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개회
(13:00~14:00)

▶ 개회식 (인문사회과학대학 224호실) 13:00~14:00
• 사회 : 김현태 (대한중국학회 총무이사, 부경대)

▢등

록 13:00∼13:20

▢ 개 회 식 13:20∼13:50
◾ 개 회 사 : 김창경 (대한중국학회 회장, 부경대)
◾축

사 : 김영섭 (부경대학교 총장)

◾축

사 : 문철주 (동아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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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분과별 발표 및 토론
(14:00~17:50)

▶ 특집 분과Ⅰ : 중국문화정책의 이론과 현실 적용
(인문사회과학대학 224호실) 14:00~17:50

【Part 1】 14:00~16:00

• 좌장 : 김창경 (부경대)

▢ 1. 중국의 문화산업 정책과 문화콘텐츠의 변화 ― 제13차 5개년 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 발표 : 정겨울 (숙명여대)

• 토론 : 오혜정 (人民大学)

▢ 2. 애니메이션 『大魚·海棠』 읽기 — 신화의 재구성을 통한 민족통합 이데올로기의 재현
• 발표 : 고윤실 (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소)

• 토론 : 공봉진 (부산외대)

▢ 3. 當代 중국 제국서사의 징후적 독해 — ｢大秦帝國｣ 시리즈를 중심으로
• 발표 : 문현선 (이화여대)

• 토론 : 이강인 (부산외대)

【중간휴식】 16:00~16:20

【Part 2】 16:20~17:50

• 좌장 : 정원호 (동의과학대)

▢ 4. 游戏劳动及其主体询唤 — 以《王者荣耀》为线索
• 발표 : 邓 剑 (上海大/木浦大)

• 토론 : 예동근 (부경대)

▢ 5. 중한합작영화의 대본 개발 및 번역 연구
• 발표 : 장루이 (부산외대)

• 토론 : 교 녕 (부산외대)

▢ 6. 中國의 廣場文化와 養生之道 小考
• 발표 : 최세윤 (고신대)

• 토론 : 정원호 (동의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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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분과Ⅱ : 중국종교정책의 이론과 현실 적용
(인문사회과학대학 408호실) 14:00~17:50

▪ 좌장 : 최낙민 (한국해양대)

【Part 1】 14:00~16:00
▢ 1.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의 고찰
• 발표 : 강경구 (동의대)

• 토론 : 최낙민 (한국해양대)

▢ 2. 중국 종교정책과 법치화수준의 제고 ― 수정 ｢종교사무조례｣를 중심으로
• 발표 : 김경아 (동의대)

• 토론 : 전 금 (영산대)

▢ 3. 중국의 종교정책과 종교화합
• 발표 : 유미경 (부산대)

• 토론 : 김영옥 (부산대)

【중간휴식】 16:00~16:20

▪ 좌장 : 최낙민 (한국해양대)

【Part 2】 16:20~17:50
▢ 4. 중국의 종교교육과 종교학교
• 발표 : 박노종 (인제대)

• 토론 : 황태현 (동아대)

▢ 5. 중국 종교정책에 나타난 권익의 보호와 통제
• 발표 : 안승웅 (부산대)

• 토론 : 김소정 (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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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학 분과Ⅰ (인문사회과학대학 425호실) 14:00~17:50

▪ 좌장 : 이길연 (창신대)

【Part 1】 14:00~16:00

▢ 1. 균형적 언어지도 접근법을 적용한 어린이 중국어 교육 ― 동요와 말놀이를 중심으로
• 발표 : 송지현 (안양대)

• 토론 : 이은화 (인제대)

▢ 2. 从转译泰语课本一二年级词汇中遇到的问题谈词汇的国别化教学
• 발표 : 孙玉卿 (부산대)ㆍ曾玲媚 (暨南大学)

• 토론 : 이길연 (창신대)

▢ 3. 부산 D대학교 교양중국어 교육의 과제와 방안
• 발표 : 임춘영 (동아대)

• 토론 : 정 은 (신라대)

▢ 4. 国际大纲(2014)의 중국어 교육문법체계 고찰 ― 国际大纲(2008)과 비교를 토대로
• 발표 : 위수광 (창신대)

• 토론 : 오현주 (울산대)

【중간휴식】 16:00~16:20

▪ 좌장 : 이근희 (부경대)

【Part 2】 중국어학 대학원 분과Ⅰ 16:20~17:50
▢ 5. 現代漢語虛詞“但”、“而”、“卻”的異同比較及教學建議
• 발표 : 雷 婷ㆍ陳依諾 (연세대)

• 토론 : 청중토론

▢ 6.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학습 효율의 고취를 위한 중국어 설첨모음의 특징에 대한 재고
― 실험 음성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 발표 : 최재영 (부산대)

• 토론 : 청중토론

▢ 7. 语块教学法在对外汉语初级综合汉语课中的应用
• 발표 : 何 倩ㆍ张 玲 (연세대)

• 토론 : 청중토론

▢ 8. 副词“就”的用法分类及对外汉语教学研究
• 발표 : 明洋洋 (연세대)

• 토론 : 청중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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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학 분과Ⅱ (인문사회과학대학 426호실) 14:00~17:50

▪ 좌장 : 김영경 (경성대)

【Part 1】 14:00~16:00

▢ 1. 명말 로마자 주음 연구 ― 서자기적의 운모 표기 및 성조 표기를 중심으로
• 발표 : 김영찬 (동의대)

• 토론 : 김영경 (경성대)

▢ 2. 百家姓蒙古文
• 발표 : 왕옥지 (동명대)

• 토론 : 김영찬 (동의대)

▢ 3. 《現代漢語詞典》的“類似”探究
• 발표 : 김종찬 (안동대)

• 토론 : 이영희 (동의대)

▢ 4. ‘품사’의 겸류 현상과 어법화의 함정
• 발표 : 김정필 (경상대)

• 토론 : 정성임 (신라대)

▢ 5. 說文解字에서 본 중국고대 居住문화 ― 원시屋宅 형태와 土臺 건축 중심으로
• 발표 : 서재선 (KC대)

• 토론 : 곽현숙 (경남대)

【중간휴식】 16:00~16:20

▪ 좌장 : 김정필 (경상대)

【Part 2】 중국어학 대학원 분과Ⅱ 16:20~17:50
▢ 6. 개념적 혼성 이론을 통한 중국어 10대 신조어 연구
• 발표 : 유예림 (연세대)

• 토론 : 청중토론

▢ 7. 한·중 차등 비교구문의 대조 연구 ― ‘보다’ 비교구문과 ‘比’ 비교구문을 중심으로
• 발표 : 유효단 (부산대)

• 토론 : 청중토론

▢ 8. 从汉字的文化属性简评汉字简化现象
• 발표 : 刘志刚 (부경대)

• 토론 : 청중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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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현대문학 분과 (인문사회과학대학 427호실) 14:00~17:50

▪ 좌장 : 김용운 (동아대)

【Part 1】 14:00~16:00

▢ 1. 상하이의 식민지 근대성 ― 마오둔의 상하이 글쓰기를 중심으로
• 발표 : 이재희 (방송대)

• 토론 : 한지연 (한밭대)

▢ 2. 류전윈(劉震雲) 소설 핸드폰(手機)에 나타난 일상성의 이중구조 ― '언어'를 중심으로
• 발표 : 손주연 (고려대)

• 토론 : 박노종 (인제대)

▢ 3. 錢锺書 談藝錄의 東西文化觀 ― 西學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발표 : 한지연 (한밭대)

• 토론 : 김태만 (한국해양대)

▢ 4. 方方 소설 『软埋』에 나타난 ‘토지개혁’의 의의
• 발표 : 박창욱 (대구한의대)

• 토론 : 안승웅 (부산대)

【중간휴식】 16:00~16:20

▪ 좌장 : 신홍철 (동아대)

【Part 2】 16:20~17:50
▢ 5. 농민공 자녀를 보는 중국 아동문학의 시선
• 발표 : 송연옥 (숙명여대)

• 토론 : 손주연 (고려대)

▢ 6. 『新生』의 夭折과 復活, 그리고 초기 魯迅의 문예사상
• 발표 : 김태만 (한국해양대)

• 토론 : 신홍철 (동아대)

▢ 7. 情動과 ‘백색 테러’ ― 암흑의 정치학, 중국 좌익문학의 의인화와 노래
• 발표 : 봉인영 (충북대)

• 토론 : 박민수 (영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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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사회과학 분과 (인문사회과학대학 428호실) 14:00~17:50

▪ 좌장 : 리 단 (부경대)

【Part 1】 14:00~16:00

▢ 1. 중국 대표IT기업 텐센트의 마화텅과 알리바바의 마윈의 리더십 비교연구
• 발표 : 周亚萍 (兰州大学)

• 토론 : 예동근 (부경대)

▢ 2. 中韩关系发展的成功经验及问题应对
• 발표 : 王晓波 (延边大学)

• 토론 : 리 단 (부경대)

▢ 3. 无关制裁：中朝关系的“瓶颈”析论
• 발표 : 赵立新 (延边大学)

• 토론 : 진 남 (고신대)

▢ 4. 国家审计质量的影响因素研究 ― 基于对腐败的监控效果
• 발표 : 권예경 (동서대)

• 토론 : 김창경 (부경대)

▢ 5. 중국의 사회적 경제 영역의 형성과 발전
• 발표 : 김성민 (동서대)

• 토론 : 구성철 (동서대)

【중간휴식】 16:00~16:20

▪ 좌장 : 손상범 (영남대)

【Part 2】 16:20~17:10
▢ 6. 중국과 한국 소비자의 광고수용 비교연구
― 불확실성과 감정소구 요인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 발표 : Li Xiaofanㆍ김정규 (부경대)

• 토론 : 김현태 (부경대)

▢ 7. 중국 모바일결제 사용실태 연구
• 발표 : 이중희 (부경대)ㆍ김경환 (부산대)

【Part 3】 중국사회과학 대학원 분과 17:10~17:50

• 토론 : 김성자 (부경대)

▪ 좌장 : 손상범 (영남대)

▢ 8. 中国城市外交研究 ― 以北京为中心
• 발표 : 樊 杰 (부경대)

• 토론 : 청중토론

▢ 9. 3.0왕홍 성공요인 연구 ― MISS과 同道大叔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 : 장리리ㆍ김성자ㆍ이중희 (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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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폐회 및 리셉션
(18:00~)

▶ 폐회 및 리셉션 : 인문사회과학대학(C-25) 224 호실
• 사회 : 김현태 (대한중국학회 총무이사, 부경대)
▢폐

회 18:00∼18:30

◾ 2017년도 학술상 수여
◾ 폐회사 : 김창경 (대한중국학회 회장)
▢ 리 셉 션 18:30~

10

오시는 길

오시는길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 리셉션 장소 : 마루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5번 출구에서 도보 2분)

◾ 부산 남구 용소로14번길 26 (대연3동 67-30) ☏051-627-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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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문화 산업 정책과 문화 콘텐츠의 변화 / 정겨울 ․ 13
【특집 분과Ⅰ】 발표 ①

중국의 문화 산업 정책과 문화 콘텐츠의 변화
― 제13차 5개년 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정겨울*1)

▣ 중국의 신(新)시대인식, 신(新)목표 그리고 신(新)모순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혁신중국(创新中国)’, ‘아름다운 생활(美丽生活)’, ‘아름다운 중국(美丽中
国)’의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신(新)모순: 아름다운 생활
에 대한 추구와 불균형, 불충분한 발전 사이에 생기는 모순’이다. 이는 중국내 사회 모순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을 보여주는 것이며, 중국 정부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과
균형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 정부는 질적 경제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소비주도, 혁신
주도의 경제 성장 방향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지침은 문화 산업 영역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중국 정부는 문화 산업에 있어서 지
속적으로 대중문화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중국 특색’을 지닌 문화 콘텐츠의 발전(전통문화 보
존, 여행 산업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을 통해 중국 문화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정책과 문화 콘텐츠 내용의 변화는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과학 기술의 혁신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
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가 과학 기술 혁신과 소비를 미래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제시한 만큼 이에 따르는 과
학 기술의 분야의 혁신과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분야 간의 ‘융합’과 ‘접목’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전파를 위하여 이에 대비하는 신기술과 새로운 플랫폼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
에 있으며 이는 앞으로 중국 문화 산업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문화부 国家“十三五”时期文化发展改革规划纲要의 주요 내용
“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全面贯彻党的十八大和十八届三中、四中、五中、六中全会精神，以邓小平理
论、“三个代表”重要思想、科学发展观为指导，深入贯彻习近平总书记系列重要讲话精神和治国理政新理念新思想
新战略，紧紧围绕统筹推进“五位一体”总体布局和协调推进“四个全面”战略布局，牢固树立和贯彻落实创新、协
调、绿色、开放、共享的发展理念，适应把握引领经济发展新常态，坚持社会主义先进文化前进方向，坚持把社会
效益放在首位、社会效益和经济效益相统一，以推进供给侧结构性改革为主线，不断解放和发展文化生产力，促进
文化产业转型升级，提高文化产业发展质量和效益，满足多样化文化消费需求，培育和弘扬社会主义核心价值观，
维护国家文化安全，建设社会主义文化强国，为实现“两个一百年”奋斗目标、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提供
有力支撑和持续动力。”
중국 문화 정책에서 언급되는 ‘문화 사업(文化事業)’과 ‘문화 산업(文化産業)’은 사실상 서로 다른 개념을 가
지고 있다. ‘문화 사업(文化事業)’은 문화의 정신적, 사상적 측면을 중요시 여기고 정부 주관의 관리와 규제를
중심으로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에 반하여, ‘문화 산업(文化産業)’은 시장 경제 체제를 반영, 문화의 생산과 문
* 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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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서비스의 경영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중국에서 ‘문화 산업(文化産業)’라는 용어는 2000년도에 처음으
로 공산당 정식 문건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중국 문화 정책의 큰 변화를 의미하며, 21세기 들어 더욱
활발해진 ‘문화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사회, 정치적 특성상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 산업 정책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기조로 더 활
발하고 다양한 모습의 문화를 생산,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문화 정책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문화 산업은 단순히 경제적, 오락적 측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중국의 사회주
의 사상을 견고히 하고, 국가와 국민의 유대관계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의 새로운 문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 정치적 체제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고 이
것이 국가 발전과 경제적 이익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
국의 문화 정책과 문화 콘텐츠 내용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중국 문화 산업 시장 변화에 대한 다양한 예측 및
대응을 준비 할 수 있는 것이다.

▣ ‘전통문화’의 발전과 계승
중국광전총국(中国新闻广播广电总局)의 새로운 문화정책 내용은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
三个五年规划的建议，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国家“十三五”时期文化
发展改革规划纲要를 기본으로 사실상 그 내용은 문화부에서 제시한 계획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광전총국이 제시한 문화 정책 관련 내용은 출판, 음악, 드라마, 영화 등 각종 세부적 영역에서의 구체적
인 문화 정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제13차 5개년 계획이 이전
계획과 다르게 더 적극으로 ‘중국의 꿈(中国梦)’, ‘중국의 목소리(中国声音)’,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中华优秀
传统文化)’의 계승과 전파, ‘중화 민족의 대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과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
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국 내부에서 자국 민족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이전보다 더 많은 관
심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문화 요소를 새로운 중국의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해외로 수
출하는(走出去)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이 근래 중국 내에서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
통 문화를 계승, 한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각국에 전파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TV프로그램, 서적출판,
전시 등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기술 전승, 세계문화유산등재와 같은 자국 문
화의 보호와 문화 산업 촉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 새로운 문화 자원의 등장: 중국 문화콘텐츠 내용의 변화와 의미
전통 문화 요소를 문화 산업에 적극적으로 반영, 계승 발전, 수출 하려는 중국의 문화 정책은 다양한 해석
이 가능하다. 먼저, 산업적 측면으로 보면 중국이 이전부터 키워온 소프트 파워(软实力)를 이제 적극적으로 세
계에 전파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본격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질적인 성장을 통해
중국의 이미지 변신과 동시에 문화산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문화 산업 육성은 중국 정치, 사회의 이데올로기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
의’ 체제 안에서 지도 계층은 체제 강화를 위해 전통을 내세워 민족 화합과 통합을 추구하며 체제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문화자신감’을 토대로 민족의 대단결을 고취하고, 나아가서 중화 민족의
전통과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 ‘문화강대국’으로 발돋움 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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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분과Ⅰ】 발표 ②

애니메이션 대어·해당(大魚·海棠) 읽기*1)
― 신화의 재구성을 통한 민족통합 이데올로기의 재현

고윤실**2)

1. 중국풍 애니메이션 대어·해당(大魚·海棠) 등장의 정책적 배경
최근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중국광전총국)은 중국 관방 이데올로기와 정책에 따라 ‘중국고전민간
고사 애니메이션 창작프로젝트’(中國經典民間故事動漫創作工程)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동화단편지원활동’(社
會主義核心價值觀動畫短片扶持創作活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고전민간고사 애니메이션 창작프로젝트에
서는 ‘다섯 가지의 세움(五個立)’이라는 주제로 중국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활성화를 위한 방침을 포함하고 있
다.1) 주요 내용은 중국 전통과 민족문화의 정수를 콘텐츠 개발의 핵심으로 삼아 국내적으로는 중국 사회주의
핵심가치관2)을 발양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경쟁력을 배양하는 것이다.3)
이러한 논의의 근거는 시진핑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각 민족인민의 조국에 대한 동일한 의식, 중화민족과
중화문화에 대한 동질성,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에 대한 동질한 인식을 끊임없이 증강시켜야 한다”4)는 민
족정책의 기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상영되기 전부터 중국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으로 기대감을 모았던 대어·해당(大魚海棠)(2016)은 중국국가
광전총국이 주관하는 제30회 중국국제애니메이션제(第三十屆中國國際動漫節)에서 “따스함·전통의 계승(溫暖·
傳承)”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문가 포럼에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과 우수한 전통 문화를 승계하고 있는 애니
메이션으로 중점 거론되었다. 또한 중국 특색의 전통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호평과 함께 우수한 국산 애니
메이션에 수여되는 “진허우장(金猴獎)”을 받았다.5)
* 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9월 투고하였고, 지난 10월 30일 중국현대문학지에 애니메이션 ‘대어해당(大魚海棠)’읽기
― 중화민족 기원서사의 재구성과 당대 중국 관방이데올로기의 재현 이라는 제목으로 83호에 게재되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발표문은 이를 요약 및 정리 하였습니다.
** ACCI(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소) 책임연구원 (07totoro@naver.com)
1) 첫째, 문화적 자신감을 확립하고 중화문화를 근거로 세울 것. 둘째,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전파하고 중국 정신을 세울
것. 셋째, 중국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민족의 위업을 세울 것. 넷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강화할 것. 다섯째,
중국풍과 민족적 특색으로 세계시장 진출을 할 것.
http://www.sapprft.gov.cn/sapprft/govpublic/6607/334925.shtml (검색일2017년 9월 4일)
2)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은 시진핑 정부의 18대회의(第十八屆中央委員會第六次全體會議)에서 제출된 ‘인민단합과 분투를
위한 사상기초’로서, 18대 정신 즉 12가지 덕목이다.“(富強、民主、文明、和諧，自由、平等、公正、法治，愛國、敬業、
誠信、友善)”
http://theory.people.com.cn/n/2013/0905/c112851-22812319.html (검색일 2017년 9월 4일)
3) 이 프로젝트는 관방(中共中央辦公廳과 國務院辦公廳)이 발안한 중화우수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관한 의
견(關于實施中華優秀傳統文化傳承發展工程的意見) 의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의견’은 드라마, 소설,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등 다방면에 걸쳐 중화우수문명과 전통의 요소(基因)를 포함하는 콘텐츠를 창작하고 이를 통해
선전과 교육의 효율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http://www.sapprft.gov.cn/sapprft/contents/6582/313991.shtml (검
색일 2017년 9월 4일)
4) “習近平：堅決反對一切危害民族團結的言行”, 三湘都市報. 공봉진, 시진핑 시대의 중국민족정책 연구 , 동북아문화연구
 43집, 2015년. 재인용.
5) http://www.sapprft.gov.cn/sapprft/contents/6582/331315.shtml (검색일: 2017.09.04.)
같은 해 이 상을 함께 수여한 애니메이션으로는 西遊記之大聖歸來, 梅花三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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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어해당은 장자, 산해경등 중국 고전의 색채를 비롯해 소수민족의 문화를 포함한 민간 문화와 전통
적 요소를 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기술력과 문화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대내적으로는 중국문화와 전
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민족통합을 비롯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 부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관
방의 이데올로기 자장 내의 애니메이션 정책 및 창작 기조에 따라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한족신화 ‘곤우치수(鯀禹治水)’와
비한족신화 ‘바이윈거거(白雲格格)’의 조우
대어·해당(大魚海棠)은 선인(先人)이 화하(華夏)민족 조상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상
고시대의 신화를 새롭게 서술하며 중화민족 기원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제공하고 있다. “대어”와 “해당”은
‘곤’과 ‘춘’의 이야기이며, 중국인의 민족 기원에 관한 상상의 이야기이다.6) 화하민족의 기원에 대한 상상을 펼
쳐내면서 애니메이션의 곳곳에서 신화 속의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고 짜임새 있게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중원신화 가운데 ‘식양을 훔쳐 홍수를 다스린 영웅신화’인 ‘곤우치수(鯀禹治水)’이야기와 북방 초원민족 가운데
만주족의 ‘바이윈거거(白雲格格)’ 신화가 조우하고 있다. 이 두 신화는 홍수의 모티프를 공유하고 있는 이 두
이야기는 곤의 자라나는 흙과 바이윈거거의 자라나는 나뭇가지, 그리고 제(帝)와 천신의 흙을 훔쳐 홍수를 막
는 다는 점 등 유사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7).
애니메이션은 중화민족의 기원이라고 여겨지는 곤과 우의 치수신화에 바이윈거거의 신화를 결합시킴으로써
중화민족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상상을 제공하고 있다. 고대 역사 범위의 확장과 민족 기원의 통합이라는 관
방의 입장에 따라 우(禹)는 곤(鯀)과 더불어 신화 속의 존재였지만 중화민족의 조상, 즉 인왕(人王)이 된 인물
이다. 화하(華夏)민족과 중화민족은 본래 한족을 중심으로 삼는 개념이었으나, 최근 중화민족의 개념은 한족을
포함한 중국 내 모든 에스닉 집단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런 논리에 따라 대어·해당에서 이야
기하는 민족의 기원은 한족과 비한족 신화를 결합한 새로운 신화를 통해 한족과 비한족을 포함한 모든 ‘중화
민족’의 기원으로 확장하고 있다.
춘이 살고 있는 곳은 민간 전통 문화와 무속 신앙의 색채로 가득한 신비한 향촌마을이다. 춘을 비롯한 마
을 사람들은 만주족의 전통 복장인 치파오를 입고 있으며 객가인(客家人)의 전통 거주형식인 토루(土樓)에서
살고 있다. 객가인은 중원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다 중국 남쪽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한족의 혈통을 가진 사
람들이다. 토루에서 만주족의 소녀가 살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는 민족공작 및 정책에 있어 공동
의 문화와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你中有我, 我中有你)’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차잡거, 상호의존, 감정적 상호융합, 문화적 겸수병축을 만들어야 한다”8)는 민족정책 기조를 떠
올리게 한다. 곤과 춘의 만남과 결합은 중원신화와 북방민족 신화의 만남이며, 대륙문화를 가진 아버지와 해
양성의 요소를 가진 어머니의 결합이다. 춘은 곤에게 애틋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同化) 홍수로부터 인류와 곤
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등지고 곤을 따라 인류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춘이 곤을 따라 함께 인간세상에서 부활하여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결말(統合)은 동화를 통한 통합을 추구
하는 중국의 민족통합의 이데올로기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본래 문화적 역사적 근거를 동원하여 신화를 역사화하고 민족의 기원을 일체시키려는 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은 ‘본토문화의 자각’이라는 입장에 기반하여 애국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중국의 모든 역사를 새롭게 재정
비 하던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중국성과 중화민족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노력은 일찍이 황제 신화를 이
른 바 ‘중화민족’의 동일한 조상으로 설정했었던 량치차오(梁啓超)로 거슬러 올라가며, 화하민족과 문명시기를
신화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언급한 허신(何新)과, 문헌에 없으면 그에 해당하는 단서를 찾아 그에 근거해 중국


6) http://opinion.people.com.cn/n1/2016/0726/c1003-28585599.html (검색일2017년9월10일)
7) 김선자, 곤鯀의 치수治水 신화와 북방 잠수형 창세신화 비교연구 , 중국어문학논집 제79호, 2013년. 396쪽.
8) http://www.china.com.cn/military/2014-09/30/content_33657111_2.htm 공봉진, 재인용. 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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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화를 역사적 범주로 재구성할 것을 주장하는 예수셴(葉舒憲)9), 그리고 다원일체(多元一體)로서의 중화민
족을 새롭게 구성할 것을 주장하는 페이샤오퉁(費孝通)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중국 역사의
시간 폭을 신화의 시대까지 포괄하고 민족 통합 이데올로기에 부합하기 위해 하상주역사탐색프로젝트(夏商周
斷代工程, 1997)와 중화문명의기원탐색프로젝트(中華文明探源工程, 2001)를 실행하였고 ‘황제(黃帝)’를 비롯한
여러 신화 속 인물과 관련된 실제 유적을 건설하였다. 지금까지도 중국은 중국 내 모든 역사 뿐 아니라 주변
국인 한국의 대부분의 고대국가의 연원이 중국 역사에서 기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북공정의 결과물로 동
북고대민족역사편년총서를 내놓는 등10) 주변지역의 역사까지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현재까지
도 진행 중이다. 이렇듯 중국은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통합과 역량의 결집을 위해 신화와 역사, 문화와 전
통 등의 각색을 통해 중국 내 수많은 갈래의 민족 혈통을 일체화된 공동의 혈통이라는 실체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11)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에서도 대륙과 해양의 ‘비단길’을 두루 공략하려는 전략을 가
지고 있을 정도로 ‘해양성’은 여전히 세계화와 대국굴기에 필요한 문화적 DNA이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후
반 황하를 중심으로 하는 중원문화가 갖고 있는 폐쇄성과 완고함으로 인해 세계 진출을 위한 역동성과 진취
적 특성이 부족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출현했었다. 그것은 14세기 정화(鄭和)의 원정대가 해양에 진출한 이
래 오랫동안 대양진출이 금지되었던 만큼 황색문명의 자부심은 폐쇄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였다. 경제발전과 세계화의 흐름 앞에 그러한 입장을 반영했던 황하의 죽음(河傷)이라
는 다큐멘터리의 방영은 중국인을 큰 충격에 몰아넣었다. 중국 근대적 경험은 폐쇄성으로 인해 쇠락하고 강력
한 해군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양을 통해서 들어온 열강의 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해양’은 세계화를 위해 반
드시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대상이 되었으며, 중국인에게 ‘해양’이란 개방과 발전을 통해 세계화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이라도 한 듯이 1992년 예수셴 등의 학자들이 곤우치수의
신화가 ‘태초의 물(原水)’과 관련된 북방민족의 창세신화와 비슷하다는 것을 들어, 중원신화가 본래 해양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수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중화’의 것으로 통합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12) 이렇듯
중국은 관방 이데올로기의 자장 안에서 역사와 신화, 문화전통 등의 다양한 요소를 개편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다원에서 일체’로 공동의 정서와 기억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다.

3. 관방이데올로기의 재현 ― ‘대국굴기’와 중화민족 이데올로기의 강화
당대 중국 사회에서 중국몽의 주체로 ‘중화민족’을 내세우고 통합과 단결을 기반으로 하는 애국주의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 민족주의의에 내포된 중화우월주의와 보편주의는 그간 중국 사회주의 시기의 가치관과 현대화
의 기치 하에 잠복되어 있었지만, 경제발전과 현대화 담론을 거치며 그리고 중국몽 담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
이 재소환되고 있다.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독립과 민족국가 형성이라는 요청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네이션-스테이트(중화국족-국가)’라는 근대적 국가 형식은 민족자결주의라는 세계적 담론의 흐
름과 한족중심주의와 모순을 형성하였고, 외부 충격(국가위기)에 견고한 ‘강한 국가’를 소환하게 되면서 내부
민족들 간의 통합과 단결 문제는 이러한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외세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민족자결주의와 항일을 위한 민족통합론 사이의 긴장 안에서 민족 개념과 정책은
여러 차례 동요와 수정을 거쳤다. 즉 외세의 침입과 전쟁 그리고 혁명을 겪으면서 통합과 단결이라는 질서 유
9) 葉舒憲, 中國神話哲學, 332-333쪽. 김선자, 400쪽. 재인용.
10) http://news.donga.com/3/all/20170913/86297950/1 (2017년 9월 14일 검색).
11) 중국신화의 역사화와, 황제신화를 이용한 국족주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면 이유진, 중국신화의 역사화와 대일통
의 욕망 중국어문학논총제25호, 2003년. 김선자, 황제신화와 국족주의-중국신화 역사화 작업의 배경탐색: 何新의
“論政治國家主義” , 중국어문학논총제31호, 2005년. 참고.
12) 예수셴을 비롯한 뤼웨이(呂微), 후완촨(胡萬川), 리다오허(李道和)와 리푸칭(李福淸) 등은 식양(자라나는 흙)에 관한 이
야기를 홍수신화보다 앞서 존재했던 해양형 중국 창세신화(북방초원민족의 신화)의 원시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선자, 곤의 치수 신화와 북방 잠수형 창세신화 비교연구 , 중국어문학논집제79호. 2013년. 4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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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이데올로기와 봉건의 정치체를 근대 국민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의 의미를 형성하는 과
정에서 중화주의와 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가 모순적이고도 기이한 결합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 내부
의 다른 에스닉 집단에게 또 다른 내부적 식민지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게 하며, 건국 과정을 통하여 중화는 문
화적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국족(國族) 이데올로기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된 것은 중국이 자성의 성찰 능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대외적 요인에 의한 강국 트라
우마가 강하게 작용했던 결과로 보인다. 중국은 본래 연방체제를 주장했을 만큼 근대적 국민국가 수립에 수반
되는 다양한 모순과 문제에 대해 탐색했고, 중국내 에스닉 집단에 대해 다양한 탐색을 시도했다.13) 그러나 항
일전쟁 이후 중국 판도의 상실에 대한 우려와 위기의식으로 인해 연방제에서 ‘대중화주의(大中華主義)’로 선회
하였다. 또한 1980년대 말 대외적으로는 동구권 구소련의 붕괴를 목도하였고 대내적으로는 민주화의 요구와
그 목소리가 만들어낸 정치적 혼란을 거치며 다시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의 의지를 다지며 분위기를 쇄신하며
재정비(1992년의 남순강화) 하던 시기에 단일한 혈통과 대단결을 강조했던 것도, 근대 이후 누적된 역사적 경
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내부적 혼란은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며 나아가 외부의 침략과도 매우 강한 연관을 갖
게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탈냉전과 포스트사회주의 시기의 도래라는 정치적·역사적 흐름 안에서 지역·계층·에
스닉 집단 사이의 모순과 차이를 봉합하고 발전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 발전했다. 페
이샤오퉁(費孝通)이 제기한 ‘다원일체론(中華民族多元一體構造論)’(1988년)은 ‘중국 민족정책과 민족공동번영
발전’ 전략에 공식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이후 후진타오(胡錦濤) 정부의 “조화사회(和諧社會)” 담론
을 탄생하게 하는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였다.14)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외부적으로는 경제위기와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모순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가
운데 중화민족의 단결과 통합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중화주의는 근대성 형성과정에서 서구의 우월주
의와 보편주의를 내재화하였고15), 민족국가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한 중국은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중
앙집권적 국가이자 독립적 국가가 되고자 한다. 이에 더욱 강화된 ‘강국 콤플렉스’는 중국 정부의 발전지향적
추구에 따라 “대국굴기”라는 기치로 드러나고 있고 국가주의와 애국주의를 동반하면서 내부적 재분열을 허용
하지 않는 강력한 통합과 단합의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 있다.
역사와 전통은 끊임없이 다시 소환되며 주류 이데올로기에 의해 재구성된다. ‘중국몽’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굴기’는 역사·문화적 단위(ethnicity-소수민족성)를 정치적 단위(nation-중화국족)으로 통합
시키며, 통합과 단결은 당대 중국 당국체제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발전을 위한 강력한 물적·심리
적 토대를 구성하는 기반으로 작동하게 한다. 최근 당대 중국사회의 문화영역에서는 중화주의와 애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16) 부단히 강조되는 ‘중화민족’의 우월성과 위대성은 다른 국가의 민족에게는 배타성을 형성하
13) 신해혁명 이후 약 2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각 성의 자립성을 인정하는 연방제의 형태인가, 아니면 중앙집권 형태의
국가인지를 두고 논의가 있었다. 외세의 침략에 의해 분열될 것을 두려워하는 위기감과 청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물적
토대에 대한 상실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청 제국 영토를 그대로 이어받는 대신 안정적인 내부적 조
건(통합)을 계기로 근대적 민주 입헌제를 마련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토
내 각각의 민족들을 대일통의 논리 하에 통합시키는 것은 당시 독립 담론인 민족자결주의와 위배되는 것이므로 내재
적인 모순을 안고 있었다. 온건한 혁명을 주장했던 쑨원(孫文) 역시 기본적으로 ‘화이지변’의 입장을 갖고 있었으나 당
시 상황을 고려하여 승자가 이민족의 땅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방임주의를 반대했기 때문에, 18개 성(省)을 바탕으
로 ‘중국인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연한 연방제를 수립하는 것을 구상하고자 했다. 중국공산당은 소련을 고려하여
외몽골을 ‘독립국가’로 승인하였지만 항일전쟁을 거치면서 통합과 단결을 강조하며 ‘만주국’을 중국 영토의 판도에서
분리시키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느슨한 통합과 이탈이 가능했던 ‘자유연방제’를 주장했던 입장에서 각 민족의 독
립을 반대하는 대중화주의(大中華主意)로 선회하였다. 요코야마 히로아키 저, 이용빈 역, 중화민족의 탄생(파주:한울
아카데미, 2012), 160~178쪽 요약발췌.
14) 이유진, ‘중화민족 다원일체론’과 중국신화학의 만남 , 중국어문학논집제76호, 2012년. 340~341쪽 발췌요약.
15) 위와 같은 자료, 212쪽.
16) 지금 이 논문이 쓰이는 시점에도 중국에서는 애국주의와 중화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두 편의 영화 건군대업(建軍大
業)(2017), 전랑(戰狼)2(2017)가 인기를 끌고 있다. ‘건군대업’은 창군 90주년에 헌정하는 영화로써 전형적인 “주선률
(主旋律)”적 특징을 띠고 있으며 개인의 희생과 애국심을 국가의 영광과 연결하고 있다. “전랑2” 역시 강국의 형상으로
서 중국을 그려내고 있으며 개인주의와 국가주의를 일치시킨다. 이 뿐 아니라 문화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중화중심주의
의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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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국 내부의 에스닉 집단에게는 ‘중화’로의 통합과 강요라는 보편주의적 폭력성을 행사한다.
근대를 거치며 고대 제국에서 네이션-스테이트(국족국가)를 형성하였고, 대일통(大一統)과 화이사상(華夷思
想)은 근대국가 담론 하에서 이중적이고도 모순적 결합을 하였다. 즉 외세로부터의 독립과 청 제국의 판도의
유지 등 다양한 정세적 고려가 모순적 입장을 봉합하였고, 이후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은 이 “아포리아적 중화
민족 이데올로기17)”의 암묵적 강화를 유지시켜나갔다. 포스트 사회주의 시기의 도래와 함께 사회 통합의 구
심점 역할을 했던 중국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느슨해지며 그간의 모순이 다시 노출되었다. 냉전의 구도가 와
해된 이후 경제 급성장으로 국력과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한 중국은 여러 주변국가와 영토분쟁과 역사문제
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문화적 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탈의 움직임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발전의 지역차와 다양한 차별로 인해 분쟁과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통합과 애국의 이데올로기는 “인민주권 또는 민중의 주체성의 계기를 배제한
국가중심주의의 특징”을 띠고 있다.18) 게다가 이것은 통합력과 구심력이 강한 경제발전주의와 강력하게 결합
하고 있다. 당대의 ‘대국 굴기’ 담론은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발전주의를 강화하고 개인, 사회, 국가를 일
치시키는 정치적 권위주의의 강화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문화적 영역에서 개인주의와 국가주의를 일치시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유교주의 가치관의 정치적 전화(轉化)라고 볼 수 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
齊家治國平天下)’라는 개인, 가정, 국가, 천하로 나아가는 점층적 치리(治理)의 개념은 ‘인민의 꿈이 곧 중국의
꿈’이며, 세계 지배적 구도의 전이를 위해 ‘굴기’ 하고자 하는 현재 ‘중국몽’의 기조에 그대로 투사되어 있다.
또한 ‘중화민족’이란 본래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었으나, 현재 한족을 포함한 중국 경내의 모든
에스닉 그룹(이른 바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1990년대 이후 페이샤오퉁의 “다원일체격국
론”과 중국 정부의 “조화”사회 담론이 중국의 모든 에스닉 그룹(族郡)을 모아 중화민족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면, 이후 개인, 사회, 국가의 일치의 이데올로기는 중화민족을 ‘하나의 실존적 실체’로 만드는 기획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 혈통적 동일성의 중심에 있는 한족주의와 모든 에스닉 그룹을 하나로 묶는 대중화민
족이라는 서술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동안 중화민족을 하나의 실존적 실체로
형성하기 위해 영토 내 여러 에스닉 그룹을 포함하여 영토 내 모든 중국인에게 표준 중국어와 교육과정, 동화
정책 등을 통해 동질의 단위로 조직해왔다. ‘동일한 혈통임’과 ‘공통의 정서적 연원’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횡적 혈통을 종적 동일성으로 묶는 다양한 기획이 추진되었는데, 20) 이는 영토 내 다양한 에스닉 그룹을 ‘중
화민족(中華民族)’이라는 국족(國族)으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혈연과 종족으로 구성된 문화적 단
위를 ‘중화’라는 정치적 단위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여러 “횡적혈통을 한 갈래의
종적혈통으로 묶는”21) ‘하나의 가정(中華民族, 一個家園)’이라는 담론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소수민족을 포
함한 주변국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수렴시키기 위해 ‘4개 공정’22)을 시행했으며, 신화 속 존재를 민족의 조
17) 자기우월성에 근거한 문명화 담론이 이미 중국에서 ‘중화주의’라는 형태의 사상을 형성시켰고, 서양의 문명화 혹은 식
민화 담론의 발전과 낙후라고 하는 진화론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매우 강력한 서양중심주의적 자기우월주의를 형
성하고 있었다. 근대국가 담론 속에서 중국의 ‘중화주의’는 비판적 자기반성과 해체를 겪지 못했으며 오히려 폭력적 형
태의 국민화 작업과 함께 자기를 근대적으로 재편, 강화하게 되었다고 조경란은 밝히고 있다.(195~198쪽 요약발췌.)
조경란, 중국 탈서구중심주의 담론의 아포리아-20세기 국민국가와 중화민족 이데올로기의 이중성 , 중국근현대사연
구제 68집, 2015년 12월. 이 밖에 현대 중국에서 에스닉 집단들에 대한 국족화(국민화)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려면 조
경란, 현대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국민화’이데올로기-중화민족론을 중심으로 , 시대와 철학 제17권3호, 2006년. 참
고.
18) 백승욱, 동아시아 속의 민족주의-한국과 중국 , 문화과학 52호, 2007년 12월. 164쪽.
19) 백승욱, 같은 자료. 165~166쪽.
20) 九五계획(1996-2000)에서 十二五계획(2011-2015)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사를 신화전설의 시대까지 소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이 추진되었다.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과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공정을 통해 하왕조의 시작을 禹로 보고, 룽산문화(龍山文化) 시기를 堯·舜·禹시대로 상정하였다. 자세한 내
용은 이유진의 논고를 참조.
이유진, ‘중화민족 다원일체론’과 중국신화학의 만남 , 중국어문학논집 제76호, 2012년.
21) 이유진, 위의 자료에서 재인용.499쪽.
중국은 일찍이 횡적 혈통을 한 종적혈통으로 묶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더욱 적극ㅈ거으로 다양한 역사공
정을 통해 黃帝를 비롯한 堯·舜·禹를 신화의 주인공에서 人王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상상적 계보 가장 위에 있는 중화민
족의 조상으로 탈바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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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역사화 하는 식의 시도를 통해 ‘중화민족’ 공동의 시조라는 가공의 실체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다양한 문화산업을 통해 민족 화합과 통합을 장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혈연적 관계와 문화적 동일
성이 과거로부터 선택되어 재조합되거나 허구적으로 방식으로 재창조 되고 있다.

22) 한족과 55개 에스닉 그룹이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자 혈통과 역사의 통합을 시도하는 공정으로 ‘서남공
정(西南工程)’, ‘서북공정(西北工程)’, ‘동북공정(東北工程)’,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이 이에 해당한다. 각각의
공정은 티베트와 위구르 족의 역사와 둥베이 3성 지역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추진되었고, 하상주단
대공정은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문명을 실존했던 역사로 만들기 위해 문명의 증거와 유물을 발굴하고 이를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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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선*1)

*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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游戏劳动及其主体询唤

— 以《王者荣耀》为线索 / 邓剑 ․ 29

【특집 분과Ⅰ】 발표 ④

游戏劳动及其主体询唤
— 以《王者荣耀》为线索
邓 剑*

1)

引言
2017年7月，一款名为《王者荣耀》的游戏受到人民网、新华社等主流媒体的口诛笔伐，成为搅动中国的文化热
点，可这并没有阻挡它野蛮生长的态势，如今甚至逆势而动进军海外1)，企图全球制霸了。《王者荣耀》现象使我
们首次注意到游戏竟非儿戏，它已能超越诸如年龄、性别、职业、阶层、民族、国籍，等等人口统计学的基本差
异，凿破次元壁，越界“现实”，把形形色色的亿万人群齐聚一堂询唤为游戏者主体，是为我们考察当下社会文化
状况最恰切的表征与入口。
遗憾的是，中国的游戏研究并不发达，即使学者们私下里对《王者荣耀》也有热烈讨论，却未留下任何洞见，
学术与现实的脱节，可见一斑。当然这里不是批评学界与世隔绝、固步自封，不少学人都有话欲说，只是苦于还未
找到恰切的研究及表述方法，暂时失语而已。可是今天的中国已成为全球游戏资本主义（Ludocapitalism）[1]的中
心与前沿，世界需要中国在现场提供近距离的观察与思考，以之作为理解当代资本主义的新内容与新方法。中国学
界已无时间继续迟钝下去！有鉴于此，本文试图以《王者荣耀》为线索，从一种扩大化的“游戏劳动”（Playbou
r）视角检讨MO类游戏（Multiplayer Online Game），以之窥见与现实同构的资本主义化的游戏世界，希冀为当下
的游戏研究提供些许助益。

一、游戏劳动的可能性
从游戏到游戏劳动，不是一种取巧的修辞游戏，而是历经百年的漫长“革命”

2)。

众所周知，游戏劳动不是新现象，古代的围猎、垂钓等娱乐活动皆具生产性，只是未被纳入劳动的范畴予以严
肃对待。这样的情况，一直持续到二十世纪，人类追求现代化的愿望，促使游戏这一被赫伊津哈（Johan

Huizing

a）视为比文化还古老的动物现象[2](P1)发生了计算机化与商业化3)的双重革命，人类进入被中川大地命名为“现
代游戏”[3]的新时代。其中，游戏之所以被冠以“现代”之名，计算机化当然是首要原因，但远为重要的是，游戏
的“商业革命”建立起庞大的以文化全球化为产品的游戏生产体系和以消费为触手的资本主义话语，从文化上拉开
了传统与现代的距离，迫使人们开始认真考虑游戏这一现象的生产性。
二十一世纪后，人类社会进入以计算机交互技术（Interaction）为神经元的Web2.0时代，数字娱乐成为工作之
外的主要休闲方式，它潜在的生产性也成为资本增殖技术新的利基市场与剥削空间，受到各路资本的热烈追捧。在

* 作者简介：邓剑，上海大学文化研究系博士候选人，国立木浦大学访问研究员，研究方向：游戏研究、文化研究。
(danger8749@qq.com)
1) 比如它的韩版《
》、英文版《Arena of Valo》都于2017年发行。
2)这里指1912年西班牙发明家莱昂纳多·托雷斯·克韦多（Leonardo Torres Quevedo）发明世界上第一台电气式游戏机器El Aj
edrecista（西班牙语，意即国际象棋），将人类社会送入游戏现代化的大门。
3) 这里指诺兰·布什内尔（Nolan Bushnell）1971年推出最早的业务用投币游戏机“Computer Space”，并于次年成立世界第
一家专注游戏生意的公司雅达利Atari，开启游戏商业化运营的历史进程。

펜타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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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背景下4)，现代游戏也发生了巨大异变，上个世纪建成的代码化的游戏体制被接入互联网世界，这为游戏者的游
戏行为注入了新的功能。从此游戏行为增生了一种溢出效应，它不仅可以生产游戏者的快感，还滑入对游戏代码的
生产、流通与交换过程中，构成他人游戏的基础（使用价值），其背面的价值部分，则为游戏商无偿占有了。这一
畸变是“数字资本主义”[4]（Daniel

Schiller,

1999）的最新分延，我将其视为“游戏程序的资本主义转向

”5)，它表明游戏的网络化只是表象，其本质并非游戏者的复数化，而是游戏超越了纯粹游戏程序的结构6)[5]（或
者说终结了游戏作为商品的宿命），将游戏者与游戏程序的商品消费关系，转变为游戏劳动者与生产资料的所有制
关系。游戏因此被改造为数字化大生产的“血汗工厂”，并成为资本主义最新的剥削方式。游戏者则一面被规训为
“娱乐至死”[6]（Neil Postman，1985）的新物种；一面被改造为屈身游戏程序的“网奴（Netslave）”[7]（Ter
ranova，2000），他们通过自体刺激、分泌快感的方式为游戏商创造（剩余）价值，这样的游戏行为构成了一种游
戏劳动。

二、游戏劳动及其先行研究
综观现代游戏的历史，至少有两类行为曾被冠以游戏劳动的名号，一是Modding(修改游戏)；二是Gold Farming
（打钱）。
库克里奇（Julian

Kücklich）把游戏爱好者修改／增补游戏设计（Modding），并将修改／增补后版本出卖给

游戏公司的行为视作“游戏劳动”[8]。这是一个成功学的美妙故事。库氏显然小瞧了晚期资本主义的胃口与能力，
游戏商的目的不是寻求资本增殖的偶然性，比如忽然收买一个能让Modder发大财的游戏补丁，或者商品化某些DIY7)
达人的“特异能力”，而是试图建立一种新的常态化的剥削秩序，把游戏行为直接转换为可资剥削的活劳动，使所
有游戏者都受雇为“愉快”的“游戏劳工”，永世为其产出剩余价值。
晚期资本主义的这些诡计早为华人学者洞悉，MO类游戏在华语世界的发达，使得他们更易接近游戏世界的先锋
领域。邱林川首先注意到了MO类游戏“免费模式”带来的改变[9]，认为“非人民币玩家”在相当程度上就是库克里
奇所指的“游戏劳工”（Playbour），他们沉迷游戏的同时，也免费为游戏商吸引了用户，创造以及改善了游戏内
容。然而颇为遗憾的是，邱林川没有顺着自己的思路深挖下去，只是将“非人民币玩家”作为游戏的一种增值功能
简单提及，接着就跟随库氏的脚步，遁入对Modder的讨论漩涡中了。
Gold

Farming（打钱）被认为是游戏劳动的另一种疑似形态，它是比较常见、也比较极端的例子，指一些游戏

工作室专门雇佣廉价劳动力在MMO8)类游戏里“打金币”，并用金币兑换现实货币的行为，这些行为的主体通常被称
为Gold Farmer（金币农夫）。严格说来，Gold Farming不能算娱乐行为，而是阉割了娱乐性的以生产为直接目的雇
佣劳动，MMO类游戏不过在降维世界为资本提供剥削活劳动的数字平台，可见，Gold Farming只是传统剥削形式的数
字化延伸。当然，Gold Farming还有其它面向，Nick Dyer-Witheford与Greig de Peuter用“帝国”的理论来解释
其背后更宏大的构图，认为Gold

Farming是后现代时代的“帝国”式管理，它不过体现游戏资本主义体系内部的权

力转移，欧美资本家对游戏世界的利益封锁被突破了，一个支配性的欧美面临中国等欠发达国家的挑战。
不过，单以Gold

Farming定义游戏劳动，等于对游戏劳动的内涵与外延作了减法，遮蔽了游戏劳动价值生产的

普遍性与真实性。应该看到，如今成长速度最快的移动端游戏里，比如《王者荣耀》已取消了金币的硬通货地位，
4)

5)
6)

7)
8)

这里应该注意本文的中国语境，MO类游戏并非21世纪出现的，但在2000年后才进入中国。不过，对于中国出现MO类游戏的时
间尚有异议。大致有三种意见。第一种意见认为，1996年出品的文字网游《侠客行》MUD是中国MO类游戏的鼻祖；第二种意见
认为，1999年民间私设《网络创世纪》服务器，就已经开启了中国MO类游戏的时代；第三种意见认为，2000年商业化运营的
《万王之王》才具备了现代意义MO类游戏的全部特质。本文基本认同第三种意见。当然，这些分歧与本文的核心观点并无关
系。
这个过程包括诸多方面——比如还包括游戏内容的资本主义转向问题——本文限于主题及篇幅，未予详述。
韩国学者魏晶玄（Wi, Jong-Hyun）在十年前已经初步意识到网游超越了游戏程序的结构，可他把视角落在这个过程造成的外
部影响上，比如他观察到网游派生了许多产业，及其对消费者生活与意识产生的直接影响[5](P28-30)，而未发现更大的裂变
发生于游戏领域的内部结构。
Do It Yourself.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Game.

30

游戏劳动及其主体询唤

我们在这些放弃金融系统的游戏里看不到Gold

— 以《王者荣耀》为线索 / 邓剑 ․ 31

Farming的存在，这是否意味着游戏劳动在新的游戏技术面前灰飞烟

灭，MO类游戏的剥削结构因为游戏设计者的“良心”发现而不复存在呢？答案自然是否定的。我们之前看问题的方
法存在问题，太过依赖经典马克思的论述范畴，而忽视了游戏劳动及其剥削的隐蔽性，需要审时度势，重新检讨游
戏劳动的定义。
本文讨论的“游戏劳动”比以上两类“游戏劳动”的传统定义更为宽泛，也有更为复杂的结构。凡是参与MO类
游戏的游戏者——无论是收费模式下的游戏者，还是免费模式下的“人民币玩家”抑或“非人民币玩家”——都是
游戏商的免费劳动力，他们的游戏行为既在生产使用价值，也在生产为游戏商无偿占有的价值，直接构成了笔者所
谓的游戏劳动。当然，本文游戏劳动的论断一定会引来不少质疑：把普通的游戏者视作劳动者，这样的说法似乎过
于大胆，甚至有些冒失。况且一直以来，人们一直被引导着认为游戏是一种传统的商业模式，不过商贩与买家之间
的“游戏”，所以游戏仍是一种预购商品或者服务的消费者行为，而非生产性劳动，大谈游戏者创造使用价值与价
值，不是天方夜谭吗？
类似的质疑在文字网游MUD9)问世时即已出现，不过它最先发生在当时的主流媒介——电视领域里。四十年前，
当达拉斯·斯迈兹（Dallas Walker Smythe）提出“受众商品论”（Audience Commodity）[10]——认为在发达资
本主义社会，闲暇时间就是劳动时间，受众观看电视不仅是消磨时光，还在为媒介创造广告价值——时，就备受争
议。比如Joohan

Kim认为受众观看电视的行为并未构成马克思所描述的剩余价值生产，它既不是不变资本，也不是

可变资本，我们难以论证观看行为如何参与了价值生产[11]。
可见，游戏并非单独遭遇改变与质疑的文化领域，大众文化的其他范畴也在发生相同的变化、面临同样的诘
问，我们就不能狭隘地将（娱乐）消费与生产的一体化视作游戏部门的单独问题，而要抬起头来，看到晚期资本主
义在文化逻辑上的整体性。诚然，上世纪70年代，观看电视还是传统的“灌输式”娱乐活动10)，也不直接构成生产
性的社会关系，所以生产与消费一体化的机能尚不健全，斯氏试图为传媒研究提供政治经济学视野与框架的尝试仍
然带有先锋性质。但即便斯氏的观点有待商榷，还是可为学界带来一些认识论与方法论的启发：古典的生产与消费
划分，在信息资本主义社会的大背景下，可能正在发生微妙的变化。
这样的变化已经在在更加成熟的产业领域发生——正如意大利的自治主义马克思主义（Autonomist

Marxism）

学者们首先注意到工业领域正发生的变化：毛里齐奥·拉扎拉托（Maurizio

Lazzarato）认为在后福特制模式下，

出现了“生产商品的信息内容与文化内容”的“非物质劳动”（Immaterial

Labor）[12](P133-148)。非物质劳动

作为一种社会关系的生产性活动，使生产与消费一体化，令社交与组成它的社会关系都具备生产性。因而出现了一
种自主的生产性协同，并使工人们在生产中成为“积极的与交流的主体”，将个性与主体性也送入价值生产的过程
中。而安东尼奥·奈格里（Antonio Negri）与迈克尔·哈特（Michael Hardt）进一步延伸了“非物质劳动”的概
念，他们认为在福特制向丰田制的转变过程中，“非物质劳动”涉及“情感的生产与控制，并要求（虚拟或实际）
的人际交往”[13](P378)，且劳动者之间的合作并非由外界强制与组织，而是内生于劳动自身。
非物质劳动是当代马克思主义劳动价值理论的最新发展，它指明了晚期资本主义社会里，交流与社会关系的生
产性正在构成劳动形态的新变化。游戏劳动的本质正是非物质劳动，它通过游戏机制将游戏者变成“积极的与交流
的主体”，在生产游戏者乐趣（使用价值）的同时，也在为游戏商创造价值，其创造价值的基础正是游戏者组织而
成的社会性。
不仅是非物质劳动，从游戏劳动中也可看到“数字劳动”的魅影。例如，意大利学者蒂齐亚纳·泰拉诺瓦（Tiz
iana Terranova）将“数字劳动”概括进“免费劳动”（Free Labor）的概念里予以讨论[14]。他引用安东尼奥·
内格里的观点，认为在由数字经济结构的“社会工厂（Social

Society）里，“工作过程正由工厂转移至社会”[1

5](P92)。“免费劳动”正是在如此过程中，由对文化的知识性消费转化而来的生产性活动，并明确指出早期的文字
网游MUD就是互联网上“免费劳动”的代表11)。他还将其中的“劳动者”称为网奴（Netslave），认为这些人遭受剥
9) MUD即多用户虚拟空间游戏。这类游戏有其复杂的历史脉络，因此英文称呼与类型比较多样，它的重要源头是英国埃塞克斯大
学（University of Essex）两位游戏爱好者Roy Trubshaw与Richard Bartle编写的Multi-User Dungeon，俗称MUD1。
10) 伴随数字交互技术进入电视领域，比如电视弹幕的出现，这样的情况在当下开始有所改变。
11)遗憾的是，泰拉诺瓦并未提及意大利具体的MUD类型。在该文写作发表的2000年，如今主流的图形网游在当时还未全面商业
化，因此他针对的分析对象只能是MUD。不过MUD已经具备图形网游的基本特征，今天可以把泰拉诺瓦对“免费劳动”的分析
运用至图形网游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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削，但却快乐着。理解泰拉诺瓦论点的关键在于如何解读数字文化形式本身的生产性，这是传统媒介所不具备的，
同时也超出了非物质劳动的界限。传统媒介是一种制成品，信息接收者只需负责消费，而MO类游戏类似于一种半成
品，它的物理结构是开放的，游戏行为（劳动）不仅在游戏世界生成游戏者的身份与社会关系，同时也生成游戏文
本的内容。萨尔·汉弗莱斯（Sal Hymphreys）早已认识游戏行为这种内容生产的特性，他用知识产权的概念把前者
标识为无形资产[15]（Intangible Assets），把后者标识为有形资产（Tangible Assets），为我们理解游戏劳动
提供了一种认识的框架。
综上，可以得出如下结论：在晚期资本主义创造的信息社会里，（娱乐）消费与生产日趋一体化，这个一体化
过程改变了游戏领域价值创造的结构与方式：游戏不再是一个商品／服务，而是一座工厂；游戏者的游戏行为不只
是消费，也是使用价值与价值的生产劳动。这种劳动形态兼具非物质劳动与数字劳动的特征，它在创造游戏者娱乐
体验的使用价值时，也在生产为游戏商所占据的（剩余）价值，而（剩余）价值的源泉正是数字化的非物质劳动。

三、谁在生产使用价值？
从劳动的形式说来，把游戏称作劳动，一定又会有人斥之为无稽之谈：劳动是挥洒汗水的辛苦活动，游戏却是
人生的享乐，二者怎可混为一谈？似乎游戏与劳动的对立已成常识，而人类又往往生活在错误的常识中。劳动本身
从未否定享乐，自由、自为的劳动甚至还内生欢愉，把劳动与游戏对立起来，其实误解了劳动的内涵与目的。马克
思也曾指出“人类劳动又不外是人类劳动力（Arbeitskraft）的支出，而不问其支出的形式”[16](P3)，因此游戏
并非不可为劳动的形式之一。
的确，游戏活动就是马克思所说的有用劳动，因为它在创造使用价值——这个使用价值即指它能满足人类娱乐
的愿望12)——而且MO类游戏里，只有它在持续地创造使用价值。可是在游戏商掌控舆论的条件下，游戏的使用价值
总被宣传为由游戏开发商、发行商、运营商，等等处于游戏产业链环节的企业创造，游戏者的生产作用却只字不
提，甚至故意把游戏者裁剪为单纯的消费者形象，以从中榨取免费的剩余价值。比如，我们可从《王者荣耀》的开
场画面里看到它是由天美工作室开发的软件，由腾讯公司运营的产品，在游戏产业链各环节的密切配合下，终才成
为游戏者消磨时光的虚拟玩具。当然，这只是比较保守的说法，也有宽泛的表述，即手机生产商（比如苹果、三
星、小米等等）、网络服务提供商（比如移动4G、联通4G）、AppStore等上游产业链环节也在为《王者荣耀》提供
硬件支持及接入服务，近来更有《王者荣耀》相关的直播、桌游、陪练等多种形式的泛娱乐服务在延伸它的使用价
值。令人错愕的是，即便在如此宽泛的说法里，也不见任何对游戏者生产者形象的刻画。
上述做法有意遮蔽了游戏业的演化史与剥削本质。如果承认前文“游戏程序的资本主义转向”的论断，就可发
现，从非MO类游戏发展到MO类游戏，其最大的变化即是游戏产业链的各类机构不再单纯向游戏者出售使用价值，而
是转为游戏者提供生产资料，由他们自动承担使用价值的生产任务，从消费者异变为劳动者。当然如此论断必先论
证两个关键前提，一是MO类游戏的软件构造是什么，它将指明把游戏者称作使用价值生产者的合法性；二是MO类游
戏具体的使用价值又是什么（生产了什么样的使用价值）。
首先，游戏程序的“物理”本质是计算机软件。在非MO类游戏时代，它与其他软件一样只是消费环节里的普通
商品，游戏商生产与出售使用价值，游戏者为了获得这个使用价值而付出相应的价值。对于不熟悉游戏的读者，本
文以办公软件word为例，有助于大家认识非MO类游戏单纯的商品本质。消费者从微软公司购入软件，使用时将自己
作的文本键入文本框（比如码字、保存），完整的消费环节即告完成。消费者虽然进行了文本编辑，但未对word软
件的设计作出任何改变，打开新的word程序，仍会出现未经编辑的空白页。非MO类游戏亦如此。游戏活动的“物
理”本质也是文本编辑，虽然游戏者并未直接编写代码，可游戏软件的后台会自动根据游戏者的操作生成相应数据
流。当然，只要点开“重新开始游戏”，原先游戏行为产生的数据就会在新游戏中失效，一切又都还原了。所以非M
O类游戏与其他软件并无二致，玩游戏只是一种娱乐消费，未有切实的生产性，不可称作劳动。

12) 比如，你玩《王者荣耀》时选择“大乔”这个角色，你使用了“决断之桥”这个技能，使得敌方游戏者都被“沉默”了，你
的队友因此获益。你的操作生成了游戏内容，它构成游戏双方的具体的使用价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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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是MO类游戏的构造却不一样。虽然基本的游戏消费方式没有发生变化——仍然是游戏商提供游戏软件，游戏
者在其中进行编辑，游戏活动也不改变游戏程序的原有架构，等等——但游戏活动生成的数据非但不可清零，还加
入了“永久”的生产与消费的循环中。例如，游戏者在《王者荣耀》中使用“荆轲”13)后，游戏者对她的熟练度
（值）会自然提升，并作为数据记录与累积在自己的账号里，下次即以此为起点开始游戏，而且通常情况下，如因
游戏商的缘故造成数据丢失，都会给予游戏者相应的补偿14)。
可正如马克思所说，“一个人生产一个物品要是为自己直接使用，供自己消费的，他创造的就是产品而不是商
品”[17](P67-68)。同理，如果游戏者仅为自己生产使用价值，就妄语游戏活动是一种创造价值的劳动，那就犯了
类似“受众商品论”的错误。只有（“荆轲”的）使用价值进入流通领域，游戏活动才构成价值劳动。而MO类游戏
的游戏性15)（Gameplay）的内核恰是将个体创造的（“荆轲”的）使用价值置入流通与交换过程里，由游戏者共同
消费这些使用价值。仍以《王者荣耀》为例，阐释这一过程。
《王者荣耀》是一款MOBA类（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手游，十位游戏者被分为两个阵营，在“科
学算法”的安排下匹配进同一PVP（Player

Versus

Player）房间中，组团厮杀。游戏共有坦克、战士、刺客、法

师、射手、辅助六个类型的英雄可供选择，这些英雄各有所长，游戏鼓励双方团队选择能力互补的角色，以相互助
力造成效益最大化，如此更能击败敌营。因此单个游戏者的游戏活动不单使本人受益，也在形构之于团队的使用价
值。不仅如此，游戏劳动的数字化特征，使得己方游戏活动生成的数字内容也构成了敌方的使用价值，若无己方以
竞争姿态“编写的”这些游戏内容，敌方也无法获取游戏的快感。我们从中可以直接发现一切非物质劳动与数字劳
动的要素，游戏者不仅将个人的情感、欲望、兴趣、智力、积极性、协作能力等等主体性的要素都投入游戏内容的
生产中，还被要求结成一种适于使用价值生产的“自主的生产性协同”[21]（Lazzarato,1996）的相互关系。如果
将上述游戏过程进行抽象与简化，即可发现《王者荣耀》的核心玩法即是基于职业分工体系的合作与竞争，由单个
游戏者对线赚钱来生产使用价值，再将生产的使用价值在共享中流通。
这其实是在共享使用价值，它又“退回”到60年代“现代游戏”黎明期时的原始共产主义伦理16)，这当然不是
游戏商的目的。游戏商毕竟不是制造欢乐的慈善家，巨大的资本投放背后，必须有超额利润回报作支撑，否则它们
会破产、市场机制会失灵、按照市场经济模式组织起来的社会会失序。《王者荣耀》不负众望，正是一款为游戏商
带来巨大利润的游戏，它的资金收益主要分为两部分，一是游戏内收入（主要指出卖游戏内的收费项目），二是游
戏外收入（包括广告、电竞、融资等等）。2016年它盈利达68亿元，排名移动游戏营收榜第2位，占据移动电竞游戏
市场39.7%的份额17)。我们当然无法从这些数字中精确定位单个游戏者的价值贡献，但却不可因之否认他们集体劳动
的事实，因为只有劳动才能创造价值。《王者荣耀》巨额盈利的基石必然是21世纪里组装起来的资本主义时空流水
线上游戏者不分场合、夜以继日投入的游戏劳动，而非游戏商品背后的“计算机神学”。接下来的任务即是将我们
的注意力从游戏带来的主观体验（使用价值）上稍稍挪开，戳破这个“计算机神学”，指明游戏里的价值创造过
程。

四、价值之源：世界的商城化还是工厂化？
游戏活动也如劳动一样具有二重性，创造使用价值的同时，也在创造交换价值18)，且这个交换价值依旧是指

13) 荆轲的女性设计引来争议后，改名为阿轲。
14) 比如《炉石传说》在2017年1月因服务器故障导致数据丢失，旋即以最快速度公布了补偿方案。
15) 游戏性是游戏研究最关键的概念，1999年由Geoff Howland提出[18]。日本学者井上明人认为它在实际运用中是暧昧与多义的
[19]
，渡辺修司与中村彰憲的研究支持了这种说法，他两通过举例与要素分解的方式，呈现了前人关于“游戏性”的差异定义
及用法[20](P15)。本文所指游戏性，笼统说来，即是游戏的玩法。
16) 这里指60年代黑客们有意回避知识产权、共享游戏源代码的原始共产主义伦理[20](P53)，《Spacewar!》是其中的代表作品。
17)
数据来源：伽马数据（CNG中新游戏研究）撰写，中国音数协游戏工委（GPC）指导的《2016年中国电竞产业报告（摘要
版）》，第9页、第13页。
18) 游戏产业链的价值创造是一个多方参与的复杂过程，比如游戏商与ISP、ICP、IDC等机构的分红机制，本文为了简便，将价
值创造的参与者简单地限定为游戏者和游戏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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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定量的凝固的劳动时间”[22](P18)。MO类游戏初入中国时，其收费方式正是以点卡、月卡为代表的时间收费
制：将时间与价值直接等值，由游戏者付出货币来购买游戏（劳动）时间。这种收费制度将游戏定义为一种消费行
为，游戏的使用价值被宣传与想象为由游戏开发商与运营商共同创造，游戏者只是纯粹的娱乐消费，其价值创造部
分则被忽视与掩盖，为游戏商无偿占有。如此收费制度源自韩国19)，由盛大公司发展为中国MO类游戏主流的商业模
式，它继承了原有非MO类游戏的销售模式，延续着非MO类游戏简单的商品逻辑，是电子商务在中国刚刚展露头角
时，游戏资本主义还未充分展开的表现。
可这种充当小商贩的销售模式遭遇信息资本主义的挑战与机遇时陷入了瓶颈，它并不能最优数字化的边际利
润。2004年9月游戏橘子代理的韩国网游《巨商》开始运营，首开永久免费游戏模式的先河20)，后来盛大、巨人网络
等游戏巨头纷纷跟进，免费MO类游戏才渐成国内主流。不过当然不会真正免费，而是“游戏时间免费，增值服务收
费”，简单说来，即是游戏中多了商场选项，里面出售各类增值道具、装备、皮肤等游戏商品。比如游戏者在《王
者荣耀》里打出的金币只是一种次级通货，不能购买英雄、皮肤与铭文等增值商品，而这些商品的交易是在商城里
通过现实货币的代币来完成的。一般说来，这被认为是游戏的商城化，游戏程序似乎摇身一变，成为一个巨大的百
货公司，几乎所有游戏项目（Item）都可在游戏商城里用代币买到。
这犹如变戏法般，一夜间将游戏世界整个价值化了，一种“计算机神学”被展现在世人眼前。可是游戏商并非
魔法师，免费模式更不是点石成金的魔法，切不可在“数字魔法”的蛊惑下，把需要加以分析的价值创造过程承认
为一种原始状态，或者虚构一种计算机形式的现实，以为只是数字技术与商业技术创造了眼前的一切，而要穿透密
集的数字矩阵，认清数字幻象背后掩藏的事实与本质。正如齐泽克（Slavoj

Žižek）所言“不少人为了把握当下时

代，就不断地提出新术语，比如‘后现代社会’‘风险社会’，‘信息社会’，‘后工业社会’，等等，但他们却
漏掉了新时代的真正内核，只有通过透视旧时代那些永恒之物，方能领悟新时代真正之新。” [23](P6)
而这个“永恒之物”即是劳动创造价值。游戏者付费购买的并非游戏商设计的游戏“符号”如此简单，而是千
千万万游戏者通过游戏劳动创造的数字内容与结构的社会性。比如《王者荣耀》中，游戏者购买吕布这个英雄，当
然不是为了吕布的审美价值，而是欲图吕布在游戏中的功能。这种功能虽由程序员设计出来，但只有在其他游戏者
生产出即时的游戏内容的情况下，它才会真正地被反复再现与使用。因此游戏内容被分割为两部分，既定部分是程
序员有偿劳动[24]（Paid Labour）的结果，即时部分则是由游戏者的无偿劳动（Unpaid Labour）实现的。“计算
机神学”的骗局正在于它巧妙地利用“数字流转”，使程序员的有偿劳动[24]（Paid Labour）遮蔽了游戏者的无偿
劳动（Unpaid Labour），虚构了不变资本创造价值的神话。所以游戏的商城化只是表象，它不过一套伪装成消费的
话术，我们的任务是揭示它隐藏的真相。
如果将MO类游戏喻作游戏乐园，那么“免费游戏”就不仅撕掉门票那么简单，而是将整座游戏乐园，改造为游
戏工厂。用车间劳动来比喻《王者荣耀》的价值创造过程（游戏模式）21)，是再恰当不过的。二者都强调时间投
入、效率、合作、竞争与产出，等等工厂劳动的指标。在此意义上，PVP房间分明就是装置流水线的流动生产车间，
《王者荣耀》就是24小时制的降维工厂，这是一种资本主义的空间与时间。在生产资料（游戏版权）由游戏商私人
占有的情形下，游戏商在生产若干环节的投入构成不变资本，在运营若干环节的投入构成可变资本，所有游戏者都
被异化为“免费劳动力”，且他们的劳动成果全为游戏商无偿占有了。之所以“免费劳动力”需要打上引号，因其
并非真正免费：在消费的总体框架下，游戏设备、网费、电费、维持劳动力的费用等等支出统统需要劳动者用真金
白银来给付。
游戏者并未意识到自己已成免费劳动力，甚至误认为自己从《王者荣耀》的免费模式中占了便宜——毕竟他们
毋需出钱购买“劳动凭证”，却可以免费游玩了。不仅如此，一些游戏账号、皮肤、礼包等游戏物品的交易，还诱
使游戏者相信游戏财产的存在与价值，以为自己的时间投入并未白费，而是在游戏中创造了专属的财富。可事实却
是，游戏商让渡的只是虚拟财产的使用权，并未承诺所有权，游戏者从来都只是打工者，深陷隐密的剥削结构里。
套用马克思的话来说，游戏者越是投入游戏，他亲手创造出来反对自身的、异己的对象世界的力量就越强大，他就
19) 2001年3月韩国棋牌休闲类游戏“HANGAME”实施时间收费制度（每月8400韩元）。之前MO类游戏商业模式的重要收入源是广
告收费。
20) 免费模式依然学自韩国，即2003年12月《猎人MM》与《石器时代》在韩国宣布免费。
21) 不同类型的MO类游戏有不同的组织形式，但有一点是共通的，它们都疑似工厂劳动。

34

游戏劳动及其主体询唤

— 以《王者荣耀》为线索 / 邓剑 ․ 35

越是归于贫乏，归他所有的趣味就越少。游戏世界的增值同游戏者的贬值成正比。
由此可见，商场化的本质是对游戏程序的工厂化改造，使得游戏商的利润基础从销售领域扩及生产领域，并迅
速扩大了产能。这种产能的扩大，是以“用户”为名义的“文明”的数字圈地实现的：游戏者不再被定义为“玩
家”，而被新来的网游商再定义为“用户”22)。从玩家到用户，自然不是字面意义的转化，虽然能指一样，但所指
却在滑动，前者针对游戏领域，后者针对资本领域。在Web2.0时代，“用户生成内容”（UGC）的大背景下，用户是
非常重要的生产力概念。付费率、用户留存率、用户重叠率、用户转化率等市场指标成为定义游戏成功与否的新标
准，游戏商的目的不再是做一款“好游戏”，而是要做一款“好多人的游戏”。这是21世纪的“数字圈地”，游戏
者被赶出原本较为公平、但是效率不高的游戏土地，更多的人被圈入一种新的“残酷的”数字工厂中。

五、询唤游戏劳动者主体
通过上述分析，可以发现MO类游戏其实是嵌套三层的冰山结构，浮出水面的是游戏文本，比如游戏的背景、角
色与玩家、装备与天赋技能、一起奋斗杀敌的游戏机制，等等，这些素材堆积在一起，向游戏者诉说原子化个体畅
享游戏共同体的神话；半遮半掩的是游戏商城，它既漏出水面又潜伏海底，这里商品玲琅满目，是真正的世外桃
源，用消费的话语为游戏者提供vip式的尊享服务；它深藏海底的是游戏的价值基础与下部结构，由大量的免费劳动
力修造起来。面对如此复杂的文本结构，游戏者主体绝不会是单一的构造，而是被多股力量询唤的结果，呈现出一
种复合的特征。因此，对游戏者主体性的分析，必须与游戏本身的冰山结构对话，并且特别注意，冰山是一个整
体。
首先，MO类游戏是数学文本，它有与文学文本完全不同的内容与文法，它通过数学运算的方式将游戏者询唤为
游戏主体。可以看到，在“游戏程序的资本主义转向”过程中，游戏内容也一道发生裂变，MO类游戏不再是单纯的
文学文本，甚至在某种意义上，文学性已经终结，使游戏者发生兴趣的也不再是《仙剑奇侠传》等“传统游戏”凄
婉的故事或者李逍遥、赵灵儿等传情的人物刻画，而是“阅读”过程中以数学运算为基础的复数化交流23)。当然，
游戏者感兴趣的也并非简单的由交流形成的“想象的共同体”感觉，这种说法过于粗糙，这不是游戏的原因，而是
游戏的结果。真正吸引他们的是交流过程中，由各种游戏符号结构的游戏里的深层秩序。某种程度上，这是后现代
文化的共同特征，以“拼贴”为表象的各类文化体裁中，其实隐匿着秩序化的文化逻辑，人类消费的不光是杂陈的
符号价值，更是组织符号体系的下部秩序，找出这个秩序是我们理解这些文化体裁的关键步骤24)。
而在代码化的游戏世界里，这个下部秩序即是0和1所结构的数字秩序。这些“数”按照不同规则组合起来，形
成我们所谓的游戏代码，再由代码构成游戏里的各类表象，比如《王者荣耀》中的英雄、防御塔、小兵、技能、铭
文、皮肤、喇叭，等等。它们之间并非真实的“物-物”、“物-人”、“人-人”的关系，而是数的中介，表现一种
数量关系。比如“风暴巨剑”与“雷鸣刃”之间并非剑与刀的“ 物理”关系，而是“+40物理攻击”与“+80物理攻
击”的数量关系。以此类推，MO类游戏里所有事物不过“数”的表象及其关系。尤为重要的是，“数”与“数”摆
在一起天然引起加、减、乘、除的数学运算，把游戏各表象置于流通之中，其结果是结构出游戏世界的“自然规
律”（数字秩序）。通过消费这一套数字秩序，游戏者形成或者重组他们在游戏内的世界观图景、想象力、情感结
构、社会性，等等主体性要素，以及游戏外的身体性能、生活方式、生活态度，等等新的生活姿态。可是无论如何
命名这套数的秩序，比如“能力主义”、“竞争意识”、“丛林法则”或者“游戏共同体”25)，这些说法都显片
面，MO游戏不是单一的文本，那么游戏者也不会是单一的主体切片，必须从联系冰山结构的其他层面阅读他们的丰
富性。
于是我们进入考察的第二个层次，消费话语如何与数字秩序媾合，生产一种以消费为底色的身份政治。上文讨
论的游戏商城是进入这一层次的入口，它与游戏性无关，而是“悬置”在游戏性之外的消费空间，通过“空降”的
22)
23)
24)
25)

这种身份的偷换，可以很容易地从历年的《中国游戏产业报告》里找到。
当然，这里只是泛指，其中也不乏异数，比如《剑侠情缘移动版》仍试图保留传统的叙事风格。
大塚英志是首先注意到这一现象的文化理论家，他提出的“物语消费论”[25]对我们理解当下的文化消费消费颇有助益。
游戏共同体是一个悖论，这里没有篇幅详述，简单说来，它是原子化的共同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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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式将游戏者买来的高附加值“商品”投入游戏世界里。如前所述，这些“商品”是图形化的数字，其功能远超鲍
德里亚所言“符号价值”[26]，就不只“符号商品”如此片面了。比如游戏者从《王者荣耀》的商城里买来“5级铭
文：霸者”，并非是觉得这个符号有何审美价值，而是购买它背后“+9点物理防御”的功能，换句话说，游戏者购
买的是“霸者”在数字秩序里的位序。因此，游戏商城提供了入口机制的功能，它可以作为数字秩序与现实货币交
换的中介，向现实世界打开游戏程序的大门。因此，游戏就不再是封闭的纯文本，而是一个消化社会性的容器，将
现实里的一切因素也吸纳进来。这也迫使我们重新考虑游戏商城的功能，是否只有入口机制那么简单，是否只是为
游戏者提供增值服务，或者如史玉柱所言，单纯地形成时间与金钱相互交易的二级市场26)，为不同类型的人群提供
便利？
肯定不是如此简单，商城是支撑游戏世界市场化战略的平台，游戏资本通过它将游戏者竞逐的数字秩序商品
化。这样做的后果是游戏不再鼓励技高一筹，转而倡导一种消费的逻辑，建立一种被消费“附魔”的数字秩序，以
为游戏商牟利。游戏商竭力而为的就是通过这个数字秩序将游戏者询唤为崇拜消费的主体，为后者制造一种身份流
动的幻象——消费越多，就越可能在数字秩序中占有优先的位序。这是比较野蛮的消费逻辑，让有钱人通吃！当
然，这只是MO类游戏的过时逻辑，一味注重效率原则，而忽视公平性，只会招致被生产出来的“底层”的反对。而
《王者荣耀》的成功之处即在于它巧妙地制造了一种抗击消费逻辑的幻像：有钱人即便购买很多“商品”，如果未
经长时间的游戏“培训”，掌握高超的操作技术，也不可能冲上“最强王者”的称号。于是所有游戏者都可以放心
消费了。这是一套卓越的商业策略，在金钱万能的游戏时代，制造一种人人平等的感觉，自然是取得成功的捷径，
因为财富之源并不藏匿在金字塔的顶层，而在于培养一般大众的消费意识。
当然，如果认为游戏的功能只是建构游戏者的消费意识，那就有些浅薄了。商城“入驻”游戏后，游戏的功能
就已发生位移，它不只有高下之分，还是区分贵贱的工具。这就不只是游戏世界的市场化，还是游戏世界的政治
化。如以《王者荣耀》为例，它通过微信与QQ等社交工具建立了游戏的等级体系，每一位游戏者都身处体系里的相
应位置。通过消费，游戏者可在数字秩序中占据有利的位置、加速等级爬升的过程，实现身份向上流动的心理诉
求。这种身份政治并非象征性的，它可以表现为你与朋友“双排”时，你所展现出的在游戏中的真实的统治力，你
的朋友会直呼：“你好厉害！”；或者把游戏中形成的身份等级推入现实世界，让你在“朋友圈”中备受瞩目。可
以说，游戏中的消费建构了一种与现实世界平行的“真实”，在阶层固化的今天，为在现实中倍感无力的人们，虚
构一种身份流动的希望与快感。
最后，我们看到了德勒兹（Gills Deleuze）与加塔利（Félix Guattari）机器理论中最激进的部分“欲望机
器”（Desiring Machines）[27]正在悄悄运转——游戏者的主体性并非天生而来，而是由游戏程序的辖下生物学环
境、生产的社会关系、游戏技术等等后天因素协调生产的结果。游戏者因为游戏程序前所未有的综合性能力正在让
渡主体的权力，围绕后者生产多种适应它的感觉结构、身体性、认知方式，等等游戏者的主体性要素。比如，游戏
已被简化为为脑与手的协作过程，只需手脑配合、不停按键，即告完成，大脑与手之外的其他身体器官的游戏参与
权27)皆受剥夺。为了适应这种游戏方式，一种自我监控的生理制度——“瘾性机制”——被建立起来。这种机制的
原理是由游戏内容刺激人脑分泌多巴胺（Dopamine），使得游戏者成为依赖游戏来生产快乐的主体，同时这也被称
为“电子海洛因”中毒，如果不让游戏者游戏，他们就会产生戒断症状。
这是游戏资本主义最大的特点：它并不将生产的一面展现出来，而是为游戏者预设一个消费的框架，似乎鼓励
游戏者消费——比如消费游戏商品或者数字秩序——使游戏者身陷消费与抗击消费的逻辑中。但它的真实目的却是
组织与再造劳动。通过改造游戏者的身体感觉，来制造一种新型的高耐受性的游戏（劳动）主体，他们可以抵制身
体的警告机制，在“疲惫值”用尽的情况下，依旧坚守游戏（劳动）岗位。同时它还结构出一套身体规训的游戏体
制，令游戏者能够接受与适应在狭小／流动空间里长时间“储藏”身体的可能性。游戏者逐渐适应了计算机视频之
前、沙发椅之上、消费场所、地铁或者家庭内景之内“静止”的游戏（劳动）方式。而这种现代化的游戏形式与工
厂劳动无异，游戏者仍是被固定在流水线的某个环节，简单综合脑与手的局部功能，就可完成生产指令。远为重要
26) 此观点来自2006年《IT经理世界》对史玉柱的报道，由其转述史玉柱如下观点：“有钱人与没钱人的消费习惯不一样，前者
靠牺牲时间来换取金钱，后者用金钱来换取时间”。
27) 当然，也不排除存在用身体参与游戏的体感游戏，比如日韩的游戏厅（
与
）里都有这样的游戏设备，
但与主流游戏比起来，这些游戏只是凤毛麟角，并不影响本文的分析与结论。

ゲームセンター 오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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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是，这套游戏体制还在试图建立一种适应简单重复劳动的心理机制，消除简单重复的“工厂劳动”带来的厌恶
感，以为未来机器人劳动的时代再造对人的剥削体系做好准备工作。以《王者荣耀》为例，它的的“物理环境”高
度重复——重复的游戏房间、重复的地图、重复的装备、重复的小兵与角色等等——但游戏者照样乐此不疲，因为
这是一种“分离的重复”，游戏者虽然游戏在重复的视觉符号空间里，其下部的数字运算却是千变万化，这在很大
程度上缓解了游戏者的疲惫感，激励着他们的“劳动”兴趣。当然，在这一过程中，使用价值归游戏者共同所有，
而其中的价值部分则由游戏商无偿占有28)。这即是MO类游戏的底色，它欲询唤的不过是适应数字化大生产的快乐的
劳动者主体，以为机器人代替劳动者的“遥远未来”准备认同剥削的劳动后备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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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특집 분과Ⅰ】 발표 ⑥

의 廣場文化와 養生之道 小考

中國

최세윤*1)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광장의 일반적 의미와 광장문화의 특징
3. 중국의 광장과 광장문화의 특징
4. 맺음말 : 중국 광장문화의 가치와 의의

1. 들어가는 말
한국의 현대사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마다 사람들은 의견을 수
렴하고 한 목소리를 내기위해 ‘광장’으로 모여 들었다. 특별히 서울의 시청광장과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과 함
께 묵묵히 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이념의 대립과 계층의 분열, 그리고 양극화현상에서 비롯된 모순과 갈등이
일어날 때 마다 이를 포용하고 화합하면서 대한민국을 한층 성숙시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국의 광장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광장은 ‘천안문광장’인데, 중국역사상 많은 사건들이 이 천
안문광장에서 일어났다. 1919년 5월4일의 항일운동인 5ㆍ4운동, 1925년 5월30일 상해의 외국이 조계지에서 일
어난 학살사건에 대항하는 학생시위운동, 1949년 모택동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선포, 그리고 가장 최근에 세계
를 놀라게 한 사건으로 1989년 6월 후야오방의 추모를 계기로 일어난 민주항쟁 탄압사건 등이다. 이처럼 천안
문광장은 중국의 각종 중요한 국가행사나 역사상 큰 사건의 무대가 되어왔는데, 이는 천안문광장이 중국을 대
표하는 광장으로서 상징성과 대표성을 갖는 장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 국가와 광장과의 관계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도시와 광장, 그리고 거주지와 광장과의 관계성이
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광장이 있듯이 한 도시를, 그리고 한 지역을 대표하는 광장 또한 존재한다. 오늘날 중
국의 도시에서 광장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도심 속 거주지에서의 광장은 어떠한 기능과 가치를 갖고 있을
까? 본 연구는 21세기 생활패턴의 다변화와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로 말미암아 도심 속에, 그리고 거주지 내
특정한 공간인 광장에서 발생된 중국의 문화적 특색을 지닌 활동, 특별히 양생의 도를 실천하는 장으로서의
광장의 기능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독특한 광장문화의 가치와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광장의 의미와 광장문화의 특징
1) 광장의 유래와 현대적 의미
‘광장’의 유래는 지중해 문화권의 고대 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 도시들의 구성요소인 ‘아고라
(Agora)’와 로마 제국 도시들의 중심 공간인 ‘포럼(Forum)’ 등으로 이어지는 광장의 계보는 시민의 일상생활
* 고신대학교 국제어학부 중국학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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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또 이를 통한 융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플라자(Plaza)’, ‘플레이스(Place)’, ‘스퀘어(Square)’ 등으로 불렸
다. 이 가운데 ‘아고라(Agora)’는 동사 ‘Ageirein’에서 유래된 것으로 ‘모여들다(gather)’라는 뜻으로 고대 그리
스의 도시국가(폴리스)에서 자유 시민들이 정치와 입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던 장소
로 사용되었는데, 아고라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집결지'(Gathering Place)이다1).
이 아고라에는 ‘대화와 토론의 마당’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에 광장은 한 마디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질적 집단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광장’은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해 도시 가운데 조성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탁 트여진 ‘열린
공간’이며, 정치적 목적을 지닌 집회든 무엇을 축하하기 위한 경축행사, 그리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편안함
과 쉼을 주는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유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광장에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들에게 ‘메세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광장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주
로 각종 전시와 행사, 이벤트 등이 열리는 ‘문화예술공간’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광장이 갖는 현대적 의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를 살아가는 바쁜 현대인들은 늘
불안과 초조 속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각종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광장은 이러한 시민들의 삶의
중심으로서 한 도시의 물리적인 중심이나 상징적 혹은 중요한 장소에 위치함으로써 인간 개개인의 삶에 활력
과 생기를 제공해주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준다. 둘째, 시민들은 광장에서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
을 하며, 그 안에서 다른 시민들과 서로 만나 정보를 교류하기도 하고, 공공적 담론을 펼치기도 한다.

2) 광장문화의 특징
광장문화는 대중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되며 대중들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요구와 욕구를 통해 발전한다. 또
한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광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와 희망만
있다면 누구든지 광장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 광장은 그래서 수 없이 많은 다
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일정한 형식이나 매개를 통해 서로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광장문화의 특성
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장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광장은 ‘도심 속 공공의 장소’로서, 시민들의 사교와 레져활동 및 교육
의 장이면서 외지에서 온 관광객의 관광명소이자 쉼터가 된다. 광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문화 활동은 일률적으
로 대중들에게 공개된다. 이러한 광장의 공공성은 광장문화가 반드시 대중화의 길로 가게 하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비록 수준이 아무리 높은 문화공연이라도 반드시 광장의 주체인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것
인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광장의 공공성으로 인해 광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의 주체는 대중이어야
하며, 대중성이 결여된, 그리고 대중들이 참여하지 않는 광장문화는 성립될 수 없다.
둘째는 포용성이다. 광장은 한 마디로 벽과 지붕이 없는 노천무대이다. 광장문화 활동에는 어느 누구를 막
론하고 그 지역 출신이든 아니든 모두 광장에 모여 광장문화의 주체로서 이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즉, 대중
들은 광장문화의 주체이자 관람객(객체)이 될 수 있는데, 신분과 지위의 구별 없이 사람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 어느 것에도 구속됨 없이 자율적으로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셋째는 자발성이다.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이전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레져 및 오락생활을 즐기게 되었으며, 신체단련을 위해 더욱 많은 시간을 투
자하여 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환경과 인식의 변화로 인해
대도시 뿐 아니라 중, 소도시에까지 더욱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취미와 흥미, 그리고 욕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활동조직을 만들어 참여하게 되고, 활동의 성격이나 특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어떤 특별
한 운영규칙이나 경비, 그리고 책임자나 관리자 없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
1) 역사용어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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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광장’과 광장문화의 특징
1) 중국 광장 조성의 배경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경제 기초의 제한과 미확립으로 인해 광장의 건축에서부터 구체적인 문화 활동
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단조로움을 면할 수 없어서 광장은 대부분 집회나 경축행사 등 정치적 색채가 짙은 활
동 위주로 사용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 후 중국의 광장은 대부분 오랜 세월 동안 일 년 중 특정한 날
에 특정한 계층만이 참여하는 정치적인 기념식이나 행사를 거행하는 곳으로 국한되어 사용되다가 80년대 개
혁, 개방 이후, 특별히 90년대에 들어서 중국정부가 물질문명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
루어져 전에 없던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와 정부가 정신문명의 재건을 중시하게 되어 각종
문화예술 활동 등이 점차 발전하게 된다.
1997년 이 후 지방정부는 경제건설과 함께 정신문명 또한 중시하여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이른바
“两手抓,两手都要硬”의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막대한 경비를 지출하여 각 도시의 특색에 맞는 문화광장을
조성하게 된다. 이 때 지방정부는 교통이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내 중심지에 이 문
화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활동을 즐길만한 공공장소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이 공간에서 특색
있는 각종 문화 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중국의 광장도 시민문화와 도시문화 형
성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1).

2) 현대 중국 광장문화의 특징 : ‘문화광장’으로 변모
일반적으로 한 도시의 특성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취향, 문화적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위
한 공간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고 전시활동이 얼마나 자주 진행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밖
에도 도시 안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도시의 랜드마크와 함께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
는 곳이 바로 ‘광장’이다. 이 ‘광장’을 통해 도시의 문화수준과 거주민의 가치관 등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 광장은 그야말로 그 도시의 모든 면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의 도심 속 크고 작은 거주 지역에는 그 거주지를 대표하는 광장 내지는 공원이 있다. 이곳에서 중국
인들은 이웃 주민들과 함께 즐겁게 ‘광장춤’을 추거나 ‘태극권’을 연마하며 양생의 도를 실천하는 특색 있는
중국의 ‘문화광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중국은 바야흐로 ‘溫飽’사회, 즉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회적 단계
를 지나 전면적 ‘小康’사회에 진입해가고 있다고 한다2). 다시 말해서 중국은 현재 생존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서 벗어나 어떻게 생존하느냐를 더욱 중시하는 이른바 ‘Well-being’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Wellbeing’과 ‘養生’은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중국인들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천수를 다하기 위해,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탁 트인 널찍한 공간인 ‘광장’에서 심신을 단련하며 건강한 삶을 추구함과 동시에 이웃
과 서로 교류하면서 즐거움을 얻기에 노력한다. ‘광장’은 바로 중국인에게 있어서 쉼터이자 재생산의 공간이
며, 새로운 문화를 배태하는 곳이다.
중국은 전통 체육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심신수양을 특징으로 하는 신체활동 등이 주를 이루게 됨에 따
라 ‘강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연마(剛柔相濟)’하고 ‘정신과 육체를 모두 중시(神形合一)’하는 관념을 통해 자연
과의 화합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정신적으로 가장 높은 경지에 다다르는 것을 매우 중시하는 관념이 형성되
1) 王希, 浅论邓小平“两手抓,两手都要硬”思想 , 辽宁师专学报(社会科学版), 2006. 6期
2) 중국공산당 16차 전국대표대회의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20년까지 소강사회를 전면적으
로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신국면을 창조해 나가자고 천명한 바 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제19차 전
국인민대표회의 폐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이른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다시 한 번 전면적
샤오캉사회 실현과 중화민족 부흥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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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그래서 광장은 도시 안에서(城市), 거주지(社區)내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없어서는 알 될 중요한 장소로서 사람들의 심신을 단련시켜 건강함을 제공해주는 공간인 것이다. 특별히
일과를 마친 오후나 휴일에는 이 광장을 중심으로 신체단련을 위한 각종 활동 등이 진행되는데, 이 가운데 대
표적인 것들이 바로 광장춤, 태극권, 건강달리기 등이다. 이는 중국인들이 양생의 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
는 관념 속에서 생겨난 중국만의 독특한 광장문화인 것이다.

3) 중국 광장문화의 내용 : ‘養生之道’ 실천의 장
(1) 중국 역대 양생에 대한 관념과 이해
① 儒家의 養生觀
유가의 양생관은 유가의 도덕철학을 그대로 반영하여 유가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과 양생에 대한 인식을 그
대로 드러내고 있다. 즉, 유가의 양생법은 공자와 맹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덕성을
중심으로 수양과 수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맹자는 ‘사람의 본성은 본디 착하다’는 性善說을 제시하여
‘인간의 마음에 내재하는 도덕성을 수행을 통해 발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천명하면서 사람과 사회를
핵심으로 하여 예로써 마음을 다스리고 심신의 수양과 사회적 실천을 중시한다. 유가의 양생관은 한 마디로
修養과 修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② 道家의 養生觀
도가사상의 창시자인 老子는 사실 ‘養生’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장자가 제시한 양생사상과
일맥상통하는데, 그것을 바로 無爲, 無慾, 無執이다. 노자의 양생관은 장자와 마찬가지로 후대 道敎에서 추구
하려는 ‘不老長生’을 위한 健康術 혹은 鍊丹法과는 다른 현실 생활 속에서 삶을 잘 다스리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신적인 해탈을 추구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3). 즉, 세상의 가치를 부
정하며 그 논리로부터 자유롭고(無爲), 만물과 다투지 않으며(不爭),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 처하려고 노력(守
弱)하면 道에 이를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양생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도가 양생론
의 핵심은 결국 외적인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내적인 것, 즉 ‘養性’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도가사상은 양생법과 한의학의 이론을 정립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노자가 제시한 ‘淸淨無
爲(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순리에 따른다)’, ‘返朴歸眞(예전의 순박함으로 돌아가 참된 것을 회복함)’과 장자가
제시한 ‘恬淡虚无(마음에 사사로움을 없애 공허함을 유지함)’，‘任其自然(자연스러움에 순응함)’ 등은 모두 지
극히 자연스러움을 중시한다. 자연을 숭상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바로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러한 행위야 말로 가장 이상적인 레져활동인 셈이다. 도가는 다만 순수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자연을 가까이하고 산수와 친근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곧 자연으
로 돌아가는 것, 즉 ‘反樸歸眞’ 하는 것이다. 이렇듯 자연을 벗하며 자신을 힐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생을
위한 활동의 핵심인 것이다. 자연과 함께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켜 충분히 쉼을 얻는 것은 결국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신체를 자연의 상태로 돌려 일의 스트레스 부담을 덜고 체력과 정신력을 회복시키는 일종의 ‘레져활
동’과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道敎의 養生觀
이와 같은 양생관은 후에 도교의 양생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어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생명
을 연장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신선이 되어 불로장생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도교의 양생관은 음양오행
이론체계 아래 양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몸과 마음을 고요한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생각을
몸의 한 곳으로 집중하는 ‘守一’, 도교의 수련방법으로 좋은 공기는 들이마시고 나쁜 기는 밖으로 내버리는
3) 全明鎔, <노장 양생론 비교 연구>, 강남대학논문집. 제2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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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氣’, 호흡법과 신체 단련법이 결합된 것으로 정좌, 마찰, 호흡으로 온 몸의 근육과 관절을 조절하여 병을 다
스리는 ‘導引’, 몸에 좋은 약초나 환약을 제조하여 섭취하는 ‘服食’, 무념무상의 세계로 들어가 정신을 맑게 하
는 ‘存思, 정신과 정서 등 심리적 활동 등을 조절하여 몸을 건강하게 하는 ’調攝, 몸에 좋은 약을 직접 조제하
는 ‘內丹’ 등이 있다4). 이와 같이 도교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이면서 적극적인 양생법을 제시하
고 있는데, 대부분 개인의 苦練을 해야만 비로소 다다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중국의 전통 양생사상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는 중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양생의 도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이 양생을 생활상에서 실천하려는 많은 시
도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양생관은 현대에 이르러 문명이 진보하고 사회가 발전
함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 이전 보다 더욱 다양하고 강렬해진 삶에 대한 애착과 욕구로 말미암아 신체의 건강
뿐만 아니라 주위환경 및 사회적 여건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건강까지도 중요시하게 된다. 즉,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생활방식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점차 자신에게 주어진 천수를 다하려는 전통
적 양생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 애착을 갖고 문화생활을 중시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심신이 건
강하고 여유로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여가생활을 하며 인생을 즐기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5).
이에 따라 오로지 심신의 단련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면서 수행하는 듯한 전통적인 양생법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양생법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문화적 연원과 함께 유희성, 오락성, 사
교성, 예술성을 두루 갖춘 ‘레져’ 혹은 ‘여가’ 활동의 한 일환으로 변모되어갔다. 그리하여 일차적으로 심신을
단련시켜 건강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전의 苦練이나 수행을 통한 양생은 취미활동 내지는 여가생활로서
자발적으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양생법으로 변모되었고, 중국의 광장은 이런 ‘養生之道’를 실천하는 가장 이
상적인 장소가 되었다.

(2) 중국 광장문화의 내용 : 중국인의 ‘養生之道’ 실천의 장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활이 매우 바쁘고 생활리듬도 매우 빨라 숨 돌릴 여유도 없는데, 중국도 예외
는 아니다. 특히 개혁, 개방 이 후 경제적으로 보다 풍족해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이른바 ‘Well-being’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Wellbeing’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문화적으로 두드러진 현상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인들도 전통적인 양생방법을 토대
로 오락성과 대중성을 가미시켜 양생을 레져 활동의 일환인 운동의 개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하
여 중국인들은 현대병을 다스리고 이웃들과 함께 즐거움을 얻기 위해 광장에서 아래와 같은 심신단련활동을
진행한다.
① 廣場舞
광장춤은 현재 중국에서 모든 연령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생활방식이자 신체단련활동이며, 중국의
광장문화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광장춤은 대략적으로 개혁, 개방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1980년대 후반
부터 서서히 유행하기 시작한 일종의 체조댄스로서, 도심 속 대표광장이나 거주 지역 내 혹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광장’에서 이른바 ‘大媽(아줌마)’라 불리는 중, 노년층 부녀자들이 함께 모여 흥겨운 곡조에 맞춰 춤을
추면서 시작되었다. 현재는 도시로, 기관으로, 학교로, 그리고 농촌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 지역에서 광장춤을
추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보급되었다.
광장춤은 광장에서 진행되는 신체단련운동이기에 운동과 건강, 특히 중국인들 특유의 양생에 관심이 있는
4) 孙慧，倪依克， 传统养生文化与现代休闲理念的契合 , 体育文化导刊，2007.1
5) ‘여가’란 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자유 시간에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
위의 자기 표현성, 부담 없는 즐거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 활동, 인간의 보편적 현상이며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특정한 생활양식이다. (김옥, 중국 중간계층의 여가 현황 , 韓中言語文化硏究, 제35집, 2014. 6, 4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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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층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며, 중국 정부 또한 광장춤을 통해 사람들이 건전하게 모여
스트레스를 풀고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적극 장려하며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꼭 필요한 문화 활동의 양
식이라 생각하고 있다. 통계 숫자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각지에서 광장춤을 추는 사람들이 대략 3억 명 이상이
될 것이며, 그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여 1~2년 내에 5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6). 광장춤이 성행하
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 몇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광장춤은 습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광장춤은 한 사람의 숙련된 리더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
이 통일되고 절제된 동작으로 춤을 추는 군무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초보자들이 처음부터 기존 광장춤 무리
속에 쉽게 융화되어 일원이 되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다. 그러나 광장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목표는 특별한 기
술이나 일정한 격식이 없는 비교적 자유롭고 자발적인 레져활동이기 때문에 동작의 통일성이나 숙련도와는
상관없이 대중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광장춤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다. 광장춤의 또 다른 특징은 운동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거
의 없다는 것인데, 단지 시간적, 심적 여유와 함께 즐겁게 참여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좋은 운동효
과와 신체단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요즘 들어 광장춤이 아무래도 중, 노년층을 중심으로 가히 폭발적인 반
응을 보이는 가운데 광장춤 관련 각종 경연대회나 발표회 등이 열리기 때문에 거주 지역 내 주민들도 이전보
다는 조금 더 조직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광장춤을 추기 위해 유니폼을 맞추거나 흰 장갑 혹은 부채 등의
소품을 이용하기도 한다.
셋째, 지역사회 내 조화를 모색하는 장이 된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비슷한 연령층이 함께 모여 신나는 음
악을 들으면서 열심히 춤을 따라 함으로써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나이가
듦에 따라 소원해진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계층이 통일된
유니폼을 입고 동일한 춤사위를 반복함으로써 평상시에 느끼는 빈부격차나 지위고하에 따른 위화감이나 갈등
을 완화시키고 시민들에게 동질성을 갖게 하여 한 마디로 조화로운 사회건설에 이바지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광장춤은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신체단련의 효과와 함께 사교의 장을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실외활동으로서 개인 뿐 아니라 지역 사회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지역 사회 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광장춤은 주로 중, 노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활동이며,
광장춤을 추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공원이나 광장 등 비교적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광장
춤을 추는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광장춤을 추지 않고 다른 종류의 신체단련활동을 하거나 쉼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과의 적절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 광장춤을 반대하거나 혐오하는 사람들은 광장춤 그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광장춤을 즐기지 않는 주민들의 또 다른 활동을 위한 공간을 빼앗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입
장이다. 또한 광장춤의 필수 아이템 중의 하나가 바로 리듬감 있는 비교적 빠른 풍의 음악인데, 광장춤을 추
는 시간대를 잘 선택하여 다른 주민들의 휴식이나 취미활동,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 관련기관의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광장춤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취미활동이기 때
문에 운영규칙이나 제도 등이 미비되어 있을 수 있다. 지역사회 내 서로 다른 조직이나 집단 간에 충돌이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중재할 방법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광장춤이 지역사회 발
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역 내 정부기관의 관리와 감독, 그리고 중재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이다.
셋째, 참여자 확대유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 구축을 모색한다. 중국에서 진행되는 광장춤 참여자의 대부분
이 중, 노년층으로 국한되어 있고 젊은층은 별반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는 광장춤이 노년층만이 즐기는 오락행
위라 혐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중국의 젊은층은 해외에 나가서까지 촌스러운 옷을 입고 시끄럽게 음악을
틀며 광장춤을 추는 노년층들을 꼴불견이라면서 매우 혐오스럽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광장춤의
춤의 형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광장춤의 많은 순기능을 고려해보았을 때, 현재 중국에서, 혹은 세계적으
6) 中国新闻网，201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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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행하는 춤과 노래들, 가령 K-pop이나 미국과 유럽의 음악들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춤의 형식을 좀 더 세
련되게 만든다면 청소년층까지도 광장춤의 대열에 합류하여 중국의 광장문화를 좀 더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
라 더 나아가 광장춤을 통해 중국정부가 추구하려는 조화로운 사회 구축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넷째, 광장춤의 전문화, 체계화를 통해 중국문화를 선양한다. 광장춤이 비록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레져활동
의 한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를 좀 더 범국민적인 심신단련활동, 즉 양생의 도를 실천하는 명실상부한 체
력증진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 속에서 광장춤의 규범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
요가 있다. 즉, 광장춤의 리더 혹은 지도자의 경우 현재까지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는 중년 여성이 대부분
이다. 이들에게 좀 더 신체를 단련하고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기초지식과 이를 적용한 보다 전문화된 동작을
가르쳐 보급하게 하는 것이다. 광장춤에서 사용되는 동작이 때론 너무 과격하거나 어려워 오히려 건강의 이상
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광장춤의 동작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 이를 선
전하며 전국규모의 행사에 정식으로 광장춤을 추게 한다면 중국 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한 일환으로 광장춤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② 太極拳
태극권은 중국을 대표하는 정신문화유산의 하나로서, 중국 전통의 유가와 도가 철학 가운데 태극과 음양의
이치를 핵심사상으로 하여 성정을 도야하고, 신체를 단련하며, 상대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여러 기능을 가지는
중국의 전통무술이다. 1949년 중국체육위원회는 태극권을 신체를 단련시키는 체조운동과 공연, 그리고 시합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개혁, 개방 이 후 중국경제의 발전과 중국인들의 신체단련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증대
됨에 따라 태극권도 무술로서가 아닌 일반 대중들이 매우 좋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의 하나로 발전되어
갔다.
수세기를 지나오면서 태극권은 무술로서 뿐만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고 신체를 단련하는 운동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태극권은 관절과 근율발달을 돕고,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며, 기백을 증강시켜 준
다. 그리고 신체의 오장육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경맥의 순환을 순조롭게 해주며, 혈압을 조절하고 정신을
진작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몸과 환경과의 균형을 조절하고 혈색을 좋게 하며 신체기능도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청소년이하기에 매우 적합한 운동이라 할 뿐만 아니라 중년과 노년층, 그리고 여성과 몸이 약하고 평
소 병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좋은 효과가 있다.
이 태극권은 많은 기능을 가진 심신단련운동으로서,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다변화, 그리고 이에 따라 생활
리듬이 나날이 빨라져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느림’과 ‘부드러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심신을 단련시켜
더욱 오래살수 있도록 태극권이야말로 최상의 운동이자 양생의 도를 실천하는 방법일 것이다.
③ 健步走
‘걷기’는 인류역사상 가장 보편적인 신체활동으로 가장 안전하고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투자 없이도 마음
만 먹으면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양생운동의 하나다. 따라서 특별히 운동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운동신경이 발달되지 않은 노약자나 어린아이, 임산부조차도 할 수 있고, 유산소운동이기 때문에 체중과 체지
방을 감소시켜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과 탁월한 운동효과를 바
탕으로 중국에서는 현재 이른바 ‘健步走’라는 걷기운동이 광장에서 성행하고 있다.
‘健步走’는 중국국가체육총국이 2005년 이 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 적당한 신체단련활동’으로, ‘매일 건강걷기운동을 실시하여 하루에 일 만보 걷기’
구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신체단련활동이다7). 현재 중국은 공유경제개념의 활성화로 인해 ‘最后1公里
'라는 구호와 함께 대중교통 수단이 미치지 않는 1킬로미터 내의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자전거 공유사업이 성행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라 할 수 있는 걷기
조차도 하지 않는 심각한 운동부족상황에 직면해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健步走’는 중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운
7) http://www.sport.gov.cn/n16/n1077/n297454/70477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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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라고 할 수 있다.
‘健步走’는 한 마디로 ‘건강을 위한 빨리 걷기운동’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걷기운동에 오락적 재
미를 더해 사람들의 운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실질적으로 운동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 걷기
운동은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는데, 진행속도와 운동량은 대략적으로 산책과 경보
사이이며, 뛰는 조깅과 달리 무릎 등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걷는 것을 주로 하는 활동이다. 2013년 8월
국가체육부가 발표한 20세에서 69세까지의 사람들이 하는 신체단련활동에 관한 전수조사에서 ‘건강을 위한 빨
리 걷기운동(40%)’과 ‘조깅(13.9%)’이 중국의 국기로서 전 국민이 모두 선호하는 탁구나 배드민턴과 농구, 축
구 등 구기류 운동보다 훨씬 보편적인 신체단련운동으로 조사된 바 있다8). 이것으로 볼 때, 이 운동은 일반적
으로 가장 손쉽게 시작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운동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서 중국인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는 체력단련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④ 打响鞭
광장에서 행해지는 많은 신체단련활동 가운데 가장 특이할 만한 것이 바로 무협영화에서 대인 살상무기로
자주 등장할 법한 ‘打响鞭’이다. 打响鞭은 중국 하남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운동으로서, 이 운동은 진
행 도중에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어 시계확보가 어려워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저녁시간 보다는 주로 아침이
나 낮에 광장에서 진행된다. 打响鞭은 일종의 전신운동으로서 유산소 운동이며 비교적 적은 힘으로도 신체를
단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운동은 근육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으며, 특히 어깨 부위의 움직임
이 많이 요구되기에 그 주위의 근육운동에 효과가 있어 견주염과 척추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어떻
게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즉 어떤 재료로 채찍을 만드느냐에 따라 ‘麒麟鞭’과 ‘响鞭’으로 나뉘는데, 麒麟鞭은
손잡이에 쇠사슬을 연결하여 만들고 响鞭은 얇은 나이론 끈을 사용하여 만든다.
⑤ 踢毽子
저녁 무렵 도심 속 내지는 거주 지역 내 광장에 가면 중국인들이 삼삼오오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서 있으
면서 구령을 붙여가며 무엇인가를 열심히 차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식 제기차기(踢毽子)이
다. 제기차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해왔던 민속놀이로서, 제기를 가지고 발로 차서 떨어뜨리지 않고
많이 차기를 겨루는 아이들 놀이다. 중국식 제기차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간에서
유행한 민속놀이이자 전통체육활동의 하나로서, 동전을 헝겊으로 감싸고 실로 묶은 다음 늘어진 천 부분을 여
러 갈래로 잘라 만든 한국의 것과는 달리 기러기 깃털과 닭털을 사용하여 만드는데, 제기차기를 하면 재미있
는 것을 물론이고 신체를 단련시켜 양생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운동이다.
중국식 제기차기는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 제기를 제어하여 공중에서 받기, 떨어뜨리기, 건네주기, 차기
등의 각종 동작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제기를 떨어뜨려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제기를 잘 차려면 순간반응능력이 좋아야 하며, 타이밍도 잘 맞춰야 하고, 동작도 그 만큼 민첩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기차기는 사람들의 반응능력과 동작의 균형능력을 제고시키는데 매우 유리한 운동이다. 이
렇듯 제기차기는 심신건강을 단련시키는데 많은 장점이 있다9).
제기차기는 매우 쉽게 도구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막론하
고 모두가 할 수 있으며, 특별히 운동할 시간이 없는 경우 남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할 수도 있다. 그렇
지만 중, 장년층의 경우 반응속도가 느리고, 신체균형 감각이 젊은 사람만 같지 못하며, 잘못하다가는 허리와
척추에도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⑥ 跳绳
줄넘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줄을 돌리면서 각종
줄을 넘은 동작을 반복하는 놀이이기도 하다. 이 줄넘기는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즐겨 해왔던 놀이의 하나로,
8) 姚敏, 中国消费者报, 2013. 10. 21
9) 踢毽子---永不过时的健身术 ，民族医药报，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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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10). 즉, 跳绳은 당나라 때에는 ‘透索’라고 했고，송나라 때에
는 ‘跳索’，명나라 때에는 ‘跳百索’, “跳白索”、“跳马索”라고 불렀다. 청 말엽에 이르러서야 현재의 명칭인 ‘跳
绳’이라고 불렀다11). 줄넘기는 중국에 있어서 아주 오래된 한족의 민속놀이로 남송 이 후 부터는 명절이나 특
별한 절기 때에 모든 사람들이 즐겼다고 한다.
중국에서도 줄넘기의 인기는 매우 높으며, 상급학교 진학 시 체력테스트에도 줄넘기 항목이 있을 정도로
체육활동에 있어서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다. 중국의 줄넘기도 광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신체단련활동중의 하
나로서, 매우 특이한 것은 주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수십 명씩 그룹을 지어 대오를 맞추며 한 리더를 따
라 집단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주로 청소년들의 수업이 끝나는 오후 5시 이 후 부터 저녁 9시까지 진행되
는데, 광장춤이나 다른 운동들처럼 줄넘기 역시 경쾌한 음악을 틀고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단순하
게 줄넘기를 하면 재미도 없고 쉽게 지칠 수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전문적으로 줄넘기를 잘 하는 사
람의 지도를 받으면서 진행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이와 같이 줄넘기를 할 때 음악이 더해지고 다양한 춤
이 곁들여진 이른바 ‘花样跳绳’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놀이이자 운동이 되었다. 중국의 경우 경제가 발전
하고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중국 사람들의 생활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건강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
었고, 생활의 여유가 많아져 즐길거리가 필요한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줄넘기는 여가생활이자 레져활동의 일환
으로서 쉽게 배울 수 있고, 시작비용도 그리 높지 않으며 운동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전 국민이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⑦ 秧歌
秧歌는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하던 민간 가무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10여 명에서 100여
명까지 단체로 춤을 추는데, 징이나 북의 반주에 맞춰 한 손에는 손수건이나 부채를 들고 추는 춤으로 여러
가지 대형으로 변화하면서 멋지고 통일된 모습을 연출한다. 원래는 중국 화북 농촌 지방에서 오랜 시간 몸을
구부려 모내기를 할 때 오는 고통을 잊기 위해 부르던 노래였으나, 현재는 징과 북으로 반주하면서 포크 댄스
와 같이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농부들이 추었던 춤이라 역사고사나 신화전설, 그리고 풍년을
기원하고 액막이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으며, 각종 민간 무술과 무용 등도 녹아들어 있어 다양한 형태로 구현
된다. 이 모내기춤은 주로 중국의 명절이나 노동절 혹은 국경절 행사에 연출되는데, 평상시 광장에서는 특별
한 행사 때와는 달리 간편한 복장을 하고 삼삼오오 모여 음악에 맞춰 대오를 이루며 양손을 허리에 교차시키
면서 진행된다.

4. 맺음말 : 중국 광장문화의 가치와 의의
한 나라 혹은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곳에 조성된 광장을 가보라는 말이 있다. 광장은 기본적으로 도
시 가운데 주로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시민들이나 그 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광장을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광장에는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자신
들이 원하는 활동을 진행하거나 자발적으로 여러 활동에 참가하여 즐거움과 건강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듯
공공성과 포용성, 그리고 자발성이라는 특성을 지닌 광장은 국가를, 그리고 도시를 대표하는 얼굴이며, 광장문
화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려는 가치관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광장과 광장문화는
중국과 중국인, 그리고 중국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광장문화는 민족적 성격이 짙은 민간예술과 전통체육활동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장대다리걷기(高
蹺)와 북방지역 농촌지역에서 시작된 한족의 전통 민속춤인 大秧歌 등과 집체 민간춤과 함께 어우러져 민속
10) https://baike.baidu.com/
11) 北齐书ㆍ幼主记에 줄넘기 놀이에 대해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양손에 줄을 잡고 땅을 쓸며 하늘 위로 뛰어올랐다.
(游童戏者好以两手执绳，拂地而却上挑)”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중국에 줄넘기라는 유희가 北齊시기에
이미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53

ㆍ

東亞大學校 孔子學院 大韓中國學會

2017年度 秋季 國際學術大會 (2017.11.25.)

활동의 범주에 속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동안 도시 광장의 기능이 체제를 선전하고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한되어 대형집회나 기념활동, 경축행사 등이 개최되었기에 문화적인 요소가 극히 제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개혁, 개방의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면서 특별히 90년대 이 후 생활환경의 개선과 부유함,
그리고 이로부터 생겨나는 중국인들의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와 의식의 성숙에 따라 대형광장 뿐만 아
니라 도심 속 광장, 그리고 거주지 내 광장에서 각종 문화 활동이 진행되었고, 예로부터 양생을 중시하는 중
국인들은 특별히 광장에서 广场舞, 太极拳, 健步走, 打响鞭, 踢毽子, 秧歌，跳绳등과 같은 다양한 심신단련활동
을 통해 양생의 도를 실천함으로써 중국의 광장은 또 한 번 변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광장문화는 이른바 ‘레
져활동’과 ‘여가생활’의 개념으로 이전보다 그 내용과 형식이 훨씬 풍부해져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 광장문화 활동의 위상 또한 빠르게 제고되어 도시문화를 선도하
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광장은 중국의 도시문화와 지역적 특성, 그리고 이를 만들어내고 향유하는 중국인들의
삶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인 것이다. 이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광장은 중국문화와 중국인의
생활습관을 이해하는 중요한 장소일 뿐 아니라 그곳에서 진행되는 각종 놀이와 행사, 그리고 양생의 도를 실
천하며 심신단련을 위한 활동들로 말미암아 중국의 광장은 과거 ‘정치광장’에서 ‘문화광장’으로, 그리고 또 다
시 ‘양생광장’으로 탈바꿈되면서 중국인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고, 더 나아가 광장
에서 조성되는 다양한 문화를 통해 많은 외국인들도 중국을, 중국문화를 새롭게 이해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광장을 통한 중국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소통, 그리고 유연한 사
고방식의 배양으로 인해 전체 중국문화의 다양화, 시민의식의 성숙, 그리고 더 좋은 삶의 형태를 지향하려는
중국정부의 인식에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독특한 사회주의 시스템 속에서
각 계층 간의 조화를 모색하고 화해의 사회,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
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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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의 고찰
강경구 *ㆍ김경아**1)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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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은 중국식 사회주의와 중국식 종교라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그것은
사회주의 중국의 종교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물론, 종교의 사회주의화와 중국화 지향을 가장 여실하게 담아가
고 있는 현재진행형1)의 정책기조를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하다.
그것은 鄧小平의 창안인 중국특색사회주의로부터 출발한다. 제12차 당대회 이후 중국공산당은 중국사회의
주요모순이 계급 간 모순에서 물질문화에 대한 인민의 커가는 요구와 중국사회의 낙후한 생산 사이의 모순으
로 전환되었다고 선언한다. 그리하여 국가의 제1과제를 생산력 발전에 두고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일련의 현
실적 과제와 방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중국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80년대)→중국
특색 있는 사회주의〔有中國特色社會主義〕(90년대)→중국특색사회주의〔中國特色社會主義〕(2000년대)로 그
표현이 명사화되는 길을 밟아왔다. 임시의 특수한 상황임을 강조하는 표현에서 중국의 고유한 사상을 가리키
는 말로 정착화되는 과정을 겪었다는 말이다.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은 이러한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종교버전으로서 2016년 4월 全國宗敎工作會議에
서 習近平에 의해 그것을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공식으로 제기된다. 물론 그것은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에 대한 경험을 총괄한 것으로서 시진핑의 창안은 아니다2). 이미 ‘社會主義的宗教論’3), ‘中國化的馬克
思主義宗教觀’4)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가 제시되어 그에 관련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고, 중국특색사
회주의 종교이론이라는 용어만 해도 2000년대 초중반에 이미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 동의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kkkang@deu.ac.kr)
** 동의대학교 디그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 연구원 (shun7ziran@deu.ac.kr)
1) 그것은 개방체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되며 완성형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陳宗榮, 中國特色社會主義
宗教理論堅持和發展 , 中國宗教, p.21.
2) 오히려 王作安은 이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을 창안한 공이 덩샤오핑에 있다고 정리하기도 하였다. 王作安, 鄧小
平對中國特色社會主義宗教理論的開創之功 , 中國宗教, 2014. 09.
3) 社會主義的宗敎論은 2003년에 적극적으로 제기된 용어이다. 國家宗敎局의 국장이었던 葉小文의 社會主義的宗教論 이 2
003년 1월에 발표된 뒤 2003년-2004년 사이에 관련논문이 집중적으로 발표된다. 논문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2003년
집중발표된 이후 새로운 논문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국가종교국의 기획에 의한 연구였음을 알 수 있다. 사
회주의적종교론은 냉전종식 이후의 급격한 국제관계의 변화와도 관련이 깊다.
4) 중국화된 마르크스주의 종교관〔中國化的馬克思主義宗教觀〕이라는 용어는 2005년경부터 나타나 2016년 최근까지 자
주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 2007년 발표된 何虎生의 中國化的馬克思主義宗教觀研究 등 수십 편의 관련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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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문이 보이고,5) 2005년 이 명칭과 덩샤오핑 이론의 상관관계를 논하는 何玲의 글6)도 보인다.
그러므로 여러 측면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은 덩샤오핑에게서 시작된 중국특색사회주의 이론체계
의 일부7)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다만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은 종교에 관한 기왕의 논의를 적극
수용하며 부단히 그 내포와 외연을 확장해가는 과정에 있다.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의 교과서에 해당하는 中國特色社會主義宗教
理論學習讀本8)이 출판될 즈음의 일이다. 2010년 국가종교사무국에서 집필진을 구성하여 이 책의 집필을 시
작할 당시 최초의 제목은 馬克思主義宗教觀幹部讀本이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치면서 2011년 책
의 제목을 현재와 같이 조정하였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의 1차 완성본을 전달받은
입장에서 이를 견지하고 발전시킬 새로운 책무를 제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된 정책적ㆍ학문적 논의
가 시진핑 이후에 특히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종교인구의 증가, 종교인
구성의 변화, 종교간 균형의 변화, 종교와 관련된 외국과의 관계 변화, 종교로 인한 내외 모순의 다변화 등 새
로운 상황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시진핑은 2016년 4월 22일-23일, 양일간 개최된 전국종교
공작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胡志堅

새로운 상황 하에서 우리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을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의 종교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관철하되 우리나라 종교사업의 경향을 분석하고, 종교사업이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
제를 연구하여 종교사업의 수준을 전면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신앙인 대중들을 전국의 인민과
함께 결합시켜 두 개의 100년이라는 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9)

이러한 시진핑의 진단에 따라 국가종교사무국에서는 2017년 5월 16일-17일, 양일간 鄭州에서 전체 종교부
서와 종교계, 그리고 학계를 망라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의 종교사무 책임자와 종교단체 대표자는 물론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인민대학 등의 전문가들 함께 한 전국규모의 토론회였다. 이 토론회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이 국가종교사무의 기본정신으로 확립되었음을 알리는 지표가 된다.
중국의 공식적 표현과 같이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은 마르크스주의 종교관에 바탕하여 당면한 현실문
제에 대응한 중국적 실천의 결과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론의 핵심은 마르크스주의 종교관으로서 종교의 장기
성과 대중성을 인정하는데 있다.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은 이를 핵심으로 하여 다양하게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 영역을 확충하여 왔다. 이론의 창안주체들은 이것을 원칙의 견지와 실사
구시적 실천이 통일된 결과물이라 자평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현실문제에 대응하여 어떠한 이론이 창안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흥미로운 일에 속한다. 본고에서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의 형성과정과
내용적 특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것의 지향점을 살펴보고, 그 예측되는 결과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5) 胡志堅, 中國特色社會主義宗教理論初探 , 新疆社科論壇第1期, 2004. 02.
6) 何玲, 鄧小平理論在中國特色社會主義宗教理論中的地位及其影響 , 青海社會科學, 2005.05.
7) 중국특색사회주의 이론체계라는 용어는 공산당 제17차 대회(2017)에서 제시되었다. 龔學增은 이것이 중국공산당의 실
천적 성과의 총합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정리한다.〔把黨在改革開放以來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實踐中形成的馬克思主義創
新理論成果,即鄧小平理論、“三個代表”重要思想以及科學發展觀等重大戰略思想整合爲一個統一整體, 統稱爲“中國特色社會
主義理論體系〕. 이에 대해서는 龔學增, 試論中國特色社會主義宗教理論體系 , 西南民族大學學報(總第 207期), 2008.1
1, p.144 참조.
8) 國家宗教事務局黨組理論學習中心組編著, 中國特色社會主義宗教理論學習讀本, 宗 教文化出版社, 2013.12.
9) 新形勢下，我們要堅持和發展中國特色社會主義宗教理論，全面貫徹黨的宗教工作基本方針，分析我國宗教工作形勢，研究
我國宗教工作面臨的新情況新問題，全面提高宗教工作水平，更好組織和凝聚廣大信教群衆同全國人民一道，爲實現“兩個一
百年”奮鬥目標、實現中華民族偉大複興的中國夢而奮鬥.習近平, 全面提高新形勢下宗教工作水平 (新華網, 2016.04.23.), htt
p://news.xinhuanet.com/politics/2016-04/23/c_111871654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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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형성의 역사적 과정
계급모순을 인류의 주요모순으로 규정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공산주의 사상에 있어서 종교는
불편한 의식형태였다. 종교가 피압박 민중의 탄식임에 분명하지만 항의와 저항의 길 대신 포기와 수용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해방운동의 동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종교가 인민의 아편〔마르크스〕, 정신
계의 싸구려 술〔레닌〕로 규정된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공산주의의 이상을 중국에 구현하고자
하였던 중국의 공산당 역시 종교를 계급소멸과 함께 소멸될 반동적 의식형태로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중국공
산당의 초기부터 종교의 자유는 계속 보장10)되었다. 마르크스사상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것이 인류와 시
말을 같이 하는 장기성을 갖는다는 점, 많은 대중을 포용해야 하는 통일전선의 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는 점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은 종교자체의 가치에 대한 인정이라기보다는 종교의 현실성과 정치
적 효용성에 대한 소극적인 용인에 가깝다.
그런데 이후 종교문제 처리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점차 소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차원
으로 종교를 인정하는 정도를 높혀 간다. 劉曉玉는 대체로 그것이 반동적 의식형태→사회역사문화 현상→인류
문명의 구성부분으로 인정해 나아가는 관점변화의 궤적을 그려왔다고 정리한다.
종교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의 공산당은 ……종교는 반동적 사회의식형태라는 판단으로부터 그것이
일종의 사회역사문화현상이라는 인식에 도달하였고, 결국 종교를 인류문명의 구성부분으로 인정하는 심화, 발전,
완성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왔다.11)

중국공산당의 종교에 대한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공
산당의 정권장악 초기에는 계급투쟁과 인민해방이 현실적 당면과제였고 또한 정치지향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종교는 반동적 의식형태로서 조만간 소멸될 관념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인위적 운동의 힘을 과신했던 문혁시
기에 종교는 강제적 소멸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종교를 반동적 사회의식형태로 규정하는 공산당의 이러한 관점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덩샤오핑의 경
제건설 제일주의의 원칙을 채택한 1978년 제11대 3중전회 이후의 일이다. 바로 중국특색사회주의가 기치를 내
건 시기로서 종교에 대해서도 덩샤오핑은 문혁의 극좌적 노선에 대한 철저한 비판의 기치를 내걸고 종교에
대한 일련의 온건한 지침을 수립한다. 특히 1982년 19호 문건은 종교가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종교에 대한 적극적 인정의 논리를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
을 요한다. 이 문건에서는 종교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사회역사현상으로서 종교신앙, 종교감정, 종교의식,
종교조직이 모두 실재하는 현상12)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종교가 고유의 원리에 따라 생성ㆍ변화ㆍ발전
하는 실제적 현상이라고 보는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종교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주의적
종교관의 혁신이라 할 만하다. 그래서 종교를 관념형태가 아니라 사회역사적 현상으로 본 이 19호 문건은 중
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의 출발에 해당한다. 이러한 종교관에 기초하여 19호 문건은 종교에 대한 인위적 소
10) 1931年11月5日，중화소비에트 제1차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된中華蘇維埃共和國憲法大綱제13조에 인민의 신앙자유를
보장하는 조항〔中國蘇維埃政權以保障工農勞苦民衆有真正的信教自由爲實際目的〕이 포함되었고, 1945년 중국공산당 제
7차전국대회에서 마오쩌둥은 정치보고論聯合政府를 통해 종교신앙의 자유〔根據信教自由的原則，中國解放區容許各
派宗教存在.不論基督教、天主教、回教、佛教及其他宗教，只要教徒們遵守人民政府法律，人民政府就給以保護.信教的和不
信教的各有他們的自由，不許加以強迫或歧視〕를 역설한다. 중국이 공산화된 뒤에는中華人民共和國憲法과 중국인민정
치협상회의의共同綱領에 종교신앙의 자유가 명기된다.
11) 對宗教是什麽的問題，我們黨經曆了從……判定宗教是一種反動的社會意識形態到認爲宗教是一種社會文化現象 直至肯定
宗教是人類文明組成部分這樣一個不斷深化、發展、完善的曆史過程. 劉曉玉, 中國特色社會主義宗教理論的新成果——十
八大以來習近平關于宗教問題系列講話精神解讀 , 黃河科技大學學報(2017.03.), p.44.
12) 宗教是人類社會發展一定階段的曆史現象，有它發生、發展和消亡的過程.宗教信仰，宗教感情，以及同這種信仰和感情相適
應的宗教儀式和宗教組織，都是社會的曆史的産物. 關于我國社會主義時期宗教問題的基本觀點和基本政策 (1982.03), http:
//www.wutaishanfojiao.com/content-54-15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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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운동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종교신앙의 자유를 재천명한다. 종교에 대한 소극적 용인에서 적극적 인정으로의
방향선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이라는 전체 여정에서 19호 문건은 특별
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학자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19
호 문건은 종교에 대한 통제와 보장이라는 모순된 두 가지 지향을 함께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특색사회주
의와 관점의 맥을 같이 한다. 그것은 행정명령이나 강제적 수단에 의한 소멸운동의 착오를 지적13)하고 있지
만 그와 동시에 종교에 대한 방임적 태도를 경고한다.14) 그리하여 전체 문건은 좌적ㆍ우적 편향을 함께 극복
하고자 하는 수사법으로 가득하게 된다.
1993년에는 ‘종교자유방침, 법치방침, 사회주의사회 적응방침’을 내용으로 하는 江澤民의 三句話15)가 제시된
다. 19호 문건이 종교의 시민권을 인정한 것이라면 장쩌민의 三句話는 종교가 시민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
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 원칙을 담고 있다. 이후 2002년 공산당 제16차 대회에서는 기존의 三句話에
‘독립ㆍ자주ㆍ자영의 원칙을 견지한다〔堅持獨立自主自辦的原則〕’는 구절이 추가된 四句話가 당의 종교정책
으로 제시되고, 2003년에는 이것을 종교사업에 대한 당의 기본방침으로 확정한다. 또한 문장의 논리성을 고려
하여 그 순서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확정된 방침으로 공표한다.
당의 종교신앙자유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한다. 법에 의거하여 종교사무를 관리한다. 독립ㆍ자주ㆍ자영의 원칙
을 견지한다. 종교를 적극 인도하여 사회주의사회에 적응하도록 한다.16)

사회주의사회 종교이론의 원칙과 방법론과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이 지침에서 특히 주목할 것
은 종교가 사회주의사회에 적응하도록 적극 인도한다는 마지막 항목이다. 종교자유정책과 법에 의거한 종교사
무의 관리는 결국 종교를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인도하는 방법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새로 추가된 독
립ㆍ자주ㆍ자영의 三自 원칙17) 역시 사회주의 중국사회에 종교가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
에 해당한다. 이것을 세 번째에 끼워 넣은 것은 종교의 사회주의사회 적응이라는 항목을 마지막으로 배치하여
그 전체적 목적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종교는 본질적으로 세속법과 국가적 경계를 뛰어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은 종교가 세속법과 국가경영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
하도록 적극 통제하고자 하는 원칙을 항상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종교에 대한 인정은 점차 공식적 표현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2007년 공산당 제17차 대회에서는 그
정치보고에 처음으로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종교에 대한 기본방침을 관철한 점, 종교계 인사와 신도들의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 점이 보고18)되었고, 수정된 당의 章程에도 동일한 내용19)
13) 那種認爲依靠行政命令或其他強制手段，可以一舉消滅宗教的想法和做法，更是背離馬克思主義關于宗教問題的基本觀點
的，是完全錯誤和非常有害的. 關于我國社會主義時期宗教問題的基本觀點和基本政策
14) 這就要求我們各級黨委，對宗教問題，一定要采取如列甯所指出的“特別慎重”、“十分嚴謹”和“周密考慮”的態度.誇大問題的
嚴重性和複雜性，張皇失措，是不對的；忽視實際問題的存在和複雜性，掉以輕心，聽之任之，也是不對的. 關于我國社會
主義時期宗教問題的基本觀點和基本政策
15) 1993年，江澤民同志在全國統戰工作會議上提出，在宗教問題上要強調三句話：一是全面、正確地貫徹執行黨的宗教政策，
二是依法加強對宗教事務的管理，三是積極引導宗教與社會主義社會相適應. 여기에 장쩌민은 다시 2001년 12월 전국종교
공작회의에서 자신의 三句話에 독립자주주영의 원칙 견지〔堅持獨立自主自原則〕라는 한 항목을 추가하여 四句話를
제시한다. 江澤民總書記關于宗教工作的“四句話 (中國共産黨新聞網, 2017.11.11.), http://cpc.people.com.cn/GB/64107/657
08/66067/66082/4468758.html?kgr
16) 全面貫徹黨的宗教信仰自由政策，依法管理宗教事務，堅持獨立自主自辦的原則，積極引導宗教與社會主義社會相適. 江澤
民總書記關于宗教工作的“四句話 (中國共産黨新聞網, 2017.11.11.), http://cpc.people.com.cn/GB/64107/65708/66067/66082/
4468758.html?kgr
17) 중국이 공산화된 뒤 교회에서는 自治, 自養, 自傳을 기치로 하는 三自 애국운동을 일으킨다. 四句話로 추가된 독립ㆍ
자주ㆍ자영의 원칙 역시 기본적으로 이 三自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三自에 대해서는 趙志恩, 三自愛國運動的神學意
義 , 天風(1996.09), 丁光訓, 三自愛國運動的發展和充實 , 天風(2000.01), 鄭汝铨, 三自愛國運動的回首與展望 (天風
(2000.04) 등을 참고할 만하다.
18) 全面貫徹黨的宗教工作基本方針，發揮宗教界人士和信教群衆在促進經濟社會發展中的積極作用. 胡錦濤, 胡錦濤, 高舉中
國特色社會主義偉大旗幟, 爲奪取全面建設小康社會新勝利而奮鬥——在中國共産黨第十七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中国共
产党新闻網,2007.12.05.), http://cpc.people.com.cn/GB/104019/104099/6429414.html 참조
19) 全面貫徹黨的宗教工作基本方針, 團結信教群衆爲經濟社會發展作貢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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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헌법에 종교자유의 원칙이 포함된 것20)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공산당 내부에서도
종교가 존재하는 사회적 현실성과 역할을 인정한다는 원칙이 수립되었음을 뜻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6년 4월 시진핑은 전국종교공작자회의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을 견지하고
지속발전시킬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은 공산당 제17차 및 제18차 대회에서 강조되
고, 제19차 대회에서 공산당 章程에 들어간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종교판이다. 그러므로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
이론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데 역할을 다하는 종교를 지향한다. 종교를 정치
적 목표를 실현하는 부속성분으로 삼은 것이다. 이로 인한 종교의 정치화, 종교의 세속화는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거니와 이에 대해서는 내용부분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만 중국의 꿈 실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
는 역량으로 종교를 끌어안기로 한 이상 그에 대한 법규적ㆍ규범적 인도와 강제는 필수불가결한 일에 해당한
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위해 다양한 법규와 규범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그 결정판이 바로 국무원령으로
시행되는 종교사무조례 이다. 종교사무조례 는 2005년 3월부터 시행된 종교법규의 총결판으로서 현재는 201
7년 수정통과된 수정조례가 2018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종교사무조례 는 종교의 시민권에 대한 인정이
법적 차원에서 명문화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러한 종교신앙 보
장의 역사가 바로 종교 통제의 세련화 역사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3.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의 내용적 특징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을 말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관리나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그것이 마르크스주의
종교관에서 이론적 자양을 받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토양으로 하여, 중국공산당의 종교에 대한 실천적 경
험을 결집하는 과정에서 탄생ㆍ성장ㆍ완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그것은 종교신앙의 자유에 대한 당의
정책, 법에 의거한 종교사무의 관리, 독립ㆍ자주ㆍ자영의 원칙,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적극 인도하는 기
본방침을 구체적 내용으로 한다고 정리된다. 그러니까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은 중국식 사회주의 이상국
가를 실현하는데 종교가 그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고, 그 소극적인 역할21)을 해소하도록 인도하는 정책지향의
다른 이름이다. 이것은 중국, 사회주의, 종교라는 3가지의 이질적인 것이 만나는 현장이므로 그 내용은 항상
이질적인 것을 결합을 특징으로 한다.
먼저 마르크스주의 종교관과 중국종교의 현실이 결합된다. 마르크스주의는 종교의 유신론을 부정하는 입장
에 있지만 종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입장에 있다. 다만 종교를 있게
하는 사회적 소외와 착취의 상황을 소멸시키는 것을 지향으로 할 뿐이다. 어쨌든 원칙적으로 종교가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혁명의 주력인 대중들 중에 신앙인들이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
다고 규정된다.
문제는 사회주의 중국의 특수성이다. 공산당의 집권으로 중국에서 계급모순이 기본적으로 해소되기는 하였
지만 전 인민이 행복한 사회는 요원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판단이다. 그래서 얘기되는 것이 사회
주의 초급단계이고 주요모순의 전환이다. 공산화 이전 사회의 주요모순은 계급모순이었다. 그렇지만 공산당의
집권으로 계급투쟁이 완료되면서 그 주요모순이 낙후한 생산력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에 대한 요구 사이의 모
20) 1954년 9월，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최초의 헌법이 통과되었는데, 제88조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갖는다(中華人民共和國公民有宗教信仰的自由)’고 되어 있다. 또한 1982년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신헌법에는 이러한 원칙에 더해 그에 대한 국가적 보장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신헌법 제36조에 ‘중화인민공화
국의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갖는다.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 개인도 공민을 강제하여 종교를 신앙하게 하
거나 신앙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中華人民共和國公民有宗教信仰自由.
任何國家機關、社會團體和個人不得強制公民信仰宗教或者不信仰宗教，不得歧視信仰宗教的公民和不信仰宗教的公民)’고
규정하고 있다.
21) 2015년 5월 시진핑은 중앙통전공작회의에서 종교의 사회적 작용을 강조하면서, 그 적극적 작용으로 평화, 평등, 우호
의 종교적 전통을 들었고, 소극적인 측면으로 민족단결과 국가안전, 사회안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何虎生, 論中國特色社會主義宗教理論體系的層次、內涵及特點 ,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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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전환22)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과 국가사회의 숙제가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데 있고, 이것이 주요모
순이므로 모든 정치사회적 역량이 부강한 국가의 성취를 향해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된다.
종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胡錦濤는 종교문제가 공산당과 국가의 전체 사업은 물론 사회의
안정, 경제의 발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국특색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일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고23), 시진핑 역시 이를 계승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관계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
다.
종교사업은 당과 국가의 사업전반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업의 발전에 관계되며, 당
과 인민대중의 혈연적 연계, 사회화합과 민족단결, 국가안전과 조국통일에 관계되어 있습니다.24)

개혁개방 이후 중국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그 신자의 인원25) 및 구성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공산화 직후 1억으로 추산되던 종교인구가 2010년대 들어 대
략 3억 명으로 증가된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문화혁명 직후 5가지 많음〔五多〕을 특징으로 하던 신자의 구
성에도 변화가 일어나 노인, 여성, 저학력, 농촌,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대다수이던 상황에
서 청장년, 고학력, 도시, 고소득자가 종교신자의 다수를 점하는 상황으로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26)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종교와 관련된 기왕의 소수민족문제, 외교문제, 홍콩ㆍ마카오문제, 양안문제까지 더해져 종
교야말로 중국의 제반문제가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산당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복잡다단한 종교문제는 부강한 선진국가를 향한 여정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약
이 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종교에 대한 인정과 포용을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종교관에 종교에
대한 인도라는 이론이 더해진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는 형태에 속하며 종교가
이를 거부할 때 바로 종교에 대한 박해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결국 중국 공산당은 부강한 중
국의 실현이라는 중국의 꿈을 거대종교로 하여 사회의 모든 역량을 이에 복속시키는 국가교회를 운영하고자
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은 종교의 원리와 중국의 역사문화적 토양의 결합을 지향한다. 이들은
대부분의 성공한 종교는 중국에 들어온 뒤 장기간에 걸쳐 중국화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러
한 종교의 중국화는 중국의 풍속과 습관은 물론 주류 사상과 문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 정치권력과의 적
22)
23)

1981

，

社會主義初級階段主要矛盾是
年十一屆六中全會指出的內容。在現階段 我國社會的主要矛盾是人民日益增長的物質文
化需要同落後的社會生産力之間的矛盾。這個主要矛盾 貫穿于我國社會主義初級階段的整個過程和社會生活的各個方面
決定了我們的根本任務是集中力量發展社會生産力。只有牢牢抓住這個主要矛盾 才能清醒地觀察和把握社會矛盾的全局
有效地促進各種社會矛盾的解決。
正確認識和處理宗敎問題 切實做好宗敎工作 關係黨和國家工作全局 關係社會和諧穩定 關係全面建設小康社會進程 關
係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發展 胡錦濤
杜玉芳 當代中國
的宗敎狀況和宗敎政策
宗教工作在黨和國家工作全局中具有特殊重要性 關系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發展 關系黨同人民群衆的血肉聯系 關系社
會和諧、民族團結 關系國家安全和祖國統一 習近平 全國宗教工作會議上的講話
發展中國特色社會主義宗教理論全面
提高新形勢下宗教工作水平 人民網
北京
大學中國社會科學調查中心
中國家庭追蹤調查
中國綜合社會調查

，

，

，
，

,
,
,
,
,
.
의 이 말은 2010년 전국종교공작회의에서 발언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이에 앞
서 2007년12월 중공중앙정치국 집체학습 시간에 발언되었던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관해서는
,
(360doc, 2014.01.02.), http://www.360doc.com/content/14/0102/11/7160930_342004789.shtml 참조.
24)
，
，
，
，
.
,
,
( ,2016.04.24.),http://politics.people.com.cn/n1/2016/0424/c1024-28299800.html 참조.
25) 2014년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종교신자 비율은 인구대비 10.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2012년
에서 실시한
나 2011년 중국인민대학에서 실시한
에 의하
면 중국의 5대종교 신앙인은 인구대비 1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구체적으로 불교 2.44억명, 기독교ㆍ천주교
6841명, 무슬림 2469만명, 도교 908명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보고되어 있다. 3기관의 숫자가 대체로 일치하는 것
을 보면 인구대비 11%의 인구가 종교를 신앙하고 있다는 것은 대체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1016년의
인구(13. 8271억)에 적용하면 대략 1.5억의 인구가 종교가 종교를 믿고 있다는 말이 된다. 물론 이는 사회주의 중국의
특수한 종교적 상황을 고려할 때 종교인은 대략 그 두 배에 해당하는 3억을 넘을 것으로 인정된다. 갤럽 등의 조사결
과에 대해서는 加潤國, 全球信教人口數據 ( 中國社會科學網, 2015.05.26.), http://www.cssn.cn/zjx/zjx_zjsj/201505/t201
50526_2010096.shtml 참조, 종교인구 3억설에 대해서는 孫軼煒, 中國當代人宗敎信仰調査 (2007.07.16.) https://zhidao.ba
idu.com/question/1642844173904066780.html 참조.
26) 이를 포함하여 그 밖의 변화된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는 王作安, 中國宗敎狀況的新變化 ,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200
8年3期)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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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협력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현지화야말로 종교발전의 객관적
법칙이라는 논리27)를 세운다.
국가 종교부서와 각 종교단체에서는 이러한 중국화의 방침에 따라 다양한 현장적 모색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2016년 9월 26일, 국가종교국 주최의 토론회에서 행한 王作安 국장의 연설은 주목할 만하다. 이 토
론회에서 王作安은 종교의 중국화의 지향점으로 현지화, 현대화, 사회주의화, 자주화, 사회 순기능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 종교계에 공산당의 영도를 수용할 것, 중국의 사회주의문화와 전통문화에 적
극 융합할 것, 경제사회발전에 적극 공헌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종교계의 임무로서 종교사상의 중국화, 종
교문화의 중국화, 종교제도의 중국화, 종교조직의 중국화, 종교교육의 중국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시한다28).
분명히 종교에는 현지화 작용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나아가 그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중국불교
와 같은 특별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것은 종교의 자체적 모색의 결과였지 정치적 목적에 의
한 의도적 변화는 아니었다. 사실 오늘날에도 중국화를 통해 종교의 확산을 꾀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적지 않
다. 특히 다양한 방식으로 종교의 이질성을 완화하여 대중들의 접근을 이끌고자 하는 변화가 자주 있었다. 예
컨대 외래종교가 전통의 외피를 빌어 접근하거나 현지주민을 교역자로 하여 접근하는 경우, 또는 입교의식을
간편화하여 종교의 친근성을 강화하는 경우, 친족ㆍ혈연관계를 이용하여 종교를 전파하는 경우, 빈민운동의
방식으로 종교적 실천을 행하는 경우, 중국사회문제에 대한 봉사를 통해 종교를 전파하는 경우, 문화의 방식
을 빌어 종교를 전파하는 경우29)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의 내부적 모색은 공산당의 입장에
서 보면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張祝平과 같은 학자들은 이러한 노력들을 ‘위장된 중국화〔僞中國
化〕’라 부르며 경계의 대상으로 삼는다. 사실 이것들은 각 종교가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문화적 적응과 현지
화 전략에 해당한다. 이것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국공산당이 지향하는 종교 중국화와 거리가 멀기 때문
이다. 위에 열거한 종교자체의 노력들은 공산당이 제시하는 조건들, 예컨대 공산당의 영도를 받을 것, 법치화
를 수용할 것, 외국세력의 배제를 통해 부강한 사회주의 중국을 이루는데 공헌할 것을 요구하는 중국특색사회
주의 종교이론의 조건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내부에 공산당의 요구를 공감하고 수용하는 세
력을 키워왔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애국적 종교단체들인 것이다. 공산당은 이러한 방식의 종교외적 힘에 의한
중국화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 궁극적으로 종교의 정치적 순화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오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에는 보장과 통제, 자유와 구속이 결합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법
률적 장치이다. 중국의 종교관리는 인치에서 법치로 변해왔다.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종교에 대한 법치의 필요
성은 차고도 넘친다. 불교에 범람하는 상업주의의 문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가정교회나 지하성당30)의 문
제, 신강위그르 지역을 중심으로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종교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의 문제, 티베트 민중의 종교
에 대한 절대적 헌신성의 문제들은 행정적 통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범주를 넘는 것들이었다. 더구나 자본주의
화를 통해 급격히 발전한 개인들의 자유에 대한 요구는 전에 없던 수준으로 신장되어 종교영역으로 확산되는
27)

，
，
,
(
, 2017.06.06.), http:
//www.mzb.com.cn/html/report/170620976-1.htm 참조.
28) 2016년 9월 26일, 국가종교국에서는 종교의 중국화방향( 堅持我國宗教中國化方向 )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2015년 5월에 개최된 중앙통전공작회의에서 있었던 시진핑의 종교의 중국화 방향에 대한 언급(積極引導宗教
與社會主義社會相適應必須堅持中國化方向)과 2016년 4월에 개최된 전국종교공작회의에서 행상 시진핑의 연설 중 종교
의 중국화 방향에 대한 강조(進一步對堅持我國宗教中國化方向作了深入系統的闡述)에 부응하여 개최된 것이다. 본문에
정리된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王作安：行穩致遠久久爲功堅持我國宗教中國化方向 (鳳凰網佛教, 2016.11.18.), http://fo.ife
ng.com/a/20161118/44496106_0.shtml 참조.
29) 張祝平, 對宗教堅持中國化方向的幾點思考來源 (道教之音, 2016.6.11.), http://www.daoisms.org/article/sort028/info-235
58.html 참조.
30)가정교회는 개혁개방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지만, 그 이전에도 전조가 있었다. 애국교회, 삼자교회의 지
나친 친정부 성향으로 인해 많은 교인들이 이탈하였고, 1958년부터 강요된 연합예배에 동의할 수 없는 교인들 또한 통
제범위에서 이탈하였다가 문혁 이후 가정교회로 재결집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성장한 교회로 北京
守望教會와 北京錫安教會를 들 수 있다. 천주교 역시 50년대 바티칸과 관계가 단절된 뒤 내부에서 추대된 주교를 갖는
천주교애국회와 바티칸에서 임명한 지하주교를 갖는 지하성당으로 나뉘어있다. 이에 대해서는 劉澎, 中國的宗教與法
治 (2016.06.18.), http://blog.sina.com.cn/s/blog_1434fbf3d0102wkag.html 참조.
從宗教自身傳播發展的角度而言 本土化、中國化是符合宗教發展的客觀規律。不經曆中國化的曆程 它們就不可能在中國
這片土壤上生根發芽並傳承至今。彭無情 宗教的中國化是宗教在中國發展的必然要求 中國民族宗敎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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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있다. 공평무사한 법률적 장치에 의해 이를 해결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이다.
사실 이를 둘러싼 정부 측의 일부 조치들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불교의 상업화를
관광진흥책의 일환으로 보아 방치, 혹은 장려하는 경우가 있었고, 지하교회를 탄압하여 이에 대한 항의로 거
리에서 예배를 보는 사건이 있었으며31), 2014-2015년, 浙江省에서는 1500여곳의 십자가를 철거하여 三自교회
의 목회자와 신자들까지 자극하여 이에 극력 항의한 사건이 있었다. 또 신강위그르 지역에서 이슬람교 여인들
을 차도르 착용을 금지하거나, 티베트 지역민의 종교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달라이라마를 분열주의자로 일방
매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행정적 강제조치의 결과는 대체로 역효과를 초래했던 것으로 얘기된다. 그러
니까 종교를 둘러싼 상황들은 부단히 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행정적 조치들은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문
제를 더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계획경제의 패러다임을 포기했을 때부터 종교에 대한 행정적 통제 또한 효용성이 사라졌다고 보아야
옳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중국 정부는 종교의 법에 의거한 관리원칙을 천명한다. 문제는 종교를 법에 의해
관리하는 일이 가능한가, 그것이 역으로 공산당의 권위에 도전하는 칼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것에서 시
작된다.
그래서 종교를 관리할 법의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앞서 일반법에 의거한 관리가 있을 수 있
다. 이를 위해 종교단체나 종교활동장소에 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지침의 제정과 개정이 있었다. 특히 2
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정본 종교사무조례 에 법인 지위 허용의 조항이 삽입됨에 따라 정부의 인정을
받는 단체들의 법인등기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종교는 개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법률이 아니라 행정법규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의 성격을 읽을
수 있다. 종교자유는 제한된 종교자유이며, 정교분리는 정치가 종교에 개입할 문이 열려있는 정교분리이며, 법
치관리는 법의 칼날이 당과 정부를 향하지 않는 법치관리인 것이다.

4.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에 대한 비판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에 대한 반응들은 어떠할까? 종교계와 학계를 비롯한 각계의
반응은 용비어천가적 찬양일색이다. 종교의 중국화야말로 중국종교의 유일한 길이며, 종교에 대한 법치수준의
강화를 통해 중국종교의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나아가 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으로 성장
하는데 있어서 종교의 적극적 역할 또한 당연한 것으로 얘기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불필요할 것이다.
반면 그 이면에 복류하고 있는 비판과 거부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이 주로 비
판과 거부의 대상이 되는가?
먼저 종교관리의 법률적 미비성에 대한 비판들이 있다.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은 법치관리를 그 중요
한 내용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종교사무조례 는 그것의 구현에 해당한다. 국무원령으로 반포된 이 조례는 종
교에 대한 법치관리의 최고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이 법률이 아니라 조례로 제정된 것은 이유가 있다. 종교관
리가 일반법에 의거한다면 종교가 공산당의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법과 달리
종교의 특수성과 현실적 문제들을 감안하여 종교문제를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행정법규인 종교사무조례
가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의한 관리’라는 원칙에 위배된다. 사무조례는 국무원령의 행정법규로
서 인민대회에서 제정되는 법률과는 그 지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종교사무조례 는 헌법의 종교자유원
칙을 위배하는 위헌적 조항들을 담고 있으며, 그 시행과정에서 하위법이 상위법을 누를 위험성32)이 있다. 특
31) 2009년 11월 1일, 海澱公園에서 예배를 보기로 했던 北京守望教會 신도들은 공원마저 폐쇄되자 길거리에서 예배를 보
는 것으로 이에 항의하였다. 이 장면은 중국 종교의 실상을 세계에 알린 대표적인 사건에 해당한다. 2009年北京守望教
會戶外崇拜事件은 百度百科에 전후경과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https://baike.baidu.com/item/2009%E5%B9%B4%E
5%8C%97%E4%BA%AC%E5%AE%88%E6%9C%9B%E6%95%99%E4%BC%9A%E6%88%B7%E5%A4%96%E5%B4%8
7%E6%8B%9C%E4%BA%8B%E4%BB%B6/13837371?fr=aladdin 참조.
32) 사실 이것은 종교에 대한 자유와 제한조치를 병기한 헌법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헌법 36조 제1, 2조 종교자유의
원칙과 제3, 4조 종교제한의 원칙이 상호충돌하고 있으며 그것이 충돌할 경우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가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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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2018년 시행예정인 수정조례는 구조례에 비해 법적 엄밀성이 더해져 그간 관행으로 허용되던 종교행위까
지 제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종교법치의 선언만 있을 뿐 아직까지 그
준칙으로 삼아야 할 권위 있는 법이 부재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
종교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종교적, 정치적, 학문적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하여 1989
년에 종교계의 대표들이 中華人民共和國宗教法 을 기초하여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다가 봉쇄
된 일33)이 있고, 劉澎 역시 종교법 초안을 제출하였다가 전면 봉쇄34)된 일이 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종교기본법의 제정에 미온적이다. 그것이 종교의 효율적인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은
종교에도 적용되겠지만 공산당의 제반 행정관리를 구속하는 준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종교사무 역
시 그 법률에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과 정부에게 종교법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종교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공산당의 통치권위에 대한 다양한 사상적 도전이 예상되는 종교기본법 제정 이후
의 상황은 극히 우려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제일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입
장에서 정치입법은 그것으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폐해가 더 많을 것으로 얘기35)된다.
중국에서 말하는 종교의 법에 의거한 관리는 진정한 법치라기보다는 여전히 법에 의한 통제적 관리의 차원
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종교에 대한 내용은 헌법 제36조를 비롯하여 다양한 법률에 언급되어 있으며, 종교관련 행정법규로서
종교사무조례 가 갖추어져 있다. 또한 국가종교국 및 각 국가조직의 다양한 규정과 조례도 있다. 그럼에도
헌법을 제외하면 국가나 종교단체나 개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정한 법률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된
다. 종교적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이 아닌 하위의 법규나 규정에 의해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이것이 ‘법률 유보의 원칙’36)을 위반하는 일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37)한다.
그래서 국무원령의 신조례가 입법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일어나는 것이다. 변호사 李貴生을 비
롯한 24명의 인사들은 건의서를 통해 ‘국무원이 무엇을 근거로 공민의 기본권인 종교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
에 관련된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 뒤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지는 신조례의 제정을 중단
할 것을 건의’38)한 바 있다. 또 이슬람교 아홍인 李雲飛는 수정초안이 규정하고 있는 29가지의 심의비준 항목
과 11개의 처벌권이 공민의 종교신앙자유를 보장한 헌법36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李
雲飛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의비준하거나 처벌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편 각 종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대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李雲飛는 이슬람교의 순수한 종교활동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교분리원칙은 종교의 정치에 대한 간섭은 금지하고 있을 뿐 정치의 종교에 대한 간섭을
방지하는 조항은 크게 미비하다. 이와 관련하여 東莞市의 목사 李鵬은 민족종교사무국과 인민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을 제기한 바 있는데, 비록 승소하지는 못했지만 법률적으로 원고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徐玉成, 從一份行政訴訟判決書看宗教事務條例在行政訴訟中的法律地位 (普世社會科學研究網, 2017.04.20.), http://www.
pacilution.com/ShowArticle.asp?ArticleID=7682 참조.
33) 1989年，中國佛教協會會長趙樸初和中國基督教協會會長丁光訓，兩人都是全國政協副主席，著名宗教領袖，聯合搞了一個
中華人民共和國宗教法 (建議草案)提交給人大常委會了. 但這個立法建議提交以後立刻遭到了封存. 劉澎, 中國的宗教與法
治 (歷史之家, 2016.06.24.), http://blog.sina.com.cn/s/blog_4ef457110102wldw.html 참조.
34) 北京普世社會科學研究所從2002年開始，每年舉辦研討會，呼籲宗教立法。到現在爲止已經開了20多次研討會，舉辦了7屆
宗教與法治暑期班;草擬了 中華人民共和國宗教法 (草案)公民建議稿。
35) 俞學明, 現在立宗教基本法可能弊大于利(鳳凰網佛教, 2015.12.23.), http://fo.ifeng.com/a/20151221/41527250_0.shtml 참조.
36) 행정법에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이 있다. 법률 우선의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의한 구속을 받아야 한다
는 원칙이다. 법률은 행정영역에 무제한, 무조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법률유보의 원칙이 있다. 행정
이 법률(의회제정법률)에 근거하여서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
칙 (행정법총론,2009.06.27.), http://blog.naver.com/cdwwow/130051771557 참조.
37) 我們現在是沒有宗教基本法，但涉及宗教的其他法律文件卻很多。“涉及宗教的其他法律文件”主要是指關于宗教的各種行政
法規、規章。這就産生了一個違反“法律保留原則”的問題。劉澎, 中國的宗教與法治 (歷史之家, 2016.06.24.), http://blog.si
na.com.cn/s/blog_4ef457110102wldw.html 참조.
38) 我們特提出如下建議：一、解釋憲法第三十六條 第一款“中華人民共和國公民有宗教信仰自由”和第三款“國家保護正常的宗
教活動”的含義。二、解釋憲法第八十九條第（一）根據憲法哪條、哪部法律的哪條哪款，國務院行使制定涉及“公民宗教信
仰自由”權利的行政法規的職權。三、未解釋之前，要求國務院法制辦公室暫停對 宗教事務條例修訂草案（送審稿） 公開征
求意見。 二十四位公民（律師、教牧、學者、信衆）關于解釋憲法第36、89條的建議書 (成都基督徒小站, 2016.09.22.), htt
p://cd-christian.weebly.com/2133823458/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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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교극단주의의로 규정하는 관점에 대해 항의한다. 종교극단주의라 하지만 이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범죄가 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종교극단주의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규정이 없는 상
황에서 종교관리부서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종교에 대한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39)하고 있다.
가정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비판도 있다. 예컨대 成都의 가정교회를 이끄는 목사인 王怡는 수정조례가 신
앙에 대해 적대적이며,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 조례의 위법으로 규정하며 그 실시를 반대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다. 특히 신조례가 가정교회를 겨냥한 통제강화의 조항들을 신설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40)한다.
한편 蔡少琪는 2018년 시행예정인 수정본 종교사무조례 가 구조례에 비해 정부의 종교에 대한 관리의 주
도권을 강화된 측면이 있음을 지적41)한다.
또 부처 이기주의가 종교법의 제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예컨대
법치가 종교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는 刘澎42)은 종교기본법을 제정하지 않고 행정관리의 원칙을
계속 유지한다면 종교가 국가종교국의 이권이 깃들인 텃밭이 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종교관리부서에서 자기가 법을 세우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집행하고, 자기가 처벌한다면 문제가 계속 늘
어날 것이고, 별 수 없이 관리를 위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종교행정관리 기구의 거
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보다 큰 모순, 보다 많은 모순이 발생하여 문제해결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43)

다음으로 종교자유에 대한 다양한 제한조치들의 부당성이 비판된다. 먼저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의 중
요한 내용 중 하나인 종교의 독립, 자주, 자영의 원칙에 대한 비판이 있다. 중국정부에서는 외국인의 종교활동
을 철저히 차단한다. 당연히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천명한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
유’와 ‘신앙 실행의 자유’는 물론 국가 공권력에 방해받지 않도록 규정한 ‘신앙 강제로부터의 자유’까지 포함한
다. 그런데 중국의 종교자유는 ‘신앙의 자유’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종교활동은 애국 종교단체 주관
의 활동으로만 한정되며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체의 신앙 행위들은 금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세력의 중국내 종교활동은 침투로 규정되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러한 종교쇄국주의는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자와 그 사상문화의 세계화라는 전략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一帶一路의 경
제 세계화 전략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종교에 대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실천’을 요구하는 조항에 대한 비판이 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44)은 富強, 民主, 文明, 和諧, 自由, 平等, 公正, 法治, 愛國, 敬業, 誠信, 友善의 24字를 내용으로 하는
바, 종교에게 이것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홍콩 중문대학의 邢福增은 이것이 시진핑이 제기한 ‘중국
의 꿈〔中國夢〕’ 실현과 관련되어 있으며 중국적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종교적 보편주의에 우선하는 관점의
표출이라고 진단한다. 이것은 종교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45)이다.

39) 李雲飛의 건의는 穆斯林學者就中國官方修改“宗教事務條例”提出意見 (世界之聲, 2016.09.23.), http://m.trad.cn.rfi.fr/%E
4%B8%AD%E5%9C%8B/20160923-%E7%A9%86%E6%96%AF%E6%9E%97%E5%AD%B8%E8%80%85%E5%B0%B
1%E4%B8%AD%E5%9C%8B%E5%AE%98%E6%96%B9%E4%BF%AE%E6%94%B9%E2%80%9C%E5%AE%97%E6%
95%99%E4%BA%8B%E5%8B%99%E6%A2%9D%E4%BE%8B%E2%80%9D%E6%8F%90%E5%87%BA%E6%84%8F%
E8%A6%8B 참조.
40) 王怡, 我对新宗教事务条例的五个立场 (维权网, 2017.09.08.), http://wqw2010.blogspot.kr/2017/09/blog-post_25.html 참조.
41) 香港建道神學院 교수 蔡少琪는 신조례가 법원의 판결이 없이도 정부부처의 자율로 관리권, 취소권, 조사권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 관리기관에 대한 유효한 제한조치가 없이 그 권력이 무한대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담고 있
음을 지적한다. 이에 대해서는 蔡少琪, 讓政府行政部門牢牢掌握宗教工作主動權： 宗教事務條例修訂草案（送審稿） 與
2005年的 宗教事務條例 的不同 (時代論壇, 2016.09.09.）, http://www.chinesetheology.com/ChinaRelgioiusRegulationsDr
aft.htm 참조.
42) 劉澎 , 法治是解決宗教問題的唯一選擇 (普世社會科學研究網, 2016.05.12.), http://www.pacilution.com/ShowArticle.as
p?ArticleID=6821.
43) 宗教管理部門自己立法、自己解釋、自己執法、自己處罰，問題不斷增加，只能追加管理成本，導致一個龐大的宗教行政管
理機構，從而産生更多更大的矛盾，問題更難解決. 刘澎, 宗教领域不能成为管理部门利益自留地 (財新網, 2016.06.14.), htt
p://opinion.caixin.com/2016-06-14/100954386.html
44) 중공중앙에서는 18차 3중전회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교육과 실천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다. 이에
대해서는 中共中央办公厅印发关于培育和践行社会主义核心价值观的意见 (中国共产党新闻, 2013.12.23.), http://cpc.people.
com.cn/n/2013/1223/c64387-23924110.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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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邢福增은 위의 글에서 교육의 현장에서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
한다. 중국에서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종교신앙은 헌법으로 금지46)되어 있다. 이에 더해 교육현장에서의 종교
자유 또한 제한된다. 중국의 교육법에 학교와 종교활동장소의 분리, 교사와 종교 교역자의 분리, 교재와 종교
경전의 분리, 학생과 교도의 분리, 학교교육과 종교활동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종교와 교육의 분리원칙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교육법은 다음과 같은 헌법 제36조의 교육과 종교의 분리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어떠한 사람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건
강에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의 교육제도에 방해가 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47)

요컨대 중국정부는 교육현장에서의 종교행위가 국가의 교육제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수정본 종교사무조례 는 이를 확대해석하여 학교에서의 선교를 금지하며, 종교활동, 종교조직,
종교활동장소를 금지하는 제44조의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교활동장소는 아동주일학교, 청소년여
름캠프 등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된다. 심지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종교교육 또한 위법으로 간
주되기도 한다. 이것이 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원래 수정조례의 해당조문은 中華人民共和
國敎育法 제8조의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의 교육제도에 방해가 되는 활동을 해서는
할 수 없다’48)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의 종교활동이 국가의 교육제도에 방해가 된다는 어
떤 확증도 없이 이를 일괄금지하는 것은 교육법 자체를 위반하는 일이 될 수 있다49)는 것이다.

5. 결 론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은 중국식 종교이론의 결정판으로서 시진핑 시대에 들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중국의 종교에 대한 정치적 이론과 실천을 총합한 것으로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 있어서 중국의 종교
와 문화가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될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대한 고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의 형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이것이 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그 내용적 특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것이 상호 이질적인 요소들의 결합체임을 살펴보았다. 보
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은 마르크스주의 종교관과 중국종교의 현실이 결합하고,
종교의 원리와 중국의 역사문화적 토양이 결합하며, 보장과 통제, 자유와 구속이 결합한다.
다음으로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법률적 미비성에 대한 지
적과 종교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온건한 의견제시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수정본 종교사무조례 에
대해 위헌성과 입법법 위반성을 갖고 있어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슬람
교 진영에서는 이슬람교의 순수한 종교행위를 종교극단주의로 해석하는 정부시선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한다.
기독교에서는 가정교회의 활동을 겨냥하여 설정된 각 독소조항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45) 邢福增, 踐行社會主義核心價值觀是宗教信仰的核心價值嗎 (立場新聞, 2017.09.08.), https://www.thestandnews.com/chin
a/%E8%B8%90%E8%A1%8C%E7%A4%BE%E6%9C%83%E4%B8%BB%E7%BE%A9%E6%A0%B8%E5%BF%83%E
5%83%B9%E5%80%BC%E8%A7%80%E6%98%AF%E5%AE%97%E6%95%99%E4%BF%A1%E4%BB%B0%E7%9A%8
4%E6%A0%B8%E5%BF%83%E5%83%B9%E5%80%BC%E5%97%8E/ 참조.
46) 第三十四條 中華人民共和國年滿十八周歲的公民，不分民族、種族、性別、職業、家庭出身、宗教信仰、教育程度、財産
狀況、居住期限，都有選舉權和被選舉權;但是依照法律被剝奪政治權利的人除外。
47) 國家保護正常的宗教活動。任何人不得利用宗教進行破壞社會秩序、損害公民身體健康、妨礙國家教育制度的活動。
48) 中華人民共和國教育法 第八條，“何組織和個人不得利用宗教進行妨礙國家教育制度的活動.”
49) 公民正常信仰宗教而不是利用宗教，或者即使是動機和目的無法判明的情況下，只要該公民沒有達到妨礙國家教育制度的程
度，在國民教育學校中實踐其宗教信仰自由的活動都應得到保障。所以， 宗教事務條例修訂草案（送審稿） 第四十四條及
相對應的處罰條款是不符合 中華人民共和國教育法 規定的。張聖隆, 關于宗教事務條例修訂草案（送審稿）的公民意見 (2
016.09.23.), https://groups.google.com/forum/#!msg/chinesesssr/xKuVNHbg2aE/6yJzUqOYBQ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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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정조례가 종교에 대한 공산당과 정부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혐의가 짙으며, 부처이기
주의의 위험성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는 비판도 보인다.
종교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하는 자주정책의 강행에 대한 비판도 강력하다. 또 사회
주의 핵심가치관의 실천을 요구하는 조항들 역시 종교에게 세속화를 강요하는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는
비판도 있다. 교육현장에서의 종교활동에 대한 이중삼중의 금지조치들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것이 종
교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 아니라 교육법을 위반하는 조치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우리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이 부강한 중국의 실현이라는 중국의 꿈을 거대종교
로 하여 사회의 모든 역량을 이에 복속시키는 국가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공산당과 정부의 실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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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분과Ⅱ】 발표 ②

중국 종교정책과 법치화수준의 제고
― 수정 종교사무조례 를 중심으로

김경아*ㆍ강경구**1)
【목 차】
1. 서 론
2. 법치를 통한 보장
3. 법치를 통한 통제
4. 법치영역의 확대
5. 결 론

1. 서론
중국의 종교정책이 인치에서 법치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鄧小平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8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11기 3차 중앙위원회전체회의는 덩샤오핑의 ‘16자방침’을 사회주의 법제건설의 지
도방침으로 채택한다. 이것의 핵심은 ‘의거할 법이 있도록 만들고[有法可依], 법이 있으면 반드시 준수하고[有
法必依], 법 집행은 반드시 엄격히 하고[執法必嚴], 위법은 반드시 책임을 추궁한다[違法必究]’는 것이다. 사회
전반에 걸친 법제화 작업의 시도는 과거 문화대혁명 시기의 인치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개혁 개방에 따른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등소평 정책의 필연적 귀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종교정책 또한 마찬가지였
다. 1982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關於我國社會主義時期宗敎問題的基本觀點和基本政策 (19호 문건)를 발
표하는데, 이는 중국 종교정책의 법제화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문건으로 평가받는다. 그 첫 항목이 ‘종
교는 인류사회 발전의 특정 단계에서 나타나는 역사현상으로 자체적인 발생, 발전,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종
교신앙, 종교감정, 그리고 이러한 신앙과 감정에 호응하는 종교의식과 종교조직 모두 사회의 역사적 산물이
다’1)라는 명제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공산당이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의 극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문화대혁명
시기 당은 종교가 착취계급의 도구로 이용되므로 계급투쟁을 통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했기
에, 종교정책은 곧 종교소멸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19호 문건은 공산당이 종교를 인류사회의 특정단계
에 나타나는 역사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교정책 또한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수립할 것임을 밝히고 있
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된 종교관념과 정책은 그대로 江澤民에게 계승된다.
덩샤오핑이 종교정책의 기본방향과 기본정책을 제시했다면, 장쩌민은 그 실천방안을 구체화시켰다. 1993년
장쩌민은 全國統戰工作會議에서 종교의 자유, 법에 의한 종교사무 관리,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이끄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3마디 말[三句话]’을 강조한다. 이듬해 국무원은 장쩌민의 ‘3마디 말’에 호응하
는 방식으로 中華人民共和國境內外國人宗敎活動管理規定 , 宗敎活動場所管理條例 를 반포하여 종교업무의
법제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게 된다. 그로부터 10년 후, 2004년 당중앙과 국무원이 개최한 전국종교공작회의
* 동의대학교 디그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 연구원 (shun7ziran@deu.ac.kr)
** 동의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kkkang@deu.ac.kr)
1) 宗教是人類社會發展一定階段的曆史現象，有它發生、發展和消亡的過程。宗教信仰，宗教感情，以及同這種信仰和感情相
適應的宗教儀式和宗教組織，都是社會的曆史的産物。전문은 國家宗敎事務局政策法規司編, 『宗敎政策法規文件選編』,
宗敎文化出版社, 2012, pp.12-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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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장쩌민이 종교의 독립, 자주, 자영의 원칙을 추가한 ‘4마디 말[四句话]’을 종교정책의 지도방침으로 삼았
고,2) 그 해 11월, 국무원이 최초의 종교행정법규인 宗敎事務條例 (이후 구조례로 약칭)를 반포한다. 이 조례
는 종교정책의 법적근거가 되었는데, 조례 반포 후, 국가종교사무국은 조례의 내용에 발맞추어 11개의 관련부
문 規章을 반포하고, 각 省,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지방성 종교법규나 정부규장을 수정하거나 제정하는 등, 종
교업무 관리의 법제화에 박차를 가했다.3)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사무조례 에 반영되지 못한 현실적 문제를 중심으로 종교계의 불만의 목소리
가 높아졌고, 중국 정부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시진핑은 2016년 4월 22일, 23일, 양일간 북경에서 개최된 全国宗教工
作会议에서 중요 강화를 발표했다. 그 핵심은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을 견지하고 발전시키고, 당의 종교
업무방침을 관철하며, 중국의 종교업무상황을 잘 분석하여 종교업무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연구하여, 종교업무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4) 여기서 말하는 당의 종교업무방
침은 앞서 언급한 강택민의 ‘4마디 말’, 즉 ‘종교신앙의 자유 인정’, ‘법에 의한 종교사무관리’, ‘종교의 독립, 자
주, 자영의 원칙’,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시진핑은 이 중 특히 ‘법에 의한 종
교사무관리’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提高法治化水平]’을 요구했다. 법을 통해 종교사무관리를
규범화하고, 법을 통해 종교의 각종 사회관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5)이는 이전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
되지 않았던 종교업무와 변화한 시대에 새로이 대두된 문제들을 법의 관리권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 해 6월 국가종교국은 종교사무조례(수정초안) 를 기안하여 국무원에 발송하고, 관
련부서, 각 성급 인민정부, 종교단체,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완성하였
다. 그 결과, 2017년 8월 26일 국무원령으로 수정 종교사무조례 (이후 수정조례로 약칭)가 발표되고,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수정조례가 반포되고 난 후, 중국 국내 매체는 ‘종교사무의 의법관리를 강화했다는 것은 종교업무의 법치화
건설의 새로운 단계를 넘어선 것을 의미한다’며 긍정일색의 평을 내놓았고, 중국의 종교계는 수정조례 학습열
기와 더불어, 이 조례를 실제 종교계상황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다음 행보에 관한 성명을 속속 내놓았
다.6) 香港新聞網은 한 내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수정조례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이 조례가 과거 해석이
모호하여 ‘회색지대’로 남아있었던 부분을 법규제정을 통해 정리했다고 평가했으나, 어떤 긍정이나 부정의 뉘
앙스도 싣지 않았다.7)이에 반해 중국 밖의 시선들,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주류를 이룬다. 타
이완의 기독교 신문매체는 한 기독교인의 말을 인용해 구조례에서 비교적 모호했던 부분이 수정조례에서 명
확해지면서 이것이 가정교회(비합법종교활동장소)의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8)한국의 기독교계
역시 수정조례를 법에 의한 종교통제로 보는 반응9)이 주를 이룬다.
중국 국내와 국외, 각 종교계 마다 수정조례에서 강화된 법치화에 대한 견해는 온도차를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수정조례의 구체적인 내용분석을 통해 공산당이 법치화를 강화한 부분과 관련내용을 분석한 후, 그것
2) 全面貫徹黨的宗教信仰自由政策，依法管理宗教事務，積極引導宗教與社會主義社會相適應，堅持獨立自主自辦的原則。
3) 國家宗敎事務局黨組理論學習中心組, 『中國特色社會主義宗敎理論學習讀本』節選之五, 之六, 之七 (普世社會科學硏究網,
2014.9.11.), http://www.pacilution.com/ShowArticle.asp?ArticleID=5215
4) 新華社北京4月23日電 全國宗教工作會議22日至23日在北京召開。中共中央總書記、國家主席、中央軍委主席習近平出席會
議並發表重要講話。他強調，新形勢下，我們要堅持和發展中國特色社會主義宗教理論，全面貫徹黨的宗教工作基本方針，
分析我國宗教工作形勢，研究我國宗教工作面臨的新情況新問題，全面提高宗教工作水平。(新華網, 2016.10.6.), http://new
s.xinhuanet.com/politics/2016-04/23/c_1118716540.htm
5) 要提高宗教工作法治化水平,用法律規範政府管理宗教事務的行爲,用法律調節涉及宗教的各種社會關系。要保護廣大信教群衆
合法權益,深入開展法治宣傳教育,教育引導廣大信教群衆正確認識和處理國法和教規的關系,提高法治觀念。(新華每日電訊,201
6.4.24.), http://news.xinhuanet.com/mrdx/2016-04/24/c_135306689.htm
6) 楊發明, 新修訂的『宗敎事務條例』反映了宗敎界的意愿 ,『中國穆斯林』, 2017.5. p.6 참조.
7) 修訂『宗敎事務條例』意涵深 (香港新聞網, 2017.9.8.), http://www.hkcna.hk/content/2017/0908/608804.shtml
8) 中共修訂宗教事務條例 家庭教會認為更易打壓 (自由亞洲電台, 2017.10.07.), http://hk.aboluowang.com/2017/1007/100508
8.html
9) 중국, 내년부터 종교통제 수위 높인다:.최근 '종교사무조례' 승인 (서울경제, 2017.09.10.), http://v.media.daum.net/v/20
17091001155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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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법치를 통한 보장
수정조례에서 주목할 점은 이 조례가 공산당의 일방적 정책수립이 아니라, 종교계, 학계의 의견을 두루 청
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수정조례 제정에 앞서 2013년 10월 29일 국가종교사무국은
國家宗敎事務局工作規則 를 공표한다. 총 12장 66조로 이루어진 이 시행규칙은 종교사무국 지도자의 직책과
책임, 전반적인 업무내용, 감독제도, 회의제도, 공문처리방법, 업무규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
제3장이 종교사무국이 이행해야 하는 전반적인 직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12조를 살펴보자.
12조 법에 따른 관리를 강화, 개진하고, 종교영역의 현황 및 동태를 주의 분석하고 판단하여, 종교영역에서 발
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조치를 제시하며, 종교사무관리의 법률법규 시스템을 보완한다. 법에 따라 정상
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종교활동을 저지한다. 독립, 자주, 자영의 원칙을 견지하고, 외국 세력이 종교
를 이용하여 국내에 침투하는 것을 저지한다.10)

위의 조항에서 눈여겨볼 점은 종교사무국의 역할 중 하나로 현 종교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종교계가 처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조치를 제시하도록 규정한 부분이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의 종교정책은
종교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으나, 종교 관리 정책의 수립에 종교계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개적으로 사
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다. 위의 12조는 당의 종교정책이 종교계의 불만사항을 청
취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 종교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쌍방향 형태의 채널을 열어 두었음을 의미한다. 그리
고 2017년에 반포되고 2018년 시행예정인 수정조례는 이러한 원칙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육기관의 법인등기를 명문화한 조항이다.
2004년 구조례가 반포되고 시행되는 13년 동안 일선 종교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높았던 부분이 바로
종교활동장소의 법인등기문제였다. 왜냐하면 법인등기를 하지 못한 종교활동장소는 재산관리나 민사계약 체
결, 자선활동, 영수증 발행 등에 제약이 있었고, 재산관리인의 공금유용이나, 기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더
라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진 불교와 도교사원을 중심으로 종교활동장
소의 법인등기를 명문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매우 거세었다. 급기야 2013년 3월 전국정협 12회 1차 회의에서
全國政協常委, 중국불교협회회장인 傳印長老가 關於解決佛敎寺院的法人地位的提案 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안의 심각성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전국 불교계 종교활동장소 3.3만 곳 중 대부분이 재산권등
기를 하지 못했고, 법인지위 미취득으로 인해 독립적인 민사권리나 민사의무를 가지지 못한다며, 불교사원의
법인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청했다.11) 학계 또한 종교계의 법인등기 문제해결이 급선무라는 데 동의했다. 中國
人民大學 張雪松 교수는 中國民族宗敎網의 기고문에서 현재 불교계가 안고 있는 ‘위탁경영’이나 ‘종교재산 유
용’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활동장소의 법인지위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이
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종교정책을 다루는 주관부서의 하나인 中共中央統一戰線工作
部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장교수의 글을 전재하는 방식으로 종교계의 법인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12)
위와 같이 종교계, 학계, 정부기관이 종교활동장소의 법인등기의 시급성에 대해 사회적의견 일치를 보았고,
10)十二、加強和改進依法管理，注重分析研判宗教領域的現狀及動態，提出處理宗教領域問題的政策措施，健全完善宗教事務
管理的法律法規體系，依法保護正常的宗教活動，制止非法的宗教活動。堅持獨立自主自辦原則，抵禦境外利用宗教進行滲
透。
11) 關於解決佛敎寺院的法人地位的提案 (佛敎在線, 2013.3.2.), http://www.fjnet.com/jjdt/jjdtnr/201303/t20130302_205771.ht
m
12) 張海松, 宗敎活動場所法人地位已是當務之急, (2016.8.24.), http://www.zytzb.gov.cn/tzb2010/S1821/201608/17d38ab6365e
4889ac736e494d33698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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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이 수정조례에 반영되었다. 이는 당이 종교계와 학계의 불만과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신설된 조례를 살펴보자.
제14조 비준을 거쳐 설립된 종교교육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3)
제23조 종교활동장소가 법인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소재지 종교단체의 동의를 거쳐 현급정부 종교사무부서의
심사와 동의를 받은 후, 민정부서에서 법인등기를 수속할 수 있다.14)

위의 신설된 두 조항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첫째는 종교활동장소와 종교교육기관이 법인등기를
통해 법인지위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과거 국무원종교사무국에서 관
장하던 업무를 현급 정부종교사무부서로 단계를 완화해 처리하도록 하여, 법인등기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줄였
다는 점이다.
사실 종교활동장소의 법인등기규정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원래 1994년 1월 31일 국무원이 반포한
宗敎活動場所管理條例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해 4월 13일 국무원종교사무국이 宗敎活動場所登記辦法
을 제정했다. 이 시행법 제9조는 ‘법에 따라 등기한 종교활동장소는 民法通則 의 규정에 따라 법인조건을 갖
추고, 법인등기를 마치면 법인등기증서를 발부한다. 종교활동장소법인은 법에 따라 독립적인 민사권리를 누리
고 민사책임을 진다.’15)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통칙 ( 제37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인등기 조건16)
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인등기를 하기는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종교활동장소의 법인등기
관련서류의 수령처가 최상위기관인 국무원종교사무국이었고, 종교활동장소법인등기 수속을 받아주는 省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17) 게다가 2005년 3월 1일, 종교사무조례 (구조례)가 시행되면서 상황은 더 복
잡해졌다. 구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 , 종교활동장소등기판법 이 모두 폐지18)되었
는데, 구조례는 종교활동장소 법인자격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학계, 법조계, 종교계
마다 법인등기 자격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종교계의 불만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갔다. 따라서 이번 수정조례에서 신설된 제14조와 제23조는 구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았던 종교활동장소
와 종교교육기관의 법인등기를 명문화하여 종교계의 법적지위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 또한
법인등기의 실질적 행정처리를 위한 단계를 완화한 점도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과거 최상위기관인 국무원종
교사무국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수정조례 초고에서 현급이상 인민정부종교사무부서의 심의와 동의를 받도록
했다19)가, 반포된 수정조례에는 현급 인민정부종교사무부서에서 다루도록 수정하였다. 이는 당이 종교계의 법
인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그 행정절차 또한 완화하여 종교계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종교교역자20)가 사회보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사회
보장은 국가의 구성원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위험이 되는 요소, 즉, 빈곤, 질병, 실업, 재해 등에 대해
13) 第十四條 經批准設立的宗教院校，可以按照有關規定申請法人登記。
14) 第二十三條 宗教活動場所符合法人條件的，經所在地宗教團體同意，並報縣級人民政府宗教事務部門審查同意後，可以到
民政部門辦理法人登記。
15) 第九條 依法登記的宗教活動場所，根據 民法通則 的規定，具備法人條件的，同時辦理法人登記，並發給法人登記證書。
宗教活動場所法人依法獨立享有民事權利和承擔民事責任。
16) 民法通則 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인설립의 4가지 조건은 ‘법에 따라 설립할 것[依法成立]’, ‘필요한 재산 혹은 경비를
보유할 것[有必要財産或經費]’, ‘자기의 명칭과 조직기구와 장소를 가지고 있을 것[有自己的名稱, 組織機構和場所]’, ‘독
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것[能够獨立承擔民事責任]’이다.
17) 張海松, 宗敎活動場所法人地位已是當務之急, (中共中央統一戰線工作部, 2016.8.24.), http://www.zytzb.gov.cn/tzb2010/S
1821/201608/17d38ab6365e4889ac736e494d336980.shtml
18) 제 48조 본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 1월 31일 국무원이 반포한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 는 본 조
례 실시와 함께 폐지한다.(第四十八條 本條例自2005年3月1日起施行。1994年1月31日國務院發布的 宗教活動場所管理條
例, 同時廢止。)
19) 수정조례의 초고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第二十三條 宗教活動場所符合法人條件的，經宗教團體同意，報縣級以上人民
政府宗教事務部門審核同意後，可以辦理法人登記。
20)佛教的比丘、比丘尼、沙彌、沙彌尼、活佛、喇嘛、覺姆、長老；道教的道士、道姑；伊斯蘭教的阿訇、毛拉、伊瑪目；天
主教的主教、神甫、修女；基督教的主教、牧師、教師、長老等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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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부담 또는 보험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사회안전망을 일컫는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45조에서 ‘중
화인민공화국 국민은 노년, 질병, 노동력 상실 등 발생 시 국가 및 사회로부터 물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21)(1982.12) 이후 개정한 헌법 제14조 제4항에서는 ‘국가는 경제발전수준에 부합하는 건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한다’22)(2004.03)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은 국가 법률이 강제하고 있는 국민의 권
리이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養老, 醫療, 失業, 산재[工傷], 출산[生育]의 5개 항목에 대한 물적 지원을 제
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이라면 모두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중국의 종교교역자는 그
동안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중국의 사회보험은 屬地原則에 따라 가입자의 戶口 소재지에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종교교역자는 업무의 특성상 호구와 근무장소가 달랐고[人戶分離], 사회보장기금의
출처기관도 불분명했기에, 사회보장제도 가입이 매우 까다로웠다.23) 수정조례는 법제화를 통해 종교교역자까
지 사회보장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신설된 아래의 조항을 살펴보자.
제39조 종교교역자는 법에 의거해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고 관련 권리를 누린다.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
활동장소는 규정에 따라 종교교역자를 위해 사회보험등기를 처리해야한다.24)

구조례에는 종교교역자의 신분승인과 활동내용에 관한 조항25)은 있었으나 그들의 사회보장 내용은 전혀 언
급되지 않았다. 사회경제가 발전하면서 사회보장제도도 그에 따라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農
民工의 사회보장문제, 농촌의 사회보장, 심지어 비정부조직의 사회보장 문제까지 다루어졌으나, 종교교역자의
사회보장 문제는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종교교역자의 사회보장 문제는 2010년 국가종교사무국, 國家
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국가재정부, 국가민정부, 국가위생부가 연합해 關于妥善解決宗教教職人員社會保障問題
的意見 을 하달하여, 각 지역별로 종교교역자의 사회보장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침을 내리면서 전환기를 맞이한
다. 이후 각 성의 관련 부서에서 교역자의 사회보장을 위한 대책을 건의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했으나, 실제
적용단계에 있어서는 몇 가지 난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이나 양로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개인과 그를 고용한 기관에서 각각 일부를 부담해야 했는데, 종교단체나 종교활동장소는 국가행정기관이나 기
업이 아닌, 비교적 특수한 단체였기에 소속 종교교역자의 보험료 납부를 강제하기 힘들었고, 종교교역자의 경
우 보험의 개인부담률도 몇 퍼센트인지 모호했다. 가장 큰 문제는 종교교역자의 사회보장권리를 명문화한 상
위법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수정조례에 신설된 제39조는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 소속 교역자
사회보험등기를 의무화함으로써, 종교교역자들이 사회보장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종교계의 법인등기나 종교교역자의 사회보장권리에 대한 법제화는 중국의 종교정책이 종교
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찰, 연구하고, 종교계 및 지방종교사무부서나 전국성 종교단체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청취하여, 그에 적절한 정책조치를 마련하는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26)
공산당은 지도자그룹의 세대교체를 거듭하면서 종교를 사회주의의 틀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법치를 통한 권익보호 역시 그러한 시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21) 第四十五條 中華人民共和國公民在年老、疾病或者喪失勞動能力的情況下，有從國家和社會獲得物質幫助的權利。國家發
展爲公民享受這些權利所需要的社會保險、社會救濟和醫療衛生事業。
22) 国家建立健全同经济发展水平相适应的社会保障制度。
23) 馬利强 編輯, 伊斯蘭敎敎職人員社會保障現況與對策硏究 ,『中國穆斯林』4期, 2009. p.24
24)第三十九條 宗教教職人員依法參加社會保障並享有相關權利。宗教團體、宗教院校、宗教活動場所應當按照規定爲宗教教職
人員辦理社會保險登記。
25) 구조례 제27조, 제28조, 제29조가 이에 해당한다.
26) 國家宗敎事務局工作規則 二十四、凡做出重大決策和制定政策法規，都必須經過深入調查研究，並視情經研究、咨詢機
構等進行合法性、必要性、科學性、可行性和可控性評估論證；要充分聽取相關部門、地方宗教事務部門、各全國性宗教團
體的意見；涉及重大社會公共利益和信教群衆切身利益、容易引發社會穩定問題的，要進行社會穩定風險評估，並采取多種
形式聽取各方面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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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치를 통한 통제
수정조례의 태생적 한계는 사회주의가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을 보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
은 모두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수정조례는 기존 종교계의 불만사항을 수용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했다
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합법과 비법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보호대상과 통제대상을 확연히 구분 지
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진다. 2004년 구조례가 반포된 후 13년 간,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과 그에 따른 환
경변화로 인해 종교계에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하게 되었다. 새로이 대두된 문제는 구조례의 적용범위 바깥에
위치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신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2017년 반포된 수정조례
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변화한 국제정세로 인해 불거진 종교계의 문제점과 법치를 통해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응책이 반영되어 있다. 수정조례에 신설되어 종교의 통제적 성격이 강화된 조항들은 아래의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종교의 상업활동을 통제하는 성격이 강화되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그 동안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종교활동장소가 법인지위를 갖지 못했다. 종교활동장소의 재산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상인, 또는 지방의 자치단체들이 종교를 부의 축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2012년
한 매체가 ‘위탁경영되는 신앙[被承包的信仰]’이란 제목으로 AAA급 旅遊景區에 위치한 昆明 岩泉寺의 비리를
폭로했는데, 기사에 따르면 이 절은 자본을 가진 개인이 위탁경영의 방식으로 사원을 운영하면서 가짜 승려들
을 고용하고, 공덕전이나 향을 고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원의 1년 위탁
경영비가 무려 720만 위안에 달한다고 고발했다.27) 1990년 이후 여행업의 발전과 함께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한 불교, 도교사원에 자본이 몰리면서 상업화경향이 두드러졌다. 국가종교사무국 또한 불교와 도교사원의
상업화 현상에 주목하고, 그 해 10월 관방사이트를 통해 중앙 10개 부서가 연합해 작성한 불교사원, 도교궁
관과 관련한 문제 처리에 대한 의견[關于處理涉及佛教寺廟、道教宮觀管理有關問題的意見] (이하 의견 으로
약칭)을 공표했다.28) 의견 은 불교, 도교계에 만연한 ‘위탁경영’이나 ‘주식상장’과 같은 현상을 제지하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개인, 혹은 기업이 종교사원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하지만 의견 은 법적 구
속력이 약했고, 종교의 상위법인 구조례에는 종교의 상업화를 통제할 조항이 부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
사원의 상업화경향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다. 급기야 2016년 水木然이란 닉네임의 사용자가 微信상에 ‘병원
의 위탁경영보다 더 뱃속이 검다 : 보전인이 중국 사원 90%를 위탁경영하다[比承包醫院更黑：莆田人承包了中
國90%的寺廟]’란 글을 올리면서 중국사회에 파란을 일으켰다.29) 불교협회는 즉각 여러 매체에 반박기사30)를
내보냈으나,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다. 수정조례에 신설된 몇 가지 조항들은 바로 종교계의 상
업화 문제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제53조에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기부하여 종교활동장
소를 건설했더라도 해당 종교활동장소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질 수 없고, 해당 종교활동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종교활동장소 혹은 대형옥외 종교조형물에 투자나 위탁경영을 금지하며, 종교명의의 상
업적 선전을 금지한다’31)고 명시했다. 이는 종교활동장소의 주식상장이나, 중외합작, 개인 혹은 기업의 투자로
종교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엄금하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종교의
상업화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적극적인 시도도 엿볼 수 있다. 수정조례 제58조는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
27) 被承包的信仰 (中國新聞週刊, 2012.1.5.), http://news.hexun.com/2012-01-05/136984909.html
28) 關于處理涉及佛教寺廟、道教宮觀管理有關問題的意見 (都昌縣民族宗敎事務局, 2012.11.16.), http://www.dcmzzj.gov.cn/
pulicfile/2012-11/16/NewsView-221.html
29) 比承包醫院更黑：莆田人承包了中國90%的寺廟 (天涯社區, 2016.05.04.), http://bbs.tianya.cn/post-worldlook-1663751-1.
shtml
30) 佛教徒怒了！誰說90%中國寺院被莆田人承包？ (鳳凰佛敎, 2016.05.04.), http://fo.ifeng.com/a/20160504/41603572_0.sht
ml
佛協:不可能存在莆田人承包了中國90%寺廟這種情況 (中國經濟網, 2016.05.05.), http://news.china.com/domestic/945/2016
0505/22582000_all.html
31) 第五十三條 任何組織或者個人捐資修建宗教活動場所，不享有該宗教活動場所的所有權、使用權，不得從該宗教活動場所
獲得經濟收益。禁止投資、承包經營宗教活動場所或者大型露天宗教造像，禁止以宗教名義進行商業宣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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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동장소의 회계정산, 재무보고, 재무공개 등의 제도마련을 의무화하고, 종교사무부서는 정부 유관부서와 함
께 이들에 대한 재무, 자산검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32)을 추가하였다. 수정조례가 시행될 2018년부터
는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상업적인 투자가 차단되고,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통해 종교활동장소의 재무상황을 지
속적으로 감시하여, 종교의 상업화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둘째는 종교 극단주의를 저지하려는 성격이 강화되었다. 수정조례의 신설된 제3조는 종교사무관리의 다섯
가지 원칙을 명시33)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극단저지[遏制极端]’이다. 또한 제4조는 구조례의 제3조
에 ‘종교 극단주의를 선양하거나 지지하거나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이용하여 민족단결을 파괴하
거나 국가를 분열시키거나 테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34)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추가하였다. 이 뿐만 아
니라 제63조와 제72조는 종교 극단주의를 선양, 지지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명시하여, 종교 극단주의를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수정조례에 신설된 위의
조항들은 중국의 현실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중국에서 분리 독립의 움직임이 가장 거센 곳이 티베트와
위구르자치구인데, 이 두 곳 모두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티베트는 장전불교의 신도가, 위구르자치구는
이슬람교 신도가 밀집해있는 곳으로, 중국 정부는 이곳의 종교 극단주의가 정치와 결합해 분리 독립운동을 전
개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과거 2008년 3월 티베트자치구 라싸에서의 대규모 유혈사태, 2009년 7월 新疆
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서의 대규모 유혈사태 이후에도 두 지역에서는 분리 독립의 움직임이 끊임없이 포착
되고 있다. 특히 신장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중국정부는 전형적인 ‘三股勢力’35)이 결합하여 일으킨 사건으
로 평가36)한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무력시위를 막는 강력한 형법과 정치적인 세력들이 종교를
이용해 테러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제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2011년 10월 29일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
회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全國人大常委會關于加強反恐怖工作有關問題的決定 을 통과시켰고, 2015년 12
월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中華人民共和國反恐怖主義法 을 통과시켜 시행 중
이다. 하지만 테러세력의 한 축이 종교 극단주의자들인 만큼 중국 정부는 종교가 이들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수정조례에 종교 극단주의를 저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조항에서의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종교계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수정조례가 시행되면 중국정부는
이미 시행 중인 중화인민공화국반공포주의법 과 함께 종교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셋째는 종교의 ‘중국화’를 강조하고 있다. 사실 종교가 한 나라에 전파되고 난 후, 그 나라의 문화와 결합해
본토화 되는 것은 종교학적으로도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종교의 교의를 수정, 왜곡하거나, 종교의 본
질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종교가 피전파지역의 문화에 적응하는 본토화 과정은 해당 종교를 널리 전
파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하려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종교
의 ‘중국화’는 종교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현상과는 다르다. 중국은 근본적으로 종교의 선교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교의 교의를 사회주의 체재에 맞도록 개조할 것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4년 중
국 절강성 溫州에 위치한 교회들이 예배장소나 십자가를 강제철거당하거나 철거 명령을 받았다. 철거 기간,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 중국종교학회회장,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소장 卓新平은 원저우 기독교회 柳
市堂에서 거행된 기독교중국화 연토회에서 ‘최대한 중국문화의 符號에 융화되도록 노력해야지, 종교 문화발원
지의 부호(십자가)를 두드러지게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37) 같은 해,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삼자
32)

，

第五十八條 宗教團體、宗教院校、宗教活動場所應當執行國家統一的財務、資産、會計制度 向所在地的縣級以上人民政
府宗教事務部門報告財務狀況、收支情況和接受、使用捐贈情況 接受其監督管理 並以適當方式向信教公民公布。宗教事
務部門應當與有關部門共享相關管理信息。宗教團體、宗教院校、宗教活動場所應當按照國家有關財務、會計制度 建立健
全會計核算、財務報告、財務公開等制度 建立健全財務管理機構 配備必要的財務會計人員 加強財務管理。政府有關部
門可以組織對宗教團體、宗教院校、宗教活動場所進行財務、資産檢查和審計。
第三條 宗教事務管理堅持保護合法、制止非法、遏制極端、抵禦滲透、打擊犯罪的原則。
第四條
不得宣揚、支持、資助宗教極端主義 不得利用宗教破壞民族團結、分裂國家和進行恐怖活動。

，
，

，

，

，
(밑줄 친 부분 추가)

，

33)
34)
……
，
35) 삼고세력은 중국내․외 민족분열세력, 종교 극단세력, 테러세력을 일컫는다.
36) 新疆“7·5”事件 (中國瀋陽政府網, 2012.2.2.)http://www.shenyang.gov.cn/zwgk/system/2010/12/10/000029846.shtml
37) 郭寶勝:宗教中國化的實質是將宗教改造成爲黨的工具 (中國人權, 2016.5.27.), http://www.hrichina.org/chs/zhong-guoren-quan-shuang-zhou-kan/guo-bao-sheng-zong-jiao-zhong-guo-hua-de-shi-zhi-shi-jiang-z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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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표하고, 建設有中國特色的教堂 , 關于我國基
督教教堂建築設計的若幹淺見 과 같은 글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되면서, 당국은 중국교회는 중국의 문화적 특성
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확산시키려 하였다. 하지만 중국 내 기독교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원저
우의 三江敎堂의 경우, 정부의 철거대상이 되었으나, 신도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국외의 비난 여론에 맞
닥뜨리자, 정부는 교당 철거를 취소하며 한 발 짝 물러난다. 하지만 그것이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2
017년 반포된 수정조례는 종교사원의 옥외상징물 조형을 더 엄격히 통제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추가하거나 신
설하였다. 과거에는 해당 심의를 통해 종교사원 바깥에도 대형옥외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수정조례
제30조는 ‘사찰, 도관, 이슬람사원, 교회의 바깥에 대형옥외 종교조형물을 조성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 되었다.38) 또한 제32조에 ‘종교활동장소, 대형옥외 종교조형물은 토지이용마스터플랜과 도시계획, 인프라
건설, 문물보호 등 관련 법률과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39)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제72조에 관련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40)는 규정까지 추가하였다. 종교사원의 건축과 옥외조형물이 외적 통제라면,
종교교육기관에 관한 규정은 내적 통제라고 할 수 있다. 수정조례 제3장은 독립된 하나의 장으로 종교교육기
관을 다루는데, 신설한 제11조에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종교단체를 제외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교
육기관을 설립할 수 없음41)을 명시하였다. 예를 들어 불교계에서 대표적인 전국성 종교단체로는 중국불교협
회가 있는데, 이 협회가 설립한 中國佛學院은 4년 학제의 기초교육과정에서 ‘時政’과목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목의 교수내용에는 법률기초 및 종교정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교재로 『宗教政策法律
知識問答』을 채택하고 있어, 예비 종교교역자들이 기초교육과정에서 당의 종교신앙자유정책, 사회주의제도
아래 종교의 변천과정, 새로운 시대를 맞은 종교의 기본 임무 등, 대체로 종교를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적극 인도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둔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42)
수정조례는 중국의 각 종교별 문제점들과 특성을 반영한 대응책으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종교의 상업
화 금지조항은 불교계와 도교계를 겨냥한 것이고, 종교 극단주의 엄금 조항은 이슬람계와 장전불교계를 조준
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의 ‘중국화’는 모든 종교에 해당하는 통제 규정이지만, 아무래도 외국에서 전파된 이슬
람교, 천주교,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있고, 그 중 특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기독교계에 더 방점을 두고 시
행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수정조례가 시행되면, 법제화를 앞세운 중국정부의 전방위적인 제재가 예상된다.
關于中國基督教教堂建築中國化問題的探討

4. 법치영역의 확대
현재 중국은 선교활동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신학교 사역이나 교회 개척 등의 직접 선교방
식 뿐 아니라 의료 및 자선활동을 통한 간접 선교 또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적발 시 강제추방 등의 강경
책도 불사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통제방식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 환경이 좋아지면서, 중국정부는 온라인에서의 종교 활동에
도 점차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2010년 튀니지의 독립으로 이어진 ‘아랍의 봄’43) 사건과 중국 정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홍콩의 ‘우산혁명(Umbrella Revolution)’44)의 경우, 모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의 역
38) 第三十條 ……宗教團體、寺觀教堂以外的組織以及個人不得修建大型露天宗教造像。禁止在寺觀教堂外修建大型露天宗教
造像。
39) 第三十二條 地方各級人民政府應當根據實際需要，將宗教活動場所建設納入土地利用總體規劃和城鄉規劃。宗教活動場
所、大型露天宗教造像的建設應當符合土地利用總體規劃、城鄉規劃和工程建設、文物保護等有關法律、法規。
40) 第七十二條 違反本條例規定修建大型露天宗教造像的，由宗教事務部門會同國土、規劃、建設、旅遊等部門責令停止施
工，限期拆除，有違法所得的，沒收違法所得；情節嚴重的，並處造像建設工程造價百分之五以上百分之十以下的罰款。
41) 第十一條 宗教院校由全國性宗教團體或者省、自治區、直轄市宗教團體設立。其他任何組織或者個人不得設立宗教院校。
42) 중국불학원 학사과정 참조 http://www.zgfxy.cn/jyjx/2012/01/17/222206522.html
43) 아랍권 민주화 운동을 일컫는다. 2010년 12월 17일 튀니지 소도시의 한 시장에서 촉발됐다. 청과물 노점상 청년이 유
일한 생계 수단인 수레를 경찰에 빼앗기자 분신으로 저항했고, 이것이 튀니지 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불꽃은
이집트, 예멘, 바레인, 시리아, 리비아로 번졌다.
44) 2014년 8월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가 발표한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이 사건 촉발의 직접적인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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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컸고, 이는 중국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충분했다. 2017년 1월 국가종교사무국은 2017년 업무요강[201
7年工作要點]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온라인 종교사무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증가한 종교사이트, 微博, 微信에 대한 관리와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관리업무 강화 지침
을 하달한 것이다.45)
사실 중국의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법은 2000년 9월20일 국무원 제31차 상무회의에서 互聯網信息服務管理
辦法 이 통과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위의 시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정보서비스는 영리성과 비영리
성으로 나뉘고, 영리성 인터넷정보서비스의 경우는 허가제를, 비영리성 인터넷정보서비스의 경우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법 중 제15조 제5항이 종교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국가종교정책을 파괴하거나, 사교와 봉건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을 제작, 복제, 게시, 전파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46) 하지만 중국정부는 수정조례 제47조와 제48조를 신설해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 제재
의 수위를 더 높였다.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7조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성급이상 인민정부종교사무부서의 심의와 동의를 거친 후, 국가인
터넷정보서비스관리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47)
제48조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의 내용은 반드시 유관 법률, 법규, 규칙과 종교사무관리의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의 내용은 본 조례 45조2항의 규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48)

수정조례는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 종사자의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그들이 다루는 내용의 규정 또한 강화하
였다. 과거 비영리성단체의 경우 등록만으로 인터넷종교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었다면, 수정조례는 반드시 성
급이상 인민정부종교사무부서의 심의와 동의를 먼저 거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고, 인터넷종
교정보서비스 내용이 유관 법률 뿐 아니라 종교사무관리 규정에도 부합해야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여 인터넷종
교정보서비스와 관련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제68조에 위의 조항 위반 시, 형사책임까지 물을 것을 강
력히 경고49)한다. 수정조례에서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 관련 규정이 강화된 것은 중국의 인터넷 사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이것이 야기할 새로운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2017년 8월 4일,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가 북경에서 개최한 제40차 중국인터넷발전현황통계보고 에
서 2017년 6월까지 중국 인터넷사용인구규모가 7.51억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 인터넷사용자의 5
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한다.50) 張華ㆍ張志鵬은 인터넷 시대 종교의 신형태에 관한 논문에서 불완전한 통계임
을 전제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2015.9.30.기준) 중국 5대 종교(기독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관련 사
이트가 약 4,000여개 개설되어 있다고 밝혔다.51) 전문사이트가 아닌 QQ나 웨이보, 웨이신을 통해 종교를 전
가 되었다. 전인대가 친중국계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의 과반 지지를 얻은 인사 2~3명으로 행정장관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시위로 이어졌다. 중문대학 학생들을 시작으로 중ㆍ고등학교 학생단체, 시민단체까지 합류
하며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었다.
45) 加強網絡宗教事務管理，及時處理有害信息和違規違法媒體，發揮網絡宗教事務管理協調機制作用，加強配合協調，及時正
確應對重大網絡宗教輿情。開設國家宗教局官方微信公衆號，指導宗教系統辦好網站。加強宗教工作信息化建設，推動宗教
工作大數據開發與應用，推進宗教基礎信息數據庫全國聯網工作。支持宗教文化出版社穩步推進數字化建設，建設宗教數字
圖書館和宗教專業數據庫。 宗教文化出版社2017年工作要點 (國家宗敎事務局, 2017.1.3.), http://www.sara.gov.cn/gjzjswjj
gjj/zzjg20170904203052852521/zjwhcbs20170904203052852521/xxfb1320170904203052852521/468963.htm
46) 第十五條 互聯網信息服務提供者不得制作、複制、發布、傳播含有下列內容的信息：（五）破壞國家宗教政策，宣揚邪教
和封建迷信的；
47) 第四十七條 從事互聯網宗教信息服務，應當經省級以上人民政府宗教事務部門審核同意後，按照國家互聯網信息服務管理
有關規定辦理。
48) 第四十八條 互聯網宗教信息服務的內容應當符合有關法律、法規、規章和宗教事務管理的相關規定。互聯網宗教信息服務
的內容，不得違反本條例第四十五條第二款的規定。
49) 第六十八條 涉及宗教內容的出版物或者互聯網宗教信息服務 有本條例第四十五條第二款禁止內容的，由有關部門對相關責
任單位及人員依法給予行政處罰；構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責任。擅自從事互聯網宗教信息服務或者超出批准或備案項目
提供服務的，由有關部門根據相關法律、法規處理。
50) 2017年8月4日，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NNIC）在京發布第40次 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以下簡稱爲 報告
）。 報告 顯示，截至2017年6月，中國網民規模達到7.51億，占全球網民總數的五分之一。(CNNIC, 2017.8.4.), http://ww
w.cnnic.cn/gywm/xwzx/rdxw/201708/t20170804_6944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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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하는 경우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비합법조직들이 중국 정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인터넷
상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국정부 입장에서는 온라인 환경과 종교극단주의자
가 하나의 조합으로 결성되는 것 또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수정조례의 제47조, 제48조, 제68
조의 조항들은 종교사무국의 관리영역을 온라인으로 까지 확대하여 종교활동을 통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
로 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의 종교전파를 강력히 통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종교정책에 있어 온라인영역 또한 치외법권이 아니며, 이들의 활동상황을 중앙에서 주시
하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2017년 반포된 수정조례는 중국 종교정책의 법제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구조례(총48조)에 새로운 조항을 신
설하거나 보충하여 총 77조로 확대 개편했다.52) 종교정책에 있어서 전면적 법치화 수준의 제고는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종교기본법의 제정으로 귀결된다. 중국의 저명한 종교와 법률문제 전문가인 劉澎교수53)는 종교정책
에서 ‘依法治國’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그리하여 2013년 7월 그가 수장
으로 있는 보세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과 10여 년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종교와 법치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실정에 맞는 中華人民共和國宗敎法 초안을 작성했다. 그해 10월과 11월, 두 달간
上海, 成都, 廣州, 北京 등지의 보세사회과학연구소에서 좌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종교법 초안
에 대한 문제점 및 의견을 교환한다.54) 하지만 리우펑교수의 초안은 결국 발의되지 못했다. 현재 중국 내 인
터넷이나 CNKI 등의 학술망 어디에서도 그가 초안한 내용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그가 초안한 내용을 바
탕으로 학회회원과 문답한 내용의 단편적인 기사를 바탕으로 그가 제안한 종교법 의 윤곽만을 파악할 수 있
을 뿐이다.55)
리우펑교수의 초안이 발의되지 못한 자세한 원인은 알 수 없다. 하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정세에
변화가 생긴 건 분명하다. 2013년 집권에 성공한 시진핑은 강력한 중국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전국종
교공작회의에서 당이 종교업무의 주도권을 가져야 하고, 당이 종교를 사회주의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국
화 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야한다56)고 강조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공산당이 주체가 되어 법제화를
통해 각 종교를 중국화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2017년 반포된 수정조례는 시진핑 정
권의 종교정책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위 본문에서 분석한 바, 수정조례의 법치화수준의 제고는 크게 두 가지로 귀결시킬 수 있다. 바로 ‘합법 보
51) 張華ㆍ張志鵬, 互聯網+時代的宗敎新形態 『世界宗敎文化』第4期, 2016. p.28 참조

52) 수정조례와 구조례를 비교하면, 숫자상으로는 29개의 조항이 늘어났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조례의 1개 조항이 수정조
례에서는 2개의 조항으로 분리되어 수정, 보완된 경우도 있어서, 실제 신설된 조항은 26개(제3조, 제8조, 제10조, 제11
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32조, 제35조, 제39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59조, 제66조, 제67조, 제71조)이다.
53)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연구원, 북경보세사회과학연구소소장, 북경대학법학원전국인대와 의회연구중심[北京大學法
學院全國人大與議會硏究中心] 겸직연구원이자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민족발전연구소 객좌연구원이다. 중국 내 저명한 미
국 종교, 정교관계 및 종교와 법률문제 전문가이다.
54) 현재 리우펑교수가 초안한 중화인민공화국종교법 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다.
55) 리우교수의 초안은 총 10장으로 이루어졌다. 장별 제목은 제1장 총칙, 제2장 종교법인, 제3장 종교활동장소, 제4장 종
교활동, 제5장 宗敎神職人員, 제6장 종교재산, 제7장 종교교육, 제8장 종교문화예술, 제9장 종교국제교류, 제10장 부칙
이다. 劉澎敎授公布中國 宗教法 （草案）公民建議稿要點 (基督時報, 2013.8.15.), http://www.christiantimes.cn/news/119
37/%E5%88%98%E6%BE%8E%E6%95%99%E6%8E%88%E5%85%AC%E5%B8%83%E4%B8%AD%E5%9B%BD%E3%
80%8A%E5%AE%97%E6%95%99%E6%B3%95%E3%80%8B%EF%BC%88%E8%8D%89%E6%A1%88%EF%BC%89%E
5%85%AC%E6%B0%91%E5%BB%BA%E8%AE%AE%E7%A8%BF%E8%A6%81%E7%82%B9
56)習近平強調，做好黨的宗教工作，把黨的宗教工作基本方針堅持好，關鍵是要在“導”上想得深、看得透、把得准，做到“導”之
有方、“導”之有力、“導”之有效，牢牢掌握宗教工作主動權。……積極引導宗教與社會主義社會相適應，一個重要的任務就是
支持我國宗教堅持中國化方向。 重磅：習近平總書記全面部署全國宗教工作 (新華網, 2016.4.26.), http://www.china.com.c
n/guoqing/2016-04/26/content_383247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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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불법 저지’이다. 중국정부는 자신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등기한 종교활동장소와 종교교역자들에게는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종교계의 재산권 및 권익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자신들이 설정한 합법의 선 바깥에 위치한 세력들, 예를 들어 미등기 종교활동장소, 지하교회, 가정교
회 등은 엄격하게 통제하고,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처럼 사회에 불리하게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 그 관리절차 및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수정조례는 종교계에 혜택보다는 통제조치가 더 많
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의 종교사무정책이 종교를 더
이상 과거처럼 인위적 소멸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에 부합하도록 적극 관리하
겠다는 방향으로 확고하게 전환했다는 것이다. 타이완 真理大學의 張家麟 교수는 수정조례를 두고 최근 10년
간 최대의 종교정책변화57)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즉, 중국 종교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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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종교정책과 종교화합
유미경 *ㆍ강경구**ㆍ박노종***ㆍ안승웅 ****ㆍ김경아*****1)
【목 차】
1. 서론
2. 종교계 상업화 경향과 종교화합
3. 종교계 민족문제와 종교화합
4. 종교계 외세문제와 종교화합
5. 결론

1. 서론
중국의 헌법 제2장제36조는 종교신앙의 자유 뿐 아니라 ‘화합’의 의무 또한 천명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나 개인도 공민에게 종교를 신
앙하거나 신앙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신앙하는 공민이나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공민을 차별해
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어떠한 이도 종교를 이용해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공민의 신체건강을 훼
손하고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다.1)

공민에게는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고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는 종교신앙에 대한 공민의 권리
와 국가의 의무를 우선적으로 천명하고 있는데, 주목해야할 점은 개인, 단체, 국가기관 불문하고 신앙 혹 불신
앙을 강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여 모든 공민과 단체는 종교신앙에 관해서는 상호존종과 화해공존의
의무 또한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종교를 이용한 사회질서 파괴, 공민의 신체건강 훼손, 국가교육제도
방해 등의 활동을 금지할 뿐 아니라 국외세력으로부터의 自主獨立의 의무까지 확장하여 종교신앙의 의무 영
역을 확장하고 있다.
2004년, 중국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종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종교사무조례 를
공포하였는데, 제1장 총칙 제1조에 ‘종교화합과 사회화합 수호’가 종교사무조례 제정목적의 하나임을 직접적으
로 표출하였다.2) 이어서 제2조에는 헌법36제1항의 내용을 그대로 기입한 다음, “신앙인과 비신앙인, 그리고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chinamky@hanmail.net)
** 동의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kkkang@deu.ac.kr)
*** 인제대학교 외래교수 (lujongp@hanmail.net)
**** 부경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xiong01@hanmail.net)
***** 동의대학교 디그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 연구원 (shun7ziran@deu.ac.kr)
1) 第三十六條 中華人民共和國公民有宗教信仰自由。任何國家機關、社會團體和個人不得強制公民信仰宗教或者不信仰宗教，
2)

不得歧視信仰宗教的公民和不信仰宗教的公民。
國家保護正常的宗教活動。任何人不得利用宗教進行破壞社會秩序、損害公民身體健康、妨礙國家教育制度的活動。宗教團
體和宗教事務不受外國勢力的支配。
第壹條 為了保障公民宗教信仰自由 維護宗教和睦與社會和諧 規範宗教事務管理 提高宗教工作法治化水平 根據憲法和
有關法律 制定本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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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공민들은 상호 존중하며 화목하게 공존해야한다”3)는 내용을 추가하여 중화인민공
화국 공민은 모두가 신앙 여부를 불문하고 ‘상호존중’하고 ‘화목공존’해야 한다는 의무를 천명하여 ‘종교화합’
의 요구를 거듭 적시하고 강조했다.
2016년에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문제’를 배경으로 하여 새롭게 수정했다는 수정조례 는 상기의 내용들을
그대로 이어 받으면서도 제1조에 ‘종교업무의 법치화 수준 제고〔提高宗教工作法治化水平〕’를 조례제정목적
의 하나로 추가하고, 제3조에 “종교사무관리는 합법을 보장하고, 불법을 저지하며, 극단을 억제하고, 침투를
방어하며, 범죄를 처벌하는 원칙을 견지한다”4)는 내용을 새롭게 넣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합법보장’
과 ‘불법저지’라는 법치의 의지를 드러내고, 구체적으로 ‘극단’․‘침투’․‘범죄’를 열거하여 이들은 불법으로서
‘종교화합’에 위배되는 금지조항이자 법치의 대상임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구조례 제3조에서부터 수정조례 제4조로 보충된 조항들을 보면, 종교신앙의 의무가 보다 더 구
체화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수정조례 제4조 (*밑줄은 구조례 에서 추가된 내용)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정상적 종교활동을 보호하며, 종교가 사회주의사회에 적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한다.
종교단체와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와 신앙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종교단체와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 및 신앙인은 헌법과 법률,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주의의
핵심가치관을 실천해야 한다. 국가의 통일, 민족의 단결, 종교의 화합, 사회의 안정에 힘써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건
강을 해치거나, 국가의 교육제도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그 밖에 국가 이익과 사회의 공공
이익 및 공민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위법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5)

제2항을 보면, 수정조례는 구조례에 명시된 종교신앙의 헌법, 법률, 법규, 규정에 대한 준수 의무에서부터
‘사회주의의 핵심가치관 실천’6)까지 종교신앙의 의무를 확장해 놓았다. 그리고 종교신앙의 국가통일․민족단
결․사회안정에 대한 수호 의무에 ‘종교화합’을 병렬해 넣으면서 종교화합이 국가통일․민족단결․사회안정과
불가분한 것임을 뚜렷이 명시했다.
이처럼 ‘종교화합’의 요구는 헌법에서부터 구조례 를 거치고 수정조례 에 이어지면서 보다 더 명료하게
드러나고 강하게 부각된다. 따라서 구체적 실천방안 또한 보다 세분하여 적시하고 있다. 가령, 구조례 는 종
교를 이용한 사회질서 파괴․공민의 신체건강․국가교육제도 방해 행위, 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공민의 합
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위법 활동7)을 금지의무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상술한 조항의 내용이 추상적으
로 표현된 관념적 실천이라면 수정조례 가 제4항을 신설하여 추가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서로 다른 종교 간이나 동일 종교 내부, 나아가 신앙인과 비신앙인 사이에 갈등과 충
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종교극단주의를 선양하거나 지지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이용하여 민족단결
을 파괴하거나 국가를 분열시키거나 테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8).

신설된 제4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공민과 단체는 종교신앙으로 갈등과 충돌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즉 종교신앙을 초월한 ‘화목’의 의무가 있음을 적시하였다. 아울러 종교극단주의에 대한 선양․지지․지원, 그
3) 第二條 公民有宗教信仰自由。任何組織或者個人不得強制公民信仰宗教或者不信仰宗教，不得歧視信仰宗教的公民(以下稱信
教公民)或者不信仰宗教的公民(以下稱不信教公民)。信教公民和不信教公民、信仰不同宗教的公民應當相互尊重、和睦相
處。
4) 第三條 宗教事務管理堅持保護合法、制止非法、遏制極端、抵禦滲透、打擊犯罪的原則。
5) 第四條 國家依法保護正常的宗教活動，積極引導宗教與社會主義社會相適應，維護宗教團體、宗教院校、宗教活動場所和信
教公民的合法權益。宗教團體、宗教院校、宗教活動場所和信教公民應當遵守憲法、法律、法規和規章，踐行社會主義核心
價值觀，維護國家統壹、民族團結、宗教和睦與社會穩定。任何組織或者個人不得利用宗教進行危害國家安全、破壞社會秩
序、損害公民身體健康、妨礙國家教育制度，以及其他損害國家利益、社會公共利益和公民合法權益等違法活動。……
6)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은 富強, 民主, 文明, 和諧, 自由, 平等, 公正, 法治, 愛國, 敬業, 誠信, 友善의 24字를 내용으로 한다.
7) 신조례 제4조 제3항은 ‘국가안전 위해’ 행위 금지를 추가하였다.
8) 第四條 …… 任何組織或者個人不得在不同宗教之間、同壹宗教內部以及信教公民與不信教公民之間制造矛盾與沖突，不得
宣揚、支持、資助宗教極端主義，不得利用宗教破壞民族團結、分裂國家和進行恐怖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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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종교를 이용한 민족단결 파괴․국가분열․테러리즘에 대한 절대 엄금을 천명함으로써 과도한 종교신앙
으로 인한 종교화목의 파괴를 엄중히 경고 하였다. 이는 바로 ‘종교화목’이 국가통일․민족단결․사회안정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정부는 헌법에 이어 구조례 , 그 다음 수정조례 에 이르기까지 ‘종교화합’의 요구를 더욱 더
강력히 부각해 왔다. 왜 그렇게 중국정부는 종교화합을 강조하는 것일까? 중국에는 어떠한 중교문제가 있어
서 종교문제를 그토록 중시하는 것일까? 심지어 종교화합 뿐 아니라 국가통일․민족단결․사회안정의 임무까
지 종교신앙에게 부과하는 것일까? 이상의 의문을 종교의 상업화 문제, 민족문제, 외세문제로 나누어서 관련
된 종교문제를 살펴보고, 2017년 수정판 종교사무조례 는 종교화합을 위해 어떠한 ‘依法治理’의 해법을 제시
하고 있는지 궁구하도록 하겠다.

2. 종교계 상업화 경향과 종교화합
중국 내에서 가장 만연한 종교갈등은 아마도 종교의 상업화 추세로 인한 마찰들일 것이다. 특히 불교와 도
교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개혁개방 이래 전중국의 상업화 조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
한 현상들이라 할 수 있고 결국 ‘이익’문제를 두고 다투는 갈등이다. 이들 갈등의 양상은 몇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째, 종교계 내에서의 종교상업화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차이에서 빚어지기도 하고 둘째, 종교단체와
지방정부와의 이익분담의 문제로 빚어지기도 하고 셋째, 비종교단체가 지방정부의 비호 하에서 종교단체 행세
를 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첫째, 종교계 내에서의 불교의 현대화 및 상업화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살펴보
자. 불교는 개혁개방의 기회를 따라잡은 가장 성장한 종교로 볼 수 있고 그 중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즉 종교
상업화의 극단적 사례로 꼽을 수 있는 종교단체가 ‘少林寺’이다. 1999년부터 소림사 운영을 맡아온 釋永信은
미국 경영학 석사(MBA)출신답게 ‘소림’과 ‘쿵푸’를 브랜드로 활용하여 1986년 少林寺武僧團, 少林實業發展有
限公司, 少林影視公司 등 9개 자회사를 만들어 서구식 경영에 나서면서 ‘少林CEO’․‘政治和尚’․‘經濟和尚’ 등
유명세를 날렸다. 심지어 소림약국을 열어 수백 년 비법이 담겼다는 약을 팔고 온라인 쇼핑몰에선 ‘소림사’ 로
고가 찍힌 기념품과 쿵푸신발 등으로 매출을 올리는가 하면 2001년에는 소림무술을 주제로 모바일 게임까지
개발했다. 이미 소림사는 하루 6만 명(2015년 기준)의 여행객이 찾는 국제적 관광명소가 되었고 심지어 2015
년에는 호주에 소림사 분원을 건설한다 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약 17.6억 위안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복합문
화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종교계와 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소림사가 각종 수익사업을 벌이며 불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시켰고 소림사의 순수한 무술과 문화전통을 변질했다고 비판한다.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종교의 본연성을 상
실하여 불교정신이 소멸되고 부패에 빠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또 다른 측에서는 불교의 현대화
즉 현대적인 경영 이념과 실천으로 소림사가 장족의 발전을 거둘 수 있었고 불교의 현대화가 불교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낙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불교의 상업화의 길은 아직도 많은 이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상업
화 흐름은 막을 수 없지만 정도의 여하가 문제라는 것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은 사원의 생존
방식과 승려의 생활방식이 세속사회의 발전에 적응하면서 어떻게 하면 불교 본연의 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것이다.
둘째, 종교단체와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살펴보자. 종교상업화가 가져온 부정적 현상에 대한 책임에는 절대
적으로 지방정부와 관료의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90년대 이래 각 지방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위
한 치열한 정책경쟁을 벌였는데 여행업발전이 지방경제성장의 첩경이라 인식했다. 그래서 이익을 도모하고 정
책업적을 얻기 위해 경주하듯이 거의 모든 종교활동장소, 문화재, 고택들을 경제적 자원으로 간주하고 다투어
발굴하였다. 그 결과, 불교의 경우 중국 전역의 명산과 유명사찰들이 모두 시장에 내몰렸고 수행자의 생활공
간이 위협을 받으면서 지방정부와 사찰 사이에 재산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가령, 소림사와 해당 지방정부와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정부는 여행사와 더불어 소림사의 동의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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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채 소림사를 상장시켜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제기했었는데 소림사 주지 스용신이 단연코 반대
해 오고 있다. 그리고 소림사의 입장권 판매 수익의 30%를 지방정부가 소림사에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데
계약을 위반하고 수천 만 위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방정부를 고소했다. 지방정부는 출가인에게 그리 많
은 돈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소림사는 경내의 문물 보수와 승려들의 일상생활 지출에 필요한 경비라고 주
장하며 갈등이 첨예하다. 심지어 스용신은 차라리 유료입장권을 폐지하자 주장했으나 지방정부와 관련이익단
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의 산업화 정책으로 소림사 외에도 전국의 모든 명산과 명승지가 입장권을 받지
않는 곳이 없어 이는 또한 공공성 상실로 공민이 감상할 권한을 앗아 가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내지의 관광내수 확장으로 경제효율을 창출해야 하므로 입장권 수익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 종
교와 종교장소는 해당지역의 관광지구관리위원회에 편입되어 있어서 지방정부에 대해 종교는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으며 
라서 종교장소의 상업화 문제는 지방정부의 책임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책임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비종교단체나 개인이 지방정부의 비호 아래 종교단체 행세
를 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로 인해 종교단체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행 산업의 발달로 각 지방에 부
동산을 개발하여 사찰과 사당이 우후죽순으로 건립되어 왔는데 그것은 불교의 발전이 아니라 경제적 목적이
었고 게다가 그 주체가 종교계 인사가 아니라 종교권 밖의 개인이나 비불교조직이거나 지방정부의 기획으로
이루어져 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가짜승려 혹은 꼭두각시 승려를 내세워 三寶를 대체하거나, 막후의 경영자를
내세워 정부주관부서를 대체해 직권행사하고, 예술미와 역사가치가 없는 부실공정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사원
을 구축하고, 심지어 가짜승려, 점치기[抽签算卦], 약탈적 모금 장려[劝募勒索], 위조품 제작판매[制假售假], 여
행사기[旅游欺诈] 등 종교와 종교활동을 문란케 해 왔다. 불교4대명산의 증시 상장은 종교상업화의 최정점을
찍는다. 이미 1997년에 峨眉山이 증시에 상장한 이래 다른 불교명산의 상장 또한 해당 지역정부의 중요한 사
업이 되었다. 2012년에 佛陀山이 증시상장을 시도하면서 종교계와 사회에서는 종교자원의 산업화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했었으나 2015년에 九華山이 상장하였고 현재 佛陀山과 五臺山이 상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론은 종교단체가 지방정부나 이익단체와 이러한 갈등이 벌어지는 그 주요원인은 종교활동장소(사원)의
법률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익집단은 종교장소가 법적지위가 없다는 상황을 이용해서 종교문화
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이익추구를 해 왔던 것이다. 이로 인해 종교교직자와 종교단체는 신앙생활의 불편과
경제적 갈등에 겪고, 지나친 종교상업화의 오명으로 종교 이미지가 크게 손상됨으로써 사회분위기에 나쁜 영
향을 끼쳤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2004년의 구조례 제3조, 2017년의 수정조례 제4조에 명시한 “어떠한 조
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사회의 공공이익 및 공민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9)는 조항의 내용에 분명히 저촉된다. 그리고 종교자원과
종교자산의 증시 상장은 그 可否에 관한 전문적인 규정은 없으나 中華人民共和國文物保護法 , 風景名勝區條
例 등 유관법규에 따르면 문물보호단위와 風景名勝區는 상장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문물보호단위 혹
은 풍경명승자원에 속하는 종교자원을 증시에 상장시켜 경영하는 것은 국가의 법률법규를 위반한 것이다.10)
지방정부와 유관기업은 종교사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변명하지만 종교활동장소와 명승지 및 유명
사찰을 산업화해서 상장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하면 엄연히 불법인 것이고 지방정부와 기업이 결탁해서 그 불
법을 벌려왔던 것이다.
지나친 종교상업화로 인해 물질만능과 탐욕의 오명으로 이미지가 실추된 종교집단이 종교 본연의 성격와
의무를 되찾기 위해서, 이익문제로 빚어진 종교단체와 유관집단의 갈등을 봉합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수정조례 에 종교화합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兩明確’을 고려했는데 즉, 종교활
동장소의 법인자격과 종교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종교상업화 경향 억제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천
명한 것이다.11)
9) 任何組織或者個人不得利用宗教進行危害國家安全、破壞社會秩序、損害公民身體健康、妨礙國家教育制度，以及其他損害
國家利益、社會公共利益和公民合法權益等違法活動。
10) 拯救佛教名山 必須明確界定宗教活動場所產權 (鳳凰網, 2012.07.11.), http://fo.ifeng.com/special/mingshanshangshi/xwz
x/detail_2012_07/11/15948008_0.shtml
11) 兩維護，即維護公民宗教信仰自由和宗教界合法權益、維護國家安全和社會和諧。兩明確，即明確宗教活動場所法人資格和
宗教財產權屬、明確遏制宗教商業化傾向。兩規範，即規範宗教界財務管理、規範互聯網宗教信息服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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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는 구조례나 이전의 법규에 명시되지 않던 종교계를 위한 법인자격과 소유권을 보다 명확하게 제
시하고, 보다 큰 권한을 부여해 주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가령, 유관기관과 개인이 종교활동장소 내에
서 상업시설의 설치, 진열전시,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 및 그 밖의 활동을 전개하려면 “해당 종교활동장소와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종교사무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기존 구조례 제25조의 조항은 신
조례 제31조에 와서는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종교사무부서”의 동의는 빠지고 “해당 종교활동장
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2)는 내용으로 수정됨으로써 지방정부보다는 종교계의 권한에 더 크게 힘을 실어주
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 내의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역자와 신도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그동안 지방정부와 이익단체와의 갈등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던 종교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의무을 규정해 놓았다.
제34조(밑줄은 구조례 에서 추가된 내용)
관광지 내 종교활동장소가 있는 경우 소재지의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종교활동장소와 관광지관리조직․전통
정원․임업․문물․여행 등의 이익관계를 조화롭게 처리해야 하며 종교활동장소․종교교역자․신앙인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해야 한다. 종교활동장소를 주요관광내용으로 삼는 관광지에서의 건설계
획은 종교활동장소의 풍격 및 환경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13)

아울러 수정조례 는 제32조에 지방정부는 반드시 토지이용마스터플랜과 도시계획에 근거하고, 인프라 건
설과 문물보호 등 관련 법률과 법규에 부합해야만 종교활동장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해 넣
어 그동안 종교문화의 발전이니 지방경제의 이익이니 하여 난개발해 왔던 행태와 종교상업화에 제동을 걸었
다. 제53조에서는 종교를 이용한 이익단체의 경제적 이익 취득과 여러 가지 종교상업화의 행위를 금지하였다.
제32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실제수요에 근거해 종교활동장소 건설을 토지이용마스터플랜과 도시계획에 포함
시켜야 한다. 종교활동장소, 대형옥외 종교조형물은 토지이용마스터플랜과 도시계획, 인프라 건설, 문물보호 등 관
련 법률과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14)
제53조15)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기부하여 종교활동장소를 건설했더라도 해당 종교활동장소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
질 수 없으며, 해당 종교활동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종교활동장소 혹은 대형옥외 종교조형물에 투자나 위탁경영을 금지하며, 종교 명의의 상업적 선전을 금지한다.

그 외, 제52조는 종교계의 의무조항으로 종교활동을 명목으로 하는 이익창출과 재물증식을 금지의무로 규
정하고, 종교재산 수익의 용처를 명확히 하였고 제58조는 회계정산, 재무보고, 재무공개 등을 의무조항으로 신
설함으로써 종교계의 재산관리를 규범화하고 종교계의 상업화에 제동을 걸어 놓았다.
제52조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 활동장소는 비영리조직이므로, 그 재산과 수입은 종지와 부합하는 활동 및 공익
자선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분배해서는 안 된다.16)
제58조(밑줄은 구조례 에서 추가된 내용)
12) 第三十一條 有關單位和個人在宗教活動場所內設立商業服務網點、舉辦陳列展覽、拍攝電影電視片和開展其他活動，應當事
先征得該宗教活動場所同意。
13) 第三十四條 景區內有宗教活動場所的, 其所在地的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應當協調、處理宗教活動場所與景區管理組織及園
林、林業、文物、旅遊等方面的利益關系，維護宗教活動場所、宗教教職人員和信教公民的合法權益，保護正常的宗教活
動。以宗教活動場所為主要遊覽內容的景區的規劃建設，應當與宗教活動場所的風格、環境相協調。
14) 第三十二條 地方各級人民政府應當根據實際需要，將宗教活動場所建設納入土地利用總體規劃和城鄉規劃。宗教活動場所、
大型露天宗教造像的建設應當符合土地利用總體規劃、城鄉規劃和工程建設、文物保護等有關法律、法規。
15) 第五十三條 任何組織或者個人捐資修建宗教活動場所，不享有該宗教活動場所的所有權、使用權，不得從該宗教活動場所獲
得經濟收益。禁止投資、承包經營宗教活動場所或者大型露天宗教造像，禁止以宗教名義進行商業宣傳。
16) 第五十二條 宗教團體、宗教院校、宗教活動場所是非營利性組織，其財產和收入應當用於與其宗旨相符的活動以及公益慈善
事業，不得用於分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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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국가공통의 재무, 자산, 회계제도를 집행해야 하며, 소재지의 현급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재무상황, 수지상황, 기부금접수 및 사용상황을 보고하고 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적
절한 방식으로 신도들에게 알려야 한다.
종교사무부서는 관련관리정보를 유관부서와 공유하여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재무, 회
계와 관련된 국가규정에 의거해 회계정산, 재무보고, 재무공개 등의 건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건전한 재무관
리기구를 설치하고 필요한 재무회계인원을 배치하여 재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 유관부서는 종교단체, 종교
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에 대해 재무, 자산검사와 회계감사를 조직할 수 있다.17)

3. 종교계 민족문제와 종교화합
수정조례 는 공민의 종교신앙의 자유와 종교계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면서 동시에 국가안전과 사회화합
수호라는 ‘兩維護’를 주목했다.18) 즉, 제3조와 제4조에서 종교는 국가통일․민족단결․종교화합․사회안정의
의무가 있으며 누구라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통일․국내 각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
으며, “종교극단주의를 선양하거나 지지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이용하여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국가를 분열시키거나 테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9)고 적시했다.
이른바 분리․테러․극단주의자의 종교 이용의 여부는 의견이 분분한데 우선 중국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여
기서 말하는 종교는 사실상 신장의 이슬람교와 티베트의 藏傳佛敎이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분리운동이 강했던
곳이 티베트와 위구르자치구였는데 2008년 3월 티베트, 2009년 7월 신장에서 대규모 유혈사태로 중국정부의
강력한 진압이 있은 이후에도 신장에서는 소규모의 테러가, 티베트에서는 승려들의 분신으로 지속적으로 저항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티베트의 장족은 장전불교를, 신장의 위구르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등 단일종교를 믿는
특정소수민족이 해당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이 지역의 저항운동이 민족과 종교의 결합이
나아가 정치와 결합해서 조성된 분리운동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분리운동을 테러리즘이나 종교극단으로 규정
하고 유혈사태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왔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가통
일・민족단결・국가안전・영토수호와 직접적으로 관계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티베트와 신장은 중국 전역 1/3을 차지하고 천연자원지역으로서 매우 중요한 구역이다. 특히 서부대개발을
추진하는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신장은 지정학적 위치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 최근 시진핑은 신장의 ‘사회
안정’과 ‘長治久安’이라는 프로젝트가 바로 당의 중대한 정치임무이자 자국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한 사업임을
강조했을 정도이다. 그래서 신장 프로젝트의 구체적 항목 안에 종교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다.
수정조례 에서 국가통일․민족단결․사회안정과 더불어 종교화합을 위해 설정해 놓은, 종교와 민족의 문
제, ‘극단’문제에 대한 조항들을 살펴보자.
제3조
종교사무관리는 합법을 보장하고, 불법을 저지하며, 극단을 억제하고, 침투를 방어하며, 범죄를 처벌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제4조 (밑줄은 구조례 에서 추가된 부분)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정상적 종교활동을 보호하며, 종교가 사회주의사회에 적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한다.
종교단체와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와 신앙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종교단체와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 및 신앙인은 헌법과 법률,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주의의
핵심가치관을 실천해야 한다. 국가의 통일, 민족의 단결, 종교의 화합, 사회의 안정에 힘써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건
17) 第五十八條 宗教團體、宗教院校、宗教活動場所應當執行國家統壹的財務、資產、會計制度，向所在地的縣級以上人民政府
宗教事務部門報告財務狀況、收支情況和接受、使用捐贈情況，接受其監督管理，並以適當方式向信教公民公布。宗教事務
部門應當與有關部門共享相關管理信息。宗教團體、宗教院校、宗教活動場所應當按照國家有關財務、會計制度，建立健全
會計核算、財務報告、財務公開等制度，建立健全財務管理機構，配備必要的財務會計人員，加強財務管理。政府有關部門
可以組織對宗教團體、宗教院校、宗教活動場所進行財務、資產檢查和審計。
18) 헌법 과 民族區域自治法 에도 국가안전과 사회화합 수호에 대한 공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19) 2015년7월1일에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국가안전법 에 맞추어 나온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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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해치거나, 국가의 교육제도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그 밖에 국가 이익과 사회의 공공
이익 및 공민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위법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서로 다른 종교간이나 동일 종교 내부, 나아가 신앙인과 비신앙인 사이에 갈등과 충돌
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종교극단주의를 선양하거나 지지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이용하여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국가를 분열시키거나 테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1조 (밑줄은 구조례 에서 추가된 부분)
비종교단체, 비종교교육기관, 비종교활동장소, 지정되지 않은 임시활동장소에서는 종교활동을 조직하거나 거행
해서는 안 되며, 종교적 기부금을 받아서도 안 된다. 비종교단체, 비종교교육기관, 비종교활동장소는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 되며, 공민을 조직해 해외에 나가서 종교적 성격의 교육, 회의, 활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20)
제44조
종교교육기관 이외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종교 전도, 종교활동 개최, 종교조직 결성, 종교활동장소 설립을
금지한다.21)
제48조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의 내용은 반드시 유관 법률, 법규, 규칙과 종교사무관리의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인
터넷종교정보서비스의 내용은 본 조례 45조2항의 규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22)
제56조 (밑줄은 구조례 에서 추가된 부분)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역자는 법에 의거해 공익자선사업을 할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공익자선활동을 이용하여 포교할 수 없다.23)
제57조 (밑줄은 구조례 에서 추가된 부분)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국가의 유관규정에 의거해 국내외의 조직과 개인의 기부를 받아 그 종
지와 부합하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국외 조직이나 개인의 조건부 기
부를 받을 수 없으며, 접수한 기부금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면 현급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보고하여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종교적 관례에 따라 공민의 기부를 받을 수 있으나
강요하거나 분담 지우면 안 된다.24)

그 외 국가안전 위해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하..
제63조 (밑줄은 구조례 에서 추가된 부분)
종교극단주의를 선양, 지지, 자금지원 하거나, 종교를 이용해 국가안전,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민족단결을 파
괴하거나, 국가를 분열시키거나, 테러활동을 하거나, 공민의 인권, 민주적 권리를 침범하거나, 사회관리 질서를 방
해하거나, 공공과 개인의 재산을 침범하는 등의 위법활동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
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유관부서가 법에 의거해 행정처벌을 내린다. 공민, 법 혹은 기타 조직에게 손해를 야
기하면 법에 의거해 민사책임을 지운다.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혹은 종교활동장소가 앞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안이 엄중한 경우, 유관부서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바로잡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등기관리기관
혹은 설립비준기관에서 법에 의거해 등기증서 혹은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종교극단주의 사상이 네트워크망을 통해 전파되는 점을 포착한 중국정부는 이 또한 국가안전․사회안전․
공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하여 인터넷정교정보서비스 또한 ‘依法管理’해야 함을 조항으로 넣었다.
20) 第四十一條 非宗教團體、非宗教院校、非宗教活動場所、非指定的臨時活動地點不得組織、舉行宗教活動，不得接受宗教性
的捐贈。非宗教團體、非宗教院校、非宗教活動場所不得開展宗教教育培訓，不得組織公民出境參加宗教方面的培訓、會
議、活動等。
21) 第四十四條 禁止在宗教院校以外的學校及其他教育機構傳教、舉行宗教活動、成立宗教組織、設立宗教活動場所。
22) 第四十八條 互聯網宗教信息服務的內容應當符合有關法律、法規、規章和宗教事務管理的相關規定。互聯網宗教信息服務的
內容，不得違反本條例第四十五條第二款的規定。
23) 第五十六條 宗教團體、宗教院校、宗教活動場所、宗教教職人員可以依法興辦公益慈善事業。任何組織或者個人不得利用公
益慈善活動傳教。
24) 第五十七條 宗教團體、宗教院校、宗教活動場所可以按照國家有關規定接受境內外組織和個人的捐贈，用於與其宗旨相符的
活動。宗教團體、宗教院校、宗教活動場所不得接受境外組織和個人附帶條件的捐贈，接受捐贈金額超過10萬元的，應當報
縣級以上人民政府宗教事務部門審批。宗教團體、宗教院校、宗教活動場所可以按照宗教習慣接受公民的捐贈，但不得強迫
或者攤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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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성급이상 인민정부종교사무부서의 심의와 동의를 거친 후, 국가인터넷정보
서비스관리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48조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의 내용은 반드시 유관 법률, 법규, 규칙과 종교사무관리의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인
터넷종교정보서비스의 내용은 본 조례 45조2항의 규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문제제기: 중국의 분리운동25), 특히 신장 지역의 분리운동을 종교극단주의로 규정한 것은 미국의 9.11테러
이후. 상이한 민족과 문화의 문제이지 종교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다. 게다가 분리운동 세력이 무슬림이
라는 이유로 중국정부에 의해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26) 즉, 종교화합의 법적수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4. 종교계 외세문제와 종교화합
헌법 제36조 말미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27)
수정조례 “침투방어” 항목
“침투”는 당의 입장에서 ‘침투’문제의 대상은 기독교가정교회와 천주교지하성당이다. 중국에서 기독교와 천
주교는 각각 두 종류가 있다. 기독교는 정부가 허용하는 三自愛國敎會와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가정교회가
있고, 천주교는 정부가 허가했으나 로마교황청과는 무관한 천주교애국교회와 정부가 허가하지 않는 천주교지
하성당이 있다. 중국정부는 기독교가정교회와 천주교지하성당을 국외종교세력이 침투한 결과로 판단하고 이들
을 ‘西方宗敎敵對勢力’이라 규정하고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를 뿌리 뽑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강력한 정책으로
대처해 왔지만 여전히 성공적이지 못하다.
수정조례 에서 가정교회와 지하성당의 종교법인자격의 문제를 제시하여 애국교회의 아래에 두고자 하는
조항을 넣었다. 그 목적은 가정교회와 지하성당의 소멸이다.
제23조
종교활동장소가 법인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소재지 종교단체의 동의를 거쳐 현급정부 종교사무부서의 심사와
동의를 받은 후, 민정부서에서 법인등기를 수속할 수 있다.

5. 결 론
중국정부가 기도하는 종교화합도 상당히 이상적인 과제이지만 종교를 매우 정치적으로 대상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교사무조례 는 “종교사무관리는 극단억제・침투방어・범죄처벌의 원칙을 견지한다” “국가는
정상적 종교활동을 법에 의거해 보호한다” “국가는 … 합법적 권리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극단・침투・범죄
의 범주를 규정하고 합법과 불법을 판단하는 주체는 오롯이 종교사무국이라는 정치권의 영역이지 사회적 합
의를 거쳐 공민의 공감을 얻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민의 정서상 당연히 합법적인 종교활동은 법에 의해 불
법으로 규정되어 사회안정과 민족단결, 국가통일에 위해가 되는 행동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여기에 갈등의
소지가 내재해 있고 향후 국내종교조직 뿐 아니라 국제종교조직과 국제사회와의 불화가 더욱 격심해질 것으
로 예상된다.
2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53752&cid=42147&categoryId=42147
26) 분리운동세력이 무슬림이라는 것이 중국 정부에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 중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신장
분리주의자들에 강경대응해왔다. 위구르 분리주의자들이 파키스탄에 갔다가 2002년 알카에다 테러범으로 몰려 관타나
모 기지에 수감되기도 했다. 당시 끌려갔던 위구르인들 일부가 최근 중미 버뮤다로 옮겨져 화제가 됐었다.
27) 宗教團體和宗教事務不受外國勢力的支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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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종교교육과 교육기관
박노종 *1)
【목 차】
1. 서론
2. 불교교육과 佛學院
3. 도교교육과 道敎學院
4. 이슬람교교육과 經學院
5. 천주교교육과 神哲學院
6. 개신교교육과 神學院
7. 결론

1. 서론
종교문제는 중국공산당이 건립되고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였
으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는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는 백성을 미혹시키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타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은 역사적으
로 중원에서 자생한 토착 종교와 민간신앙이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반복하였으며 또한 일찍이 불교를 비롯한
외래 종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다. 따라서 종교의 지형과 신앙의 양태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혁명과정에서부터 중국의 특별한 종교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종교에 대한 견제
와 활용의 전략적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일종의 통일전선전략에서 주요한 테제로 다루어지게 되었으며,
오늘날의 종교를 대응하는 방식 및 종교교육 모두에 통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문제에 대한 인식과
노선은 일찍이 그들의 혁명 전략에 관철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창 공산당의 무장투쟁이 조직화되고 본격화되기 시작한 1931년에 무렵 중화소비에트공화국헌법대강 이
발표된다. 여기 제4조와 제13조에는 종교의 보장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입장이 처음 공식화되었다.1)
이런 종교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교교육의 선행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어 나온 1934년에 나온 제2차 중화소비에트공화국헌법대강에는 정교분리를 포함한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었다.2)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당의 통제를 벗어난 신앙과 공개적인 포교를 금지하고
종교의 분야에서 외세가 개입하는 것을 강력한 단속하는 내용이 조문에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종교문제에 대한 전략이 한층 강조되었고 아울러 종교교육의 관점과 학습 및 선전의 방향 또한 구체화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인제대학교 외래교수 (lujongp@hanmail.net)
1) 1931년 11월 5일 江西 瑞金에서 개최된 제1차 전국소비에트대표대회에서 통과한 中华苏维埃共和国宪法大纲의 第四
条 “在苏维埃政权领域内的工人、农民、红军士兵及一切劳苦民众和他们的家属不分种族(汉、满、蒙、回、鞑靼、苗、黎以
及高丽、安南人等)宗教，在苏维埃法律面前一律平等，皆为苏维埃公民.”와 第十三条 “中国苏维埃政权以保障工农劳苦民众
有真正的信教自由为实际目的.”
2) 1934년 1월 장시 루이진에서 개최된 제2차소비에트대표대회에서 통관된 中华苏维埃共和国宪法大纲에서 추가된 종교
관련 조항. “中华苏维埃政权以保证工农劳苦民众有真正的信教自由为目的，绝对实行政教分离的原则，一切宗教不能得到苏
维埃国家的任何保护和供给费用，一切苏维埃公民有反宗教宣传之自由，帝国主义教会只有服从苏维埃法律才能许其存在”。

87

ㆍ

東亞大學校 孔子學院 大韓中國學會

2017年度 秋季 國際學術大會 (2017.11.25.)

정치와 종교의 분리 나아가 종교와 교육의 분리로 발전한다. 중국공산당이 계급투쟁을 기치로 혁명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문화교육을 통한 선전을 적극 활용하였는데 계급과 당파, 신앙을 초월한 정치·경제·문화의
영역에서의 평등이 기본적 슬로건이었다. 이와 같은 종교교육의 이면에는 지금까지 관철되고 있는 신앙과 비
신앙의 자유와 신앙인과 비신앙인에 대한 구획을 통해 오히려 신앙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실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공산당이 본격적인 혁명과정에서 근거지로 삼았던 곳은 주로 변방지역이었다. 이들 지역에는 종
교적 결집체의 성격이 짙은 민족이나 거주민이 많았다. 그리고 이들 과의 연대가 절실한 중국공산당의 입장으
로서는 종교에 대한 포용적 태도가 필요했다. 1941년 각지항일근거지문화교육정책토론제강(초안) 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3)
그리고 이러한 종교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1949년 이후에도 그대로 반역되었다. 그해 9월에 중국인민정치
협상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종교계를 대표하여 吳耀宗(기독교), 趙樸初(불교), 馬堅(이슬람교) 등이 참가
하여 중국인민협상회의공동강령을 발표한다. 그리고 1954년 만들어진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는 이전의 소
비에트시기의 헌법을 계승하여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1949년 이후의 중국의 종교교육은 보장과 통제라는 기본 지침아래 統戰部가 주로 담당하였다. 통일전선사
업을 통한 종교교육의 요체는 종교 ‘五性論’과 ‘愛國宗敎論’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획일적이고 균형적인 대열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종교학교를 만들어 종교분야에 대한 통
제를 실행한다.
먼저 1953년을 시작으로 1957년에 거쳐 중국에 산재해 있는 각 종교세력은 정부의 공인 하에 그 지위를 인
정받아 전국적 규모의 단체가 결성된다. 중국불교협회(中国佛教协会,1953), 중국이슬람교협회(中国伊斯兰教协
会.1955), 중국천주교애국회(中国天主教爱国会.1957), 중국기독교삼자애국위원회(中国基督教三自爱国运动委员会.
1954), 중국도교협회(中国道教协会.1957) 등 5대 종단이 설립된다. 이들 단체는 정부로부터 부여된 권한을 통
해 각 교단의 입장을 대표하고 종단 내부의 자치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각 종교단체의 설립과 함께 그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교육의 의무와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종교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한다.
기독교에서는 1952년 자치(自治)·자양(自養)·자전(自傳)을 표방한 ‘三自運動’을 기치로 애국교회를 표방하며
金陵協和神學院를 필두로 기독교계열의 12개 학교가 전국에 걸쳐 설립되었다. 1956년에는 불교계가 중국불학
원(中國佛學院)을 설립하고 뒤이어 1958년에는 중국이슬람교경학원이 설립되면서 종교학교가 종교교육의 중
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 종교학교가 설립된 목적은 각 종교단체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이 기본적 취지가 되지만 여기에는 통전
부의 전략을 실천하는 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독교계열의 단체에서는 모
두 ‘愛國’이란 수식어를 붙어 그들의 조직의 명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종교단체의 타협점마저 1967년 문
화대혁명을 맞이하며 무화되고 종교학교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
종교학교가 다시 문을 연 것은 1980년에 종교학교에 대한 복원요구와 함께 1982년 덩샤오핑의 19호 문건을
기화로 종교에 대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종교학교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4) 중국이슬람교경학원(中国伊斯兰
教经学院), 중국불학원(中国佛学院), 중국기독교남경협화신학원(中国基督教南京金陵协和神学院)이 다시 문을
열었고, 중국천주교신철학원(中国天主教神哲学院, 1983)이 새로 창건되었다. 그리고 1990년에는 중국도교협회
의 숙원사업이었던 중국도교학원(中国道教学院, 1990)까지 마침내 창설되어 이제는 종교학교도 5대 종교지형
을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종교학교에서는法音, 天风, 中国天主教, 中国穆斯林 등 종교 기
간지들도 복간되거나 창간하는 등 각 교단의 선전과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현재는 종교학교의 숫자는 갈수록 증가하여 2011년에는 100개 가까이 늘어났다. 이러한 종교학교의 팽창은
종교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거나 법적 장치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2009년 宗教院
校设立办法 (2009년 9월 1일 시행)이 만들어진데 이어 2012년과 2013년에는 두 개의 办法로 불리는 宗教院
3)
4)

( )“

“
，

，

，

各地抗日根据地文化教育政策讨论提纲 草案  中国共产党 对于宗教和迷信的态度 应当是主张信仰自由 人类的宗教迷信
不能强制的禁止和取消 只有在发展新的文化教育运动中 才能逐渐克服 只有发展科学 才能逐渐破除人民的宗教迷信成
见。
中央统战部同意国务院宗教局党组 关于恢复宗教学院的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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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11월 5일 반포), 宗教院校学位授予办法(試行) (2013년1월1
일 시행)가
올해 발표된 종교사무수정조례 (2018년 2월 시행)에서는 종교학원이 따로 취급될
만큼 수정조례의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 졌다. 그만큼 종교학교의 설립과 운영문제는 중국 정부의 종교 업무
와 종교 정책분야에서 중요한 사안이 된다.
校教师资格认定和职称评审聘任办法 试行

반포되었고,5)

2. 불교 교육과 불학원
불학원은 중국의 5대종교 중에서 설립된 학교 수가 가장 많으며,6) 전국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불교는 중국에 들어 가장 일찍 들어온 외래 종교이자 빠르게 중국화된 종교라 할 수 있다. 오랜 역사 속에 화
려한 불교문명의 성취를 일구었던 불교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종교적 기반이 위축 되었지만 개혁개방 이후 점
차 불교의 교세확장과 불교문화의 복구가 눈에 띈다.
중국의 불학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메이저급의 중점 불학원과 규모가 다소 처지는 중급 불학원으로 나눌 수
있다. 중점불학원은 정부와 중국불교협회가 집중 관리하는 학교로서 4년제의 본과와 3년의 연구생 과정을 두
고 있는 학교들이 여기에 속한다. 대표적으로 中國佛學院을 비롯하여 閩南佛學院, 雲南佛學院 등이 이에 해당
하며 그 밖의 중소 불학원들은 大專에 속하는 2,3년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 불학원을 대표하며 중국불교협회에서 설립한 최고 교육기관인 중국불학원은 중국불교 교육의 현
실을 가장 잘 조감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1956년 창설된 중국불학원은 1949년 이후 설립된 대표적 관변 불교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 초대 원장에
는 라마교 승려인 喜饶嘉措(Shes-rab Rgya-mtsho ,1884-1968) 추대되었다. 그는 티베트불교의 고승으로 티
베트대장경 甘珠尔(칸큐르)를 교감한 티베트의 불학의 태두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러나 실제 중국불학원을
이끌고 이후 불학원의 확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1949년 종교계를 대표하여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던 趙樸初이다. 그는 근대 학승 太虛대사의 제자로 불교학에 전통한 중국현대불교를 대변하는
산증인이기도 한 인물이다. 그가 3대 중국불학원 원장에 취임하며 불교학원의 기틀을 만들었고 중국적 현실을
감안한 불교교육의 접점을 마련하였다. 1966년 문혁이전까지 중국불학원은 41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고 한
다. 1980년 다시 개교하여 본과생과 연구생을 모집하여 불교의 승려를 배출하고 있다.7)
학교교육은 크게 불교교리와 언어, 불교문화 및 실무교과로 나누어진다. 불교전공과목은 戒律學,中觀學, 唯
識學, 禪學, 天台學, 華嚴學, 淨土學, 因明學의 7개 분야로 나누어 학습한다. 아울러 종교학교의 학생들이 모두
일정한 정치학습 과목과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8) 전체적으로 중국불학원은 漢傳불교인 대
승불교의 전통을 계승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여타 漢傳 불교학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표본이
되고 있다.
표에서처럼 한전불교 학교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특기할만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하나는 대학과 연계하여 총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관련 연구소나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을 다원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2011년 仁順대사가 원장으로 있는 深川의 弘法寺佛学
院은 北京大学佛学教育研究中心와 협동으로 불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 불학원은 재가자반을 따로 두는 등
현대적 교육방식의 개선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설립된 불학원 대부분 유서 깊은 사찰이나 각 종파를 상징하거나 사찰 그리고 위대한 조사
나 선사를 기려 이를 취지로 만든 사찰이 많다. 이처럼 뚜렷한 유서를 가진 사찰의 불학원은 그 전통을 살려
5) 2014년 종교학교에서 첫 佛学硕士学位졸업생과 神学硕士学位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赵红宇, 宗教院校贯彻两个《办
法》初显成效 , 中国宗教2014, 8기.
6) 2011년 기준 92개 종교교육기관(천주교 13개, 기독교 20개, 도교 5개, 이슬람교 10개, 불교 55개)로 집계되었고, 2016년
기준으로 국가종교사무국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종교교육기관은 85개교, 교원은 약2500명, 재학생 약 1만명, 누적 졸업
생 약 4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宗教工作大数据 ，(凤凰厦门，2016.4.26.)
7) 本科班은 2년에 한 번 모집에 每级四十名 정도, 研究生은 五名 지금까지 약 四百名의 本科毕业生
8) 雷斐然, 浅谈福建佛学院的思想政治教育工作之道 , 法音, 2017年 2期,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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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세를 키우는데 힘쓰고 있다. 천대종의 본산 國淸寺에 설립된 天台宗佛学院이 天台山佛学院에서 교명을 바꿔
예전 천태의 교학의 명성을 잇고자 하며, 雲門佛學院은 처음 설립 때 중급 정도의 교세에 불과했으나 선가오
종의 발상지로서의 명성이 더하여 2010년에는 중점 불학원으로 발돋움하였다. 이처럼 현재 설립된 불학원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 생겨나는 불학원이 중국 불교가 남긴 뛰어난 교학과 수행을 불교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면 미래 중국불교의 전등신화는 이들 불학원이 시작될 것이다.
한편 정치적인 갈등과 함께 종교적 관습과 교육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藏傳불교 교육은 현실적으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베이징 西黄寺에 설립되어 있는 中国藏语系高级佛学院와
티베트 현지의 승단교육이 이를 양분한다. 国藏语系高级佛学院는 1987년 10대 판첸라마와 趙樸初가 주도하여
만들었다. 이 학교는 실제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티베트불교의 관변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活
佛 승려들을 모아 강습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티베트 최고의 학위인 게쎄(Geshe)를 배출하기 위한 최고단계
의 “하람빠(拉然巴)”를 시행하는 등 중국 정부가 티베트 불교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티베트 종교지도자
양성기관에 해당한다.9) 그리고 티베트 라싸에도 西藏佛學院이 2011년 낙성식을 갖고 개교하였다. 이곳에서는
密宗, 顯宗, 活佛의 3개학부가 운영되며 6:2:2의 비율로 불교학, 사회문화, 법제의 교과과정이 개설된다. 그리고
2013년 7월 첫 졸업생 150명의 승려를 배출하면서 라마교의 등급제 학위를 수여했다. 그밖에 주요 사원에 분
원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티베트 불교의 특성상 자세한 운영사정을 알긴 어렵다. 닝마파가 거주하는 甘孜藏
族自治州에는 1985년 色达五明佛学院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10)고 한다.
그리고 또한 南傳불교를 전승하는 불학원도 있다. 雲南의 上座部 권역에 속하는 傣族 등 남방불교를 신봉
하는 민족을 고려하여 西双版纳에 분원을 운영하고 있다.
▣ 佛學院(漢傳)
학교

소재지

개교

학제

학교

소재지

개교

학제

中国佛学院

北京 法源寺

1956

4년/연구생

中国佛学院
灵岩山分院

苏州

1980

4년

中国佛学院
普陀山学院

舟山市

1988
2011

4년

中国佛学院
栖霞山分院

南京

1983

4년/연구생

闽南佛学院

厦门 南普陀寺

1925
1986

4년/
英语佛学班5년

杭州佛学院

天竺法净禅寺

2005

4년

福建佛学院
尼众部[

莆田 广化寺
福州 崇福寺

1983

2년

岭东佛学院

潮州市

1933
1991

2년

广东尼众佛学院

汕尾市 定光寺

1998

4년

黑龙江依兰尼众佛学院

依兰
慈云寺

1988

3년

江西尼众佛学院

临川 金山禅寺

1994

3년

四川尼众佛学院

成都
铁像寺

1983

3년

江苏尼众佛学院
[南京大学旭日佛学研究中心]

南京 鸡鸣寺

2005

4년

兴福寺尼众律学苑
[浙江佛学院天台宗学院女众部]

浙江台州

2004

3년

五台山
尼众佛学院

五台山 普寿寺

1992

3년

峨眉山佛学院

峨眉山大佛禅院

1927
1983

4년/연구생

戒幢佛学研究所

苏州 西园戒幢律寺

1996

4년/연구생

泉州佛学苑

庆莲净寺

1987

4년

浙江佛学院
[弥勒佛学院]

雪窦寺
大慈寺(尼众)

1995

4년/연구생

爱道尼众佛学院

成都
爱道堂

1996

3년

广德佛学院

四川遂宁

1924
1989

2년

哈尔滨佛学院
[极乐寺佛学院]

哈尔滨

1990

2년

天宁佛学院

常州 天宁寺

1909
1990

暂不招生

湖南佛学院
尼众部

长沙麓山寺
长沙开福寺

1998

3년

天台宗佛学院
[天台山佛学院]

国清寺

1931
1999

본과4년

武昌佛学院
(男·女衆)

武汉

1922
1994

3년

云门佛学院

广东 云门寺

1992

본과4년

空林佛学院

成都文殊院

2006

3년

9) 仁可, 当代内地“汉式藏传佛教”寺院的教育制度 , 五台山硏究, 2012.2
10) 宋佳, 来自高原的唱经 探访世界最大的藏传佛学院 ,祖國, 2012.3,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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慈云佛学院(尼众)

浙江 慈云庵

1986

본과4년

曹溪佛学院

韶关
南华禅寺

1943
1983

4년

河北省佛学院
(男·女衆)

河北赵县 柏林禅寺

1998

3년

武进佛学院

常州
大林寺

2004

4년

显庆佛学院
[扬州大学연계]

苏州 包山寺

2006

4년

山东湛山佛学院

青岛

1935
2004

3년

法门寺佛学院

陕西 法门寺

2010

4년/연구생

五台山佛学院

竹林寺

弘法寺佛学院
[北京大学佛学教育研究
中心]

深圳 弘法寺

2011

4년

辽宁大学永惺佛学研究
中心研修学苑

辽宁 朝阳市

2011

4년

重庆佛学院
[西南大学연계]

华岩寺

1992

4년

重庆佛学院
慈氏内学研究院

重庆 缙云寺

2006

6년

云南佛学院
尼众部

昆明宝华寺
大理 九莲寺

2004
1997

3년
3년

江西佛学院

江西靖安县

1992

2년

九华山佛学院

甘露寺

1990

2년

上海佛学院

上海玉佛寺

1983

3년

种德佛学苑(尼众)

福建福安
种德禅寺

1992

2년

寒山书院
尼众部

苏州寒山寺

2003

3년
4년

镇江金山佛学院

镇江天禅寺

1995

2년

鉴真佛教学院

扬州

2001

4년

南海佛学院

海南三亚

2014

4년

학제

宝华山律学院

5년

▣佛敎院(藏傳)
학교

소재지

개교

학제

학교

소재지

개교

中国藏语系
高级佛学院

北京
西黄寺

1987

3년

西藏佛学院

拉萨

2011

西藏佛学院
色拉寺分院

拉萨

西藏佛学院
桑耶寺分院

扎囊县

西藏佛学院
孝登寺分院

那曲

甘肃省佛学院

拉卜楞寺

1986

4년

色达五明佛学院
(甘孜藏族自治州)

四川
喇荣寺

1985
1997비준

6년

四川省藏语佛学院
(건설중)
内蒙古自治区
佛教学校

呼和浩特
隆寿寺

1992

3년

青海省藏语佛学院

海南州
珍珠寺

1986

4년

云南佛学院
(藏語班)

昆明宝华寺

2004

5년

云南佛学院
迪庆藏传佛教分院

香格里拉县

2008

2년

소재지

개교

학제

학교

소재지

개교

학제

5년

云南佛学院
西双版纳分院

景洪市

1994

▣ 佛敎院(南傳)
학교
云南佛学院
(팔리어반)

昆明宝华寺

2004

중국에서 현대적 불교학교의 전통은 20세기 초로 소급해 볼 수 있다. 1906년 江蘇의 揚州 天寧寺에서 처음
승학당을 창설하여 젊은 학승들을 불러 모았다. 이어 중국현대불교의 중흥 인물로 불리는 楊文會가 南京의 金
陵經刻處에 祗洹精舍를 세워 승려 및 재가자의 교육에 힘썼다. 불교학교 교육의 모태가 되었던 袛洹精舍는 안
타깝게도 1년 정도 밖에 지속되지 못했고 그의 제자 歐陽競無와 太虛대사에 의해 본격적인 근대적 교육기관
의 모형이 완성된다. 1922년 歐陽競無가 설립한 支那内學院 및 1922년 太虛대사가 창립한 武昌佛學院11)과 閩
南佛學院에서 활동은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불교 승려와 학인을 양성하는 혁신적인 불교교육의 이정표가
되었다.12)
11) 祝元斌,
12) 黄夏年,

(1922-1949) , 華中師範大學(석사), 2016.5.
, 2001年第4期,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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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대중국의 사회의 급격한 정치적 체제의 변화와 소용돌이 속에 불교는 본래의 종교적 역할과 기능
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자연히 승려를 양성하고 교육제도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많은 불학원은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중국 정부의 간섭이 지
배적이어서 불학원의 독립성 여부가 종교교육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현실적으로 불학원을 중심으로 한 종교교육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지금의 도식화
되고 천편일률적인 교육방식으로는 창의적인 교학이론을 생산하고 종교적 수행의 높은 가치를 실현시키기에
는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이다.13) 보통 ‘學과修’로 대응되는 불경의 교리학습과 수행실천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이 어느 하나 소홀함에서 종교적 경지를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는 중국불교의 성과와 발전의 가
늠자가 되기 때문이다.14)
둘째, 총림과 불학원의 역할규정 문제이다. 충족한 교리학습과 수행의 실천이 미비한 상태에서 사원을 관리
하고 사부 대중을 맞이해야 하지만, 불학원을 비롯한 교육기관을 통해 양성된 학원승들에게서 나타나는 종교
적 성찰의 부족 또한 당면 교육의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셋째, 점차 늘어나는 비구니승의 교육과 그들이 역할에 대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15)
넷째, 위에서 언급한 했듯이 中国藏语系高级佛学院의 경우처럼 불학원을 통해 藏傳불교에 대한 통제를 제
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조치이다. 상호불신을 덜어 내는 대승적 자세를 통해 티베트계열의 불학원이 교육적
순기능을 잘 발휘하는 등 한전장전을 아우르는 경전연구 장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불교계의 세속화와 상업화의 논란은 사회의 자본화과정에 수반 되는 불
가피한 현상일 수 있다. 불교의 교세가 확장될수록 이런 현상은 곳곳에서 돌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불건전
한 불교계의 타락을 미리 예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 장치 또한 불학원의 교육적 순기능의 발휘 여하에 달
려있다고 하겠다.

3. 도교 교육과 도교 학원
도교는 5대 종교 중에 중국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한 토착 종교이다. 그럼에도 종교학교의 설립은 가장 늦게
정부의 비준을 받아 1990년에야 첫 도교학원이 세워진다. 도교협회에서는 그 이전부터 도교의 명맥을 이어갈
도사를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문혁으로 좌절되었고16) 우여곡절을 겪은 끝
에 마침내 숙원이던 종교학교를 세우게 된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종교에 대한 유화적 조치로 도교협회는 198
2년 이후 5차례의 지식전수반과 1차례의 진수반이 등이 운영한 경험을 살려 도교 교육의 체계를 정립하기 시
작하여 1990년 도교를 대표하는 종교학교인 中國道敎學院이 문을 열었다. 이후 아래의 표에서처럼 전국적으로
현재 정부의 비준을 받은 10여 곳 중 6곳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밖에도 다섯 곳 정도
가 새로 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17)
그리고 여성 도인을 양성을 양성하는 ‘坤道班’ 또한 중국도교학원에서 운영하는 전수반 형태의 모집단위에
서 벗어나 2015년에 처음으로 독자적인 학교를 개설되었다. 현재 유일한 여성 도인을 양성하고 있는 中國道敎
學院坤道班[일명南岳坤道學院]이 湖南省 衡山의 南岳大廟에 설치되어 매년 전국적으로 40명의 입학생을 모집
하고 있다.
道敎學院들은 본과 4년제나 전과 3년제로 운영되며, 석사과정도 개설되어 있다. 교과운영은 정치과목, 문화
과목, 전공과목이 1:2:7 비율로 배분되어 있으며, 전공은 주로 도교 경전을 중심으로 도교의 교리와 수행이론
및 주요 종교경전 학습병행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매일 필수적으로 종교적 수행을 실천해야 하는데, 太極拳,
13) 刘元春, 当代中国佛教教育的机遇与挑战 , 法音, 2016년(第十期), p.36.
14) 黄夏年, 当代中国佛教教育三题 , 浙江学刊, 2001年第4期, p.18.
15) 杨晓燕, 当代尼众教育模式研究 , 中央民族大学 碩士, 2011.4.
16) 중국독교협회가 1961년에 培养道教知识分子计划 을 제정하고 도교도들을 위한 첫 학교를 만들기 위해 위한 진수반
을 열었다. 중국도교학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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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段錦

및 靜坐 등과 玄门日诵早晚课을 염송해야 한다.

▣ 道敎學院
학교

소재지

개교

학제

학교

소재지

개교

학제

中国道教学院

北京
白云观

1990

본과4年
/碩士

武当山道教学院

湖北省
净乐宫

2007

본과4년

上海道教学院

上海
東岳廟

2005

大专3년
본과4年

青城山道教学院

成都

2007

大专3년

龙虎山道教学院
(建设中)

江西省

4年제
전과3년

中国道教学院
南岳坤道學院

湖南 衡山
南岳大庙

2015

大专3년

浙江道教学院

天台山

华山道教学院

陕西 华阴
玉泉院

2016기공

2013비준

도교학교가 가장 늦게 종교교육의 체계를 확립한 까닭은 도교의 교육모델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도교는 역사적으로 학교교육의 모형이 될 만한 종교교육의 경험을 찾기 어렵고 도교가 종교조직으
로서의 응집된 구심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타 종교는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중국화라는 습합의 문
제로 자신의 정통성을 부여 받거나 종교적 정체성 유지하게 되는데 반해 중국에서 자생한 도교는 민간신앙과
미신이란 속박을 털어 내고 종교적 구색을 갖추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래서 1949년 이후 전통종교인 도교의 적극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학계의 노력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논란
도 거세었다. 太平經, 雲笈七簽 등 도교경전에 대한 논쟁이 그것이다.18) 역사 속에서 도교 집단이 농민봉
기를 촉발한 점을 강조하는 혁명사관과 도교의 행태가 도리어 민중을 우매함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반
혁명적 요소를 두고 입장이 팽팽하였다. 사실 도교에는 신비적 색채와 미신적 요소가 돌출되는 경우가 많다.
크게 보아 도교는 全眞派와 正一派로 나뉘는데 전진파는 불교처럼 도인의 탈속 이행과 내단의 수련을 강조
하는 등 비교적 미신적 내용이 덜하고 교단 내부의 규율 또한 엄격하다. 따라서 중국정부에서도 비교적인 우
호적인 자세로 이 도교 일파를 대접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에 비해 天師道라 불리는 남방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정일파는 주술과 부적 등 의식을 통한 구원에 집중하는 까닭에 미신적 소지가 다분하며 여타의 주
술적 요소가 강한 민간 신앙과 결부한 사교적 조직으로 비화될 수 있어 경계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도교는 먼저 교리를 정립하고 체계적인 교육방식을 확립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종교학
교에서 사용할 도교 교재의 편찬은 급선무라 할 수 있다.19) 현재 도교학교에서 채택하는 교재는 무수한 도교
관련 서적 중에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선택하여 학습하며 때로는 학술사상서와 교리경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도 발생한다.
그리고 도교학교를 통해 교육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확고한 교육이념과 지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2000여개의 宮觀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두 역사적 가치를 보유한 국가나 지
역의 주요 문물이자 전통문화의 자산이다. 따라서 도궁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소요되는데 대
개 도교학교의 졸업생으로 충당되고 있다. 그러나 도교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단지 궁관의 관리에 머무는
한계를 극복해야지 종교적 가치로서의 의미부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도교학교는 이런 중국 도교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20)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주로 남성 도인인 道士를 대상으로 전개되는 乾道班 위주의 교육에서 도고道姑라 불
리던 여성 도인을 양성하는 坤道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도교학교가 도교 인력의
다원화에 앞장섬으로써 도교의 종교적 입지와 사회적 기능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18) 杨宽, 论<太平经> , 學術月刊, 제9期, 1959.
19) 黃甲, 推进道教院校规范化教学势在必行 , 中國宗敎, p.29./
6. p.8.
20) 李光富, 着眼新使命 突出抓好道教人才培养 , 2017.2,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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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슬람교 교육과 이슬람교 경학원
이슬람교는 불교 다음으로 중국에 일찍 유입된 외래 종교이다. 중국의 무슬림은 回族이란 이름으로 중국의
곳곳에 집단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종교적 관습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 주로 서북지역이나 雲南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중국 내륙의 도시 및 향촌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 때론 본토의 한족들
과 갈등을 빚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슬람교의 교육기관을 經學院이라 부른다. 이렇게 불리는 데는 중국의 무슬림의 전통 중에 학생들을 교육
하는 중국의 사숙과 비슷한 독특한 교육방식의 經堂교육이 있다.
현재 중국에는 무슬림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학원이 10곳 정도 설립되어 경당교육의 전
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경학원은 베이징의 회족 집성지로 유명한 牛街에 설립되어 있는 中国伊斯
蘭敎經學院이다. 그리고 이곳 淸眞寺는 회족의 근대교육개혁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20세기 접어들면서 이
슬람교 내부에서도 중국에 서구화의 물결에 따라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을 품은 성직자들인 아홍(阿訇,ākhund)
들이 생겨나 회교도의 교육혁신을 꾀하였다. 1903년 王浩然 대아홍을 비롯하여 张子文, 達浦生 등이 교육개혁
운동에 앞장섰다. 1908년 牛街에 최초의 공립소학당이 설립되고 뒤 이후 전국 각지에 이슬람 사범학교가 차례
로 생겨났다. 따라서 현재의 경학당은 과거의 경당교육과 20세기 이후 회족들에 의해 건립된 근대학교 교육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셈이다.
中国伊斯蘭敎經學院은 1955년 이슬람교의 유일한 종교학교로 설립되었다가 문혁을 거치고 1982년 다시 문
을 열어 현재까지 이슬람교의 교역자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학교의 4년제의 교과 과정을 살펴
보면 이슬람경전교목과 인문교양과목이 7:3 비율로 이수된다. 기본교육과목에 정치사상과목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이 학교가 현대식 수업강의방식을 채택하고 강의교재를 따로 편찬하는 등 교육 자료를 충실히
개발하고 활용하는 종교학교의 모범적 사례로 거론되기도 한다.21)
1982년 이후 지금까 이 학교를 통해 1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되었고 졸업생들은 대부분 중국 전국의 이
슬람단체와 청진사, 경학원 등에 활동하고 있다.
그밖에 경학당 중에서 新疆伊斯蘭敎經學院은 신장위그루자치주 우루무치에 설립되어 있는 유일한 경학당이
다. 1982년 설립되었는데 지역적 특성상 위그루족을 비롯해 중아아시아 이슬람민족계열의 학생들이 많다. 본
과는 5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습과목에는 중국사회주의이론이나 종교사무조례 와 같은 정치사상교육 과
목도 포함되어 있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신장지역의 淸眞寺에서 이맘(lmām) 같은 성직자로 나가거나 이슬람단체의 사무에 종
사한다.
남방에 위치한 昆明中国伊斯蘭敎經學院은 본과를 졸업하면 雲南民族大學의 학력을 인정받아 漢语言文學전
공 학위를 받게 된다. 이슬람교종교학교와 일반 대학의 협력사례로서 이를 통해 앞으로 이슬람종교학교의 변
모를 점쳐 볼 수 있다.
▣ 이슬람교 經學院
학교

소재지

개교

학제

학교

소재지

개교

학제

中国伊斯兰教经学院

北京

1955

4년

北京伊斯兰教经学院

北京

1982

2년

昆明伊斯兰教经学院
[云南民族大学연계]

昆明

1987

4년

新疆伊斯兰教经学院

乌鲁木齐

1987

5년/3년

宁夏伊斯兰教经学院

银川

1985

4년

青海伊斯兰教经学院

西寧

1985

4년

河北伊斯兰教经学院

石家庄

1985

4년

兰州伊斯兰教经学院

兰州

1984

5년

沈阳伊斯兰教经学院

沈阳

1985

4년

郑州伊斯兰教经学院

郑州

1985

4년

중국에 이슬람교는 실질적으로 이원적 형태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이슬람교가 중국에 유입되면서 중원의
21)

伊斯兰教育思想及其实践

, 中國穆斯林, 2010.5, pp.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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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족이 불교처럼 이슬람을 신앙으로 개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외래의 이슬람교도들이 중국에 정착하면서
이슬람교가 중국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그리고 무슬림은 종교에 대한 신앙의 방식이 매우 견고하여 개종 사
례를 보기도 드물다. 중국의 무슬림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처지를 맞이하게 된다. 이민족으로 중원을 장악한
원나라 시기에는 색목인으로 불리며 본토의 한족보다 신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새로 중원을 되찾은
한족 왕조인 명의 등장으로 무슬림은 피지배계층으로 가혹한 탄압에 직면한다. 따라서 중국의 무슬림들은 중
원과의 타협을 거쳐 회족이란 중국화 된 이슬람 민족이 탄생한 셈이다. 특히 공산혁명과정에서 서북을 중심으
로 변방에 거주하고 있는 회족 같은 비한족 민족과의 협력이 중요했던 마오쩌둥 “각 소수민족의 문화·종교·관
습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종교적 유화 전략을 취한다.22) 따라서 같은 무슬림일지라도 중국에서 寧
夏回族自治區로 대표되는 회족23)과 新彊지역의 위그루족 등의 이슬람교도와는 종교적 입장과 신앙의 방식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런 차이는 교육방식에서도 차별성이 드러난다.
중국 내 회족은 종교교육에서 매우 특별한 교육전통을 보유하고 있다. 이른바 經堂교육으로 불리는 중국내
무슬림의 교육방식은 오랜 전통과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 명나라 후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무슬림은 경당교
육이라는 중국적 특색이 가미된 교육 모델을 창안하였다.24) 胡登洲에 의해 처음 창설된 이슬람사원의 경전학
습과 중국의 사숙이 결합한 형태이다25) 따라서 이미 중국의 전통과 문화에 훈련된 회족은 중국의 경학원 교
육을 통해 회족의 유리한 교육기회로 활용할 가능이 높다.
그러나 新彊지역의 이슬람교육에는 현재의 경학원 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을 극복
해야 한다. 그들은 지리적으로도 민족의 구성으로서도 중국과 동화되기 어려운 요건을 갖고 있고 종교적 맥락
에서 중원의 회족들과는 구분이 된다. 중국 이 지역에 新疆伊斯蘭敎經學院을 운영하고 있다. 종교학교의 설립
과 운영이 이 지역의 복잡한 문제를 타개하고 향후 이지역의 이슬람사원과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5. 가톨릭 교육과 신철학원
중국의 가톨릭의 운명은 기본적으로 로마 교황청 바타칸과 중국의 수교와 종교적 내용에 관한 타협 여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 많다. 전 세계 가톨릭교회는 바티칸을 중심으로 통일적 조직을 형성하고 기본적으로 교황
청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바티칸 간에는 아직 수교가 맺어지지 않은 채
정부 간에 입장을 조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은 역사 학습을 통해 서구가 신부 등 성직자를 앞세워 동방의
침략에 나선 사례를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이에 반해 가톨릭교회는 중국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와 교리적
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낙태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주교의 임명권을 두고 첨예화 되고 있다. 중국은
바티칸의 내정 간섭으로 치부하고 있고, 바티칸은 중국의 독자적인 주교 임명을 반대하며 서로 맞서고 있다.
이러한 불화는 중국 내의 가톨릭의 신앙적 상황을 훨씬 힘들게 만들고 있다.26)
중국에서 가톨릭 학교는 일반적으로 천주교신철학원으로 불린다. 신부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며 신철학원
졸업하고 중국 각지의 수도원에서 사역으로 종사하게 된다. 중국에는 현재 지역적으로 분할하여 신철학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전국을 약 10개의 신철학원이 지역별로 쪼개어 각 지역교구의
연합 하에 관리하고 거의 동일한 교육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신철학원인 中國天主敎神哲學院을 통해 교육과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1983년 베이징에 설
22)

论新阶段(1938. 10) “尊重各少数民族的文化、宗教、习惯”1940年4月，中央西北工作委员会拟定的回回民族问题提纲
“伊斯兰教对回回民族，不只是简单的宗教信仰。伊斯兰教原是兴起于反对异族侵略与内部压迫的环境中，它富有反抗的精
神，教义中还包含着社会的、文化教育的以至政治的制度之规约。回回民族由于自己的历史环境，至今牢固地保持着伊斯兰
教的传统。伊斯兰教成了回回民族社会生活的组织部分，与团结奋斗的神圣旗帜;但另一方面，它又成了回族文化发展与民族
觉醒、阶级觉醒的障碍，回族内部与外部的黑暗势力就利用它来做巩固自己地位的工具.”
23) 吳建華, 西北回族伊斯兰教育的历史与当代变迁 , 中央民族大學(博士), 2007.5
24) 马强, 经院化与多元化:对回族伊斯兰教育问题的反思 , 北方民族大学学报, 2015 年第2期, p.81.
25) 郭承真,贾建萍, 当代我国伊斯兰经学教育的几点思考 , 中國穆斯林, 2016.4, p.15.
26) 刘幼民, 中国天主教会何去何从？ , 2013.6.18. http://www.21ccom.net/articles/zgyj/ggzhc/article_20130602847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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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중국신철학원은 교역자를 양성의 최고 기관이다. 이른바 중국에서 중국천주교의 명칭 앞에 관용적 수식
어로 사용되는 獨立·自主·自辦의 구색은 어느 학교나 다를 바 없다.
신철학관의 교육기관은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신학부와 철학부로 나뉘는데 6년의 교육괴정에서 철학부 2년
과 신학부 4년으로 나누어진다. 철학부는 일종의 본격적인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수행하는 일종의 기본학습
과정인 셈이다. 예전에는 4년으로 운영되던 신철학원도 있었지만 지금은 6년의 교육과정이 일반화 되었다. 신
철학원을 졸업하고 시험과정을 통과하면 정식 서품을 받아 사역으로 각 수도원에 종사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는 1년의 사회봉사와 교역실습을 받는 과정이 더해져 졸업에 7년이 시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을 마치면 중국
종교사무국에서 부여하는 학사학위를 수여받게 된다.
학교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신부를 배출하는 본과과정 외에 1,2년 과정의 사역진수반과 훈련양성과정을 두
기도 한다.
신학부는 성경학과 신학이론 교회사와 성령론 및 교회의식 등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고 철학부에는
인식론과 윤리 및 동서양철학사 등를 학습하고 외에 문화관련 과목에서는 라틴어 및 각종 언어와 예술 및 정
치 분야를 아우른다.
▣ 天主敎 神哲學院
학교

소재지

개교

학제

학교

소재지

개교

학제

中国天主教神哲学院

北京大興區

1983

6년

北京天主教神哲学院

北京海淀区

1981

6년

上海佘山

1982

6년
吉林天主教神哲学院

吉林

[1915]
1987

6년

中国天主教佘山修院
神哲学部
佘山修院泰来桥分院
文学部

上海青浦

1990

2년

四川天主教神哲学院

成都

1983

6년

沈阳天主教神学院

沈阳

1983

6년

陕西天主教神哲学院
西安备修院

西安

1991

6년

河北天主教神哲学院

石家庄

1984

6년

孟高维诺山西修院

太原

[1902]
1985

6년

天主教中南神哲学院
[武昌修院]

武汉

1983

6년

*聖神修院神哲學院

香港

1970

6년

현재 바티칸과 중국정부는 수교의 단계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 서로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 주교의 임명권에 관한 것이다. 가톨릭의 교황청에서 중국내 교구에 주교 임명권을 갖는 것을 자주권을
침해 받는 행위로 해석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천주교회의 문제는 종교적 관점 외에 정치적 요
인이 걸쳐 있어 중국 정부의 천주교에 대한 통제가 엄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상은 국내에서 발생하
는 종교적 상황에 긴밀히 대응할 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 국내외에서 자연 발화적으로 일어날 종교의 자유와
권익 보장에 요구의 당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일정한 통제 속에 놓여 있는 신
철학원의 교육 기능과 방법에 있어서도 주교 임명에 따른 변화가 잠재해 있다.
현재 중국의 천주교는 밖으로 정부의 인정을 받아 공식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단체나 교회가 있는 반면
수면아래서 더 많은 자율적 신앙 활동과 선교 사업을 요구하는 지하교회가 공존한다. 지하교회의 신자와 활동
이 커질수록 중국 천주교회 전반에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지금의 매우 평균화된 방식의 학업과 수행에
길들어 있는 신철학원 통해 배출된 교역자들이 현재 처해 있는 중국천주교의 이원화된 신앙적 양태를 극복해
내고 미래지향적인 방법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지도 미지수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톨릭이 교세를 확장되고 사회적 지평을 넓히는 사업에 희망을 갖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천주교교회가 일군 교육 분야의 커다란 족적을 떠올릴 수 있다. 천주교는 현대시기 학교를 통해 중국교육의
개혁을 선도하고 현대화 작업을 선도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천주교가 만든 학교를 통해 성취되었다. 점
차 가속되고 있는 중국에서 자유화와 사유화의 추세는 보면 곧 국제적 협력을 통해 上海震旦學院, 北京辅仁大
學, 天津工商學院 등과 예전의 기독교계 사립학교가 다시 창립되는 희망을 가질 법도 하다.27) 그러나 중국의
27) 谭永亮,

中国天主教高等教育回顾

, 鼎, 2006年秋季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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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이런 상황을 우려하여 종교가 사회적 기능을 차단하기 위한 부단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2018년 시
행되는 종교사무수정조례 를 살펴보면 종교계가 학교가 이룩한 고등교육의 혁신과 선진화는 꿈에 지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6. 개신교 교육과 신학원
중국에서 개신교 또한 종교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애국교회란 명함을 달고 종교활동을 보장 받는 정부
인가 교회와 수많은 종교활동의 장벽 속에 작은 소규모 단위로 교회 활동을 이어가는 가정교회가 이분화 되
어 있다. 가톨릭과 달리 다양한 교파와 교회조직이 종교활동을 펼치는 개신교는 종교학교의 숫자가 많은 편이
다. 개신교의 종교학교를 대개 神學院으로 지칭한다. 특히 20세기 들어 당시 혼란한 중국 사회에서 적극적 교
회활동을 편친 탓에 오늘날까지도 예전의 교명을 이어 사용하는 신학원도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南京에서 설립된 金陵協和神學院은 중국 개신교 신학원의 역사이자 자부심이기도 하다. 중국의
건국 후에도 공산당의 인정을 받아 유일하게 설립된 학교이다. 4년제를 졸업하면 신학학사가 주어지며 연구생
과 정도 운영하며 석박사생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金陵協和神學院과 쌍벽을 이루던 燕京大学宗教学院가 전신
인 燕京神学院도 개혁개방 이후 새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신학원을 졸업하면 이들은 전국 각지의 기독교 애국단체나 교회에서 교역자로 활동한다.
신학원은 대개 규모가 큰 학교는 4년제로 운영하고 중급의 신학원은 성경학교란 이름을 붙이기도 하며 3년
제의 전문학교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신학원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반을 따로 두고 수강생을 모
집한다.
교과수업은 신학과 사회과학 7:3 비율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애국교회의 명칭에 맞춰 사상정치과목의 학
습을 이수하고 ‘愛國主義敎育’란 봉사활동을 펼친다.
▣ 神學院
학교

소재지

개교

학제

학교

소재지

개교

학제

金陵协和神学院

南京

[1917]
1952

4년/
研究生

燕京神学院
[燕京大学宗教学院]

北京

[1925]1986

4년

华东神学院

上海

1985

4년

广东协和神学院

广州

[1913]1986

4년

山东神学院

济南

1987

浙江神学院

杭州

1984

4년

福建神学院

福州

1983

4년

四川神学院

成都

1984

4년

中南神学院

武漢

1985

4년

东北神学校

瀋陽

1989

4년

陕西圣经学校

西安

1983

3년

云南神学院

昆明

1989

3년

河南圣经专科学校

鄭州

1989

3년

江西圣经学校

南昌

1992

3년

湖南圣经学校

长沙

[1917]
1990

3년

江苏神学院

南京

1996

3년

内蒙古圣经学校

呼和浩特

1987

3년

黑龙江神学院

哈尔滨

1996

3년

*香港神学院

香港

1952

4년

개신교가 중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벌이는 종교단체이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 중국의 각종 사회
봉사활동 및 문명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데 앞장섰다. 그중에는 학교를 세울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문
맹퇴치운동을 벌이는 등 사회교육에 큰 역할을 다하였다. 민국시기 金陵神学院의 향촌 봉사활동28)은 이런 사
례를 잘 보여주며 그 밖은 많은 개신교 교회나 학교가 교육분야에서 중국의 현대화 교육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다.
개신교가 중국에 뿌리는 내리는 과정에서 사회정치적으로 많은 난관이 있었다. 근대시기를 거치며 중국인
들에게는 교회나 목자는 곧 서양으로 치부되어 중국을 약탈하는 침략자의 모습이 덧씌워졌다. 그래서 중국에
28) 王京强,

民国时期金陵神学院乡村文字事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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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회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종교 본연을 이해시키는 사역’[本色化]과 맞불려 ‘더욱 중국화’[更中國化]
라는 딜레마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자면 1915년 조직된 中國基督敎育會는 중국에서의 교회발전을
위해 중국의 종교교육을 통한 중국적 현실과 타협점을 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29)
1949년 중국 교회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여 “三自(“自養”、“自治”、“自傳”)愛國運動”을 통해 교회의 명맥
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일찍이 金陵協和神学院院長을 맡기도 한 중국기독교의 대부 鄭光訓이 지적한 모든 것이
“중국이 실제로 자신의 길로 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30)현실을 직시하는 자세에 대한 오랜 경험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결론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종교학교는 수 적인 면에서도 늘어나고 추세에 있으며, 교육체계와 방식에 있어
서도 많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종교학교가 상징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존립의 의미가 컸다면, 지금은 대학교육 제도를 표방
하는 규범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
둘째, 불교, 도교계열의 종교학교가 그런 경향이 강하긴 하지만, 예전의 교세와 전통적 입지를 내세우며 종
교 내부의 학교간의 경쟁이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
셋째, 종교학교가 기존의 대학교 연합하거나 연계를 통해 일반 대학의 학과를 이수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등 종교학교가 개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각 종교학교는 그 규모와 역량에 따라 本科 또는 專科의 정규과정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진수반,
연구반, 훈련양성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 학교의 자원마련 및 교육기능과 인지도
를 넓히는 등 교세확장에 적극적이다.
중국의 종교학교가 내포하는 함의는 크다. 그러나 지금의 종교교육제도 하에 과연 우수한 종교 교역자를
배출할 수 있는가? 현재의 교학 풍토와 학습과정을 통해 각각의 종교가 권위 있는 종교이론을 창출할 수 있
을 것인가? 궁극적으로 종교학교는 독자적인 교학이념을 구현하고 독립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
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
중국은 과히 세계 종교의 경연장이라 하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리고 거대 종교의 종교학교가 모두 설
립되어 있다. 지금은 억지 정책을 통해 종교의 자율성이 다소 잠식되고 있지만 종교에서 백화제방의 도래하지
말란 법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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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종교정책에 나타나는 권익의 보호와 통제
안승웅 *ㆍ강경구**ㆍ박노종***ㆍ유미경 ****ㆍ김경아*****1)
【목 차】
1. 서 론
2. 종교재산의 보장과 통제
3. 종교활동의 보장과 통제
4. 종교인 신분의 보장과 통제
5. 결 론

1. 서론
중국공산당은 1921년 창당 이래 처음부터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였으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교정
책을 수립해 왔었다.1) 중국공산당이 통일전선을 구축함에 있어 종교가 사회계층과 민족 간 화합에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31년 중국 공산당은 中華蘇維埃共和國憲法大綱 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
다. “소비에트 정권 영역 안의 노동자·농민·홍군병사 및 모든 프롤레타리아 민중과 그 가족은 민족(漢, 滿, 蒙,
回, 鞑靼, 苗, 黎, 高麗人, 安南人等)과 종교를 불문하고 소비에트 법률 앞에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모두가 소비
에트 공민이다.”2)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는 것으로 이
어졌다.3)
그런데 공산당의 종교정책은 종교 자체의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통일전선이라는 정치적 효용성에
입각한 것이었다. 때문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래 중국종교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많
은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비록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었지만 종교인의 신분은 보장되지 않았으
* 부경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xiong01@hanmail.net)
** 동의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kkkang@deu.ac.kr)
*** 인제대학교 외래교수 (lujongp@hanmail.net)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chinamky@hanmail.net)
***** 동의대학교 디그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 연구원 (shun7ziran@deu.ac.kr)
1) 중국 헌법 제1장 1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노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체제
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제도를 파
괴하는 것을 금지한다.(第一章 总 纲 第一条 中华人民共和国是工人阶级领导的、以工农联盟为基础的人民民主专政的社会
主义国家。社会主义制度是中华人民共和国的根本制度。禁止任何组织或者个人破坏社会主义制度。)” 라 명시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독재로 사회주의제도를 유지하는 유일한 정치 주체가 공산당이므로 사실상 중국은 헌법에서 공산당 일
당 독재를 정당화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는 바로 공산당의 역사이다. 공산당의 정책 변화에
따라 중국은 역사적 부침을 달리하였던 것이다.
2) 在蘇維埃政權領域內的工人、農民、紅軍士兵及一切勞苦民衆和他們的家屬不分種族（漢、滿、蒙、回、鞑靼、苗、黎以及
高麗、安南人等）宗教，在蘇維埃法律面前一律平等，皆爲蘇維埃公民。
3) 1954年新中國第一部《憲法》: “中華人民共和國公民有宗教信仰的自由。” 1975年憲法：“公民有言論、通信、出版、集會、
結社、遊行、示威、罷工的自由，有信仰宗教的自由和不信仰宗教、宣傳無神論的自由。” 1978年的憲法：“公民有信仰宗教
的自由和不信仰宗教、宣傳無神論的自由。”
1982年第四部中國憲法：“中華人民共和國公民有宗教信仰自由。任何國家機
關、社會團體和個人不得強制公民信仰宗教或者不信仰宗教，不得歧視信仰宗教的公民和不信仰宗教的公民。國家保護正常
的宗教活動。任何人不得利用宗教進行破壞社會秩序、損害公民身體健康、妨礙國家教育制度的活動。宗教團體和宗教事務
不受外國勢力的支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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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종교활동 또한 제한받았다. 특히 종교활동의 물질적 토대가 되는 종교재산에 대한 권리는 국가권력에 의해
심각하게 침탈 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에 대한 탄압은 1976년 문화대혁명이 종결될 때가지 지속되었
다.
1980년대 이후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되어 중국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가 도래하였고 종교계에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신자의 급증으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날로 커졌으며, 소수민족문제·외교문제·홍콩ㆍ마
카오문제·양안문제 등등 중국정부가 해결해야할 중대 사안들 속에서 종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중국 공산
당의 입장에서 볼 때 종교는 더 이상 이전처럼 단순한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이에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1982년 關于我國社會主義時期宗教問題的基本觀點和基本政策 라는 이른 바 19호
문건을 출발점으로 하여 종교를 새롭게 인식하고 다양한 종교정책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1993년 江澤民은 ‘종
교자유방침, 법치방침, 사회주의사회 적응방침’을 내용으로 하는 ‘三句話’를 제시하였다. 2007년 胡錦濤는 공산
당 제17차 대회에서 종교계 인사와 신도들이 경제사회발전에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요구하였다.4) 2016년
習近平은 전국종교공작자회의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을 견지하고 지속 발전시킬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종교에 대한 달라진 인식과 정책에는 일관된 것이 발견된다. 그것은 바로 부
강한 사회주의 국가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종교가 복무하여야 된다는 점이다. 중국공산당이 중국특색의 사회
주의의 실현을 위해 자본주의적 요소를 과감히 수용하였듯이, ‘인민의 아편’이라 폄하되었던 종교를 적극 끌어
안은 것이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기존의 종교정책을 반성하면서 종교를 사회주의에 적응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과거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종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정책에 맞
게 종교를 통제하려는 양상으로 드러났다. 종교와 관련된 각종 법률과 법규 및 종교사무조례 등과 같은 구
체적 종교정책들 속에는 종교권익의 보장과 통제라는 채찍과 당근책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종교정책에 나타나는 종교권익의 보장과 통제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중국특색의 종교정책을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종교권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종교재산’, ‘종교활동’, ‘종교인의 신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종교 정책에 나타나는 종교권익의 보장과
통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종교재산의 보장과 통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르기까지 중국종교단체의 종교 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세 시
기를 거치면서 크게 침탈당하였다.
첫째, 1949년부터 1957년까지 이른바 사회주의개조시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수립 이후 중국 정부는 중
국내 외국인 소유의 종교관련 건물을 접수하여 관리하였고, 정부기관들 또한 교회 사찰 등과 같은 종교단체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北京에는 600여 불교사원이 있는데 이중 불
교의 종교활동장소로 사용되는 곳은 여섯 군데에 불과하고 대부분 사회 각 분야 단체가 무단으로 점거하여
사용하고 있다.5) 이는 종교를 소멸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사회주의 종교관과 사회의 주요 생산수단과 공공
재를 공적소유로 간주하는 사회주의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둘째, 1958년부터 1960년까지 대약진운동기간이다. 이기간은 반우파투쟁을 겪은 직후여서 좌편향이 더욱 심
화되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종교단체들은 공산당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
에 종교재산을 국가에 헌납해야 했다. 외형적으로는 자발적 헌납이었지만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
가권력에 의한 반강제적 침탈이었다.
셋째, 1966년에서 1976년에 이르는 문화대혁명시기이다. 문화대혁명 시기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
4)
5)

，
.
,
,
——
,2007.12.05.), http://cpc.people.com.cn/GB/104019/104099/6429414.html 참조
,
：
,
, 2016 02 18 , 참고.

,

全面貫徹黨的宗教工作基本方針 發揮宗教界人士和信教群衆在促進經濟社會發展中的積極作用 胡錦濤 胡錦濤 高舉中國
特色社會主義偉大旗幟 爲奪取全面建設小康社會新勝利而奮鬥
在中國共産黨第十七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中国共产
党新闻網
馮玉軍 中國宗教財産之困 財産所有權歸屬法律無明確規定 中國民族報
年 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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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기[破四舊]’ 운동과정에서 수많은 승려들이 사찰에 쫓겨나 강제로 환속 당하였고 전국 모든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은 금지되었다. 이때 사찰이나 도관은 문물이나 원림 관련 정부기관이 관리하였다. 1983년도 국무원
문건에 의하면 문화대혁명시기 침탈을 당하였던 사찰이나 도관 90% 이상이 원래대로 되돌려지지 않았다.6)
종교권익에 대한 보호는 바로 이러한 부당하게 침탈당한 종교재산을 정부가 나서서 환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1981년 최고인민법원과 국무원종교사무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最高人民法院、國務院宗
教事務局關于寺廟、道觀房屋産權歸屬問題的複函 은 문화대혁명 시기 침탈당한 종교재산을 종교단체로 귀속시
켜야함을 명시하고 있다.7) 이밖에 1980년 國務院의 批轉宗教事務局、國家建委等單位關于落實宗教團體房産政
策等問題 , 1982년 中共中央書記處의 關于我國社會主義時期宗教問題的基本觀點和基本政策 , 1983년 國務院의
國務院批轉國務院宗教事務局〈關于確定漢族地區佛道教全國重點寺觀的報告〉的通知 , 1984년 國務院宗教事務
局의 國務院宗教事務局複有關宗教團體房屋産權問題 등과 같은 문건 또한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탈당
하였던 종교재산을 종교단체로 귀속시킬 것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종교재산의 환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국가의 규정
이 완전하지 못하고 국가의 행정력이 지방까지 미치지 못하였던 이유도 있었지만 주로 국가권력의 편의주의
와 관료의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었다.
국가권력에 의해 종교재산이 침탈당한 것은 사회주의 정권 때만의 일은 아니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청
말 光緖帝가 인가한 ‘사찰·도관 재산으로 신식학교를 건설한다[廟産興學]’는 정책이 있다. 청나라 정부는 새로
운 정치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 신식학교를 건설하려 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자 사찰이나 도관의 재산을 징
발하여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민국시기 국민당 정권에서도 계승되었고 심지어 강화되기도 하였
다.
그리고 국가에 귀속된 종교재산이 문화유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행정 관료들은 다음과 같은 이
유로 종교재산의 종교단체로의 환원을 적극 저지하고 있었다. 첫째, 매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문물 유지보수
경비를 유용할 수 있다. 둘째, 사찰이나 도관 내에 헌금함이나 공예품 가게 등을 설치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
다. 셋째, 입장료를 받는다. 넷째, 사찰이나 도관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친인척을
취직시킬 수 있다. 즉, 일단 국가에 귀속된 종교재산은 부패한 관료들의 개입으로 인해 종교단체의 재산으로
환원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8)
이에 중국 정부는 법률, 법규 등을 제정하여 종교재산을 보장하려 하였다. 예를 들어 1986년에 제정된 民
法通則 은 제77조에서 “종교단체를 포함한 사회단체의 합법적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社会团体包括宗
教团体的合法财产受法律保护]”라 명시하였으며, 2007년에 효력이 발생한 物權法 은 제 69조에서“사회단체가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社会团体依法所有的不动产和动产，受法律保
护]”라 명시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제정되고 2017년 수정보완 된 종교사무조례 는 훨씬 구체적으로 명시하
고 있다. 2004년 宗教事务条例가 처음 제정될 당시 중국정부는 종교재산에 대한 규정을 따로 한 장으로 독
립시켜 명시함으로써, 이전처럼 종교재산이 쉽게 침탈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宗教事务条例 제5장 종
교재산 제3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가 합법적으로 사용 중인 토지, 합법적 소유 혹은 사용 중인 가옥ㆍ구조물ㆍ시설, 그리
고 기타 합법재산과 수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 재산을 점거, 약취, 사적 분배, 파
손 혹은 불법 차압, 압수, 동결, 몰수, 처분해서는 안 되며,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 활동장소가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문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9)
6) 史方平, 關于佛教寺院宗教財産的若幹問題 , 2015년 7월 31일, 참고.
7) 寺庙、道观不论当前是否进行宗教活动，其房屋大都是由群众捐献而建造。因此，除个别确系私人出资修建或购置的小庙，
仍可归私人所有外，其它房屋的性质均应属公共财产，其产权归当地宗教团体佛教协会与道教协会所有。僧、尼、道士一般
有使用权，但均无权出卖、抵押或相互赠送。任何使用、占用单位或其他机关团体都不能任意改变宗教房产所有权，产权归
还各宗教团体。最高人民法院、国务院宗教事务局关于寺庙、道观房屋产权归属问题的复函
8) 史方平, 關于佛教寺院宗教財産的若幹問題 , 2015년 7월 31일, 참고.
9) 宗教事务条例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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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종교단체의 합법적 재산과 수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종교
활동 장소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이전처럼 권력의 편의주의나 군중의 불법적 활동으로 인해
종교재산이 침탈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종교정책을 실시하면서 기존의 宗教事务
条例 미비점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2017년 제정된 수정 宗教事务条例는 구조례의 미비로 발생하였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조항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종교재산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된 세부 항
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55조
공익의 필요에 의해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혹은 종교활동장소의 가옥을 수용하려면, 가옥 수용과 관련된 국가
규정에 의거해 집행한다.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혹은 종교활동장소는 금전으로 보상 받을 지, 가옥재산권으로 교
환받을 지, 혹은 재건할 지를 선택할 수 있다.

구조례에는 “철거 혹은 이전하려는 자는 종교단체나 종교활동장소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종교사무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라 규정하여 보상은 ‘협의’의 결과로 진행되는 것에 불과해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었
다. 그러나 수정조례에서는 ‘협의’라는 구절을 빼고 구체적 보상방안만을 제시함으로써 보상을 당연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종교재산의 보장이 더욱 명확해지고 구체화 된 것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종교재산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종교재산에 대한 통제 또한 강화
하고 있다. 이는 수정 宗教事务条例에서 제시되고 있는 ‘종교의 상업행위 방지’, ‘종교재산 회계’ 등과 관련
된 조항에서 잘 드러난다.
종교재산을 이용한 상업행위를 방지하려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53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기부하여 종교활동장소를 건설했더라도 해당 종교활동장소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
질 수 없으며, 해당 종교활동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종교활동장소 혹은 대형옥외 종교조형물에 투
자나 위탁경영을 금지하며, 종교명의의 상업적 선전을 금지한다.

종교재산과 관련된 회계 사항은 두개 조항을 신설하여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제58조
종교사무부서는 관련관리정보를 유관부서와 공유하여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재무, 회
계와 관련된 국가규정에 의거해 회계정산, 재무보고, 재무공개 등의 건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건전한 재무관
리기구를 설치하고 필요한 재무회계인원을 배치하여 재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 유관부서는 종교단체, 종교
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에 대해 재무, 자산검사와 회계감사를 조직할 수 있다.
제59조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법에 의거해 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
장소와 종교교역자는 법에 의거해 납세신고를 해야하며, 국가 유관규정에 의거해 세수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무
부서는 법에 의거해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 및 종교교역자에 대해 세수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재무와 회계를 분명히 하고 종교재산의 권익과 관련된 조항들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법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중국정부에서는 종교활동장소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
다. 이는 다음과 같은 효과 때문이다. 첫째, 법인화가 이루어질 때, 종교재산과 관련된 권익이 합법적으로 보
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법인화를 통해 종교의 상업화를 방지하고 종교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 셋째, 법
인화를 통해 종교단체의 실질적 힘의 근원인 종교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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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학 분과Ⅰ】 발표 ①

균형적 언어지도 접근법을 적용한 어린이 중국어 교육
― 동요와 말놀이를 중심으로

송지현*1)

1
어린이를 위한 외국어 교육은 글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듣고 말하는 소통 능력 보다 글자의 형태를 구별하
고, 문자를 소리 내서 읽고, 손으로 쓰는 부호 중심의 언어지도법을 많이 사용해 왔다. 영어를 배울 때 실제로
귀로 듣고 말하는 연습보다 ABCD 알파벳을 먼저 보고 구별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알파벳을 읽고 쓰는 방
식으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린이 영어 교재나 학습지도 기본적으로 알파
벳을 먼저 배우고, 간단한 영어 단어부터 시작해서 짧은 문장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이렇게 어린이들이 외국어를 학습할 때 해당 외국어의 자모와 음소, 그리고 철자법등 자모체계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활용하는 적용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중심으로 지도해 오면서 기본적인 언어소통능력과
거리가 있는 단순한 철자 발음 중심의 언어지도법이 주를 이뤄왔다. 최근 들어서는 단순히 자모를 구별하고
글자의 모양을 익히는 철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발음 원리를 배우는 '파닉스(Phonics) 교육법'이 주목을
받으며 어린이 외국어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전통적으로 해왔던 철자 중심의 발음 교육이 실제 의사소통능력 발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반성
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활동이 될 수 있는 언어지도법이 연구·개발
되어 왔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따로 구별해서 독립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가르치고
자 하는 총체적 언어접근법, 그리고 읽기와 독해 능력 등 전체 맥락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균형적 언어지도
접근법 등 전통적 언어지도방법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경험을 강조하는 의미
있는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언어교육 방법이 등장했다.
본고는 중국의 동요(兒歌)를 활용해서 중국어의 발음, 어휘, 문자, 문법, 문장의 의미를 어떠한 방법으로 통
합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이러한 언어학적 지식습득을 통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어떻게 균형 있
게 배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
어린이 외국어 교육은 공부가 아니고 놀이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학습한다.
특히 전래동요를 통한 놀이 속에서 동요를 부르고 발음하며 말을 익히고, 그 속의 담긴 낱말과 문법적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요를 부르는 과정 속에서 모국어의 리듬을 배우게 된
다.1)
동요와 말놀이를 활용한 어린이 중국어 교육은 단순히 동요 한 두 곡을 배워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짧
고 간단한 중국어 동요를 지속적으로 연습하면서 많은 예문을 암기하게 되면 동요 가운데 등장하는 유사한
* 안양대학교
1) <兒歌를 이용한 중국어 교육 및 효과> 송지현(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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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들 그리고 중복되는 낱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의미를 파악하고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동요를 통해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는 지식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개인위생이나, 식사, 수면, 건강에 관
련된 규칙, 그리고 언어예절이나,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등 사회생활과 생활예절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놀이 속에서 부르는 동요는 교육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직과 배려, 책임
과 존중, 공감과 소통 등 어린이들이 기본적으로 익혀야할 인성에 대한 내용도 학습할 수 있다.
외국어 말하기 교육은 앵무새처럼 입으로 말만하도록 하는 지도법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어 듣기 교육은 단순히 음성으로 전달되
는 기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언어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음성적 기호 이외에 목소리의 크기나 억양, 강약 등 비언어적인
요소가 주는 의미에 대한 학습도 병행되어야 한다.
중국어 동요에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은 참으로 다양하다. 특히 Youtube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
해 율동과 동요 동영상 등을 보면서 비언어 텍스트에 대한 교육이 가능해졌다. 커뮤니케이션에는 언어 텍스트
를 이용한 소통 이외에 비언어 텍스트를 이용한 정보 전달도 있다. 문자 텍스트만 활용하지 말고 인터넷의 자
료를 활용하면 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교구를 제작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해서 보다 긍정적인 교
육 효과를 낼 수 있다.

3
이하 어린이 중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兒歌 몇 가지를 소개하며, 발표를 통해 간단히 교육 사례를 공
개하기로 한다.
<待客歌>
客人来，欢迎他：请坐下，请喝茶，
客人走，送送他。挥挥手，再见吧！
<保护眼睛>
小眼睛，亮晶晶，
样样东西看得清，
好孩子，讲卫生，
不用脏手揉眼睛。

<牢记心里头>
耳朵不要掏，眼睛不要揉，
牙齿不要剔，鼻孔不要抠，
饭前洗洗手，饭后漱漱口，
卫生好习惯，牢记心理头。
<做早操>

，

早上空气真叫好

我们都来做早操。

，
，

，
，

伸伸臂 弯弯腰
踢踢腿 蹦蹦跳

天天锻炼身体好。

<虎鹿猪兔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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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路边一只猪，
草里一只兔，
洞里一只鼠，
山上一只虎
林中一只鹿

一二三四五。

<五指歌>

，
，
老虎打不到，打到小松鼠。
松鼠有几个？让我数一数，
数来又数去，一二三四五。
一二三四五 上山打老虎

<小肥猪>
小肥猪，胖嘟嘟。
吃饱饭，睡呼呼。
<小花碗>
小花碗，圆又圆，
盛了饭，自己端。
<大螃蟹>
大螃蟹，没尾巴，
不会走，横着爬，
八只脚，尖又尖，
两把钳子手里拿。

<数数几条腿>
大黑鸡，两条腿，
小黄牛，四条腿，
蜻蜓六条腿，螃蟹八条腿，
蚯蚓、鳝鱼没有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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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학 분과Ⅰ】 발표 ②

从转译泰语课本一二年级词汇中遇到的问题

谈词汇的国别化教学
孙玉卿*

ㆍ曾玲媚**1)

【摘要】 在汉语国别化教学中，词汇的国别化教学是一个比较重要的问题。我们列举了泰国本土汉语老师和泰
语专业中国人在转译泰语课本一二年级词汇的过程中其存在的不同之处，如何解决这些问题，应引起我们的进一步
思考。
【关键词】 转译；泰语课本；词汇教学；国别化。
随着汉语教学在世界范围内的日益成熟，对外汉语“教什么”和“怎么教”的问题得到了越来越深入的研究。
其中，不同汉语学习者对汉语的需求不同，自身母语环境不同，以及文化不同等因素，极大地推动了汉语教学国别
化的发展。汉语教学的国别化包括了汉语语法教学国别化、汉语语音教学国别化以及汉语词汇教学国别化等。笔者
在研究《对泰小学生汉语教学用词表》的过程中，根据需求对泰语课本一二年级的词汇进行了转译。在转译过程
中，笔者发现了一些值得关注的问题，对于如何更好地对词汇进行国别化教学提出了一些思考。

1. 研究对象的范围及研究方法的说明
1.1. 研究对象
在研究《对泰小学生汉语教学用词表》的过程中，我们想了解一下泰国本土的泰语教学中其词汇的选择情况，
就考察了一二年级的泰语课本。课本中的泰语词汇，没有对应的汉语翻译，我们请四名泰国本土汉语教师帮忙转
译。由于其中一人的转译结果文件受损，不完全，所以最终采用了三名泰国本土汉语教师的转译结果。同时为了使
转译结果更科学合理，我们还请了一位泰语专业毕业的中国人对这些词语也进行了转译，作为对泰国本土汉语教师
转译结果的补充。

1.2. 研究方法
参与转译且转译结果有效者4人，在进行对比合并时，我们将每个义项列入原单词的后面，每个义项出现的次数
为后面的数字，如果有人没有翻译，则没有计入数字。如：
ขา 腿4 ，表示“腿”这个义项出现四次，每个被试者都将ขา翻译为“腿”。
ภูผา 山3， 表示“山”这个义项出现三次，有三个被试者将ภูผา翻译为“山”，有一位被试者没有进行翻译。
③งา 象牙4芝麻2 ，表示“象牙”这个义项出现四次，每个被试者都将งา翻译为“象牙”；“芝麻”这个义项出
现两次，除了“象牙”，有两个被试者还将งา翻译为“芝麻”。但是数字只代表义项出现的次数，不代表每个被试
者的身份。如：ฝ่าย 边2方面2是其中两个被试者都翻译了两个义项，而其他两个没有翻译。

** 暨南大学华文学院 广东 广州，5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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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转译泰语课本一二年级词汇中遇到的问题
2.1. 泰国人和中国人翻译的不同
在整理泰国本土汉语老师和泰语专业中国人转译泰语课本一二年级词汇的过程中，笔者发现了二者在翻译时存
在一些不同之处，主要有以下五点：
（1）二者翻译结果意思都正确，但是中国人的表述更简洁。如：บน，泰国老师都翻译为“上面”，中国人则翻
译为“上”。บน一般会和其他词语组合构成短语，如 ด้านบน ，意为“最上面”，单独的บน翻译为“上”更恰当。ทุ
ก，泰国老师翻译为“每个

”，中国人翻译为“每”。ทุก，会跟其他量词连用，如ทุกคน，意为“每个人”，所以单

独的ทุก翻译为“每”更恰当。
（2）二者翻译结果有相关性，但是意义却很不一样。如：น่ากิน

，泰国老师都翻译为“看起来好吃”，中国人

翻译为“好吃”。“看起来好吃”不一定好吃，但是“好吃”是客观描述，的确好吃。เมื่อ，有的泰国老师翻译为
“时候”，但是中国人翻译为“当……时候”。“时候”是名词，“当……时候”并不是一个词语，而是与其他成
分一起做时间状语的结构。汉语教师应该不断学习汉语和当地语言的异同，慢慢缩小对词语理解的偏差。
（3）二者翻译结果具有很大的相关性，但是在实际意义差别比较大。如：ยํ่าเท้า

，有的泰国老师翻译为“踩

脚”，中国人则翻译为“跺脚”。“踩脚”，是指脚面上有另外一只脚压着，客观的描述；“跺脚”是自己主动使
脚用力踏地，表示着急，生气，悔恨等情绪，主观性很强。คอ，三个泰国老师都翻译为“脖子”，中国人则翻译为
“喉咙”。“脖子”是指人头部以下肩部以上的部分，位于体外；“喉咙”指人进食、呼吸的必经之处，在脖子内
部，位于体内。
（4）中国人的表述虽简洁，有时候不是太了解泰国文化，以及语言使用习惯，所以翻译也会弄巧成拙。与此同
时，泰国老师的翻译更具有本土化气息，更符合泰国文化。如：ไทย，泰国老师都翻译为“泰国”，而中国人根据字
面意思则翻译为“泰”。但实际上，泰语在表达国家的时候并不会在后面附着“国”这个语素。จังหวัด，泰国老师都
翻译为“府”，而中国人没有考虑到泰国的实际情况，翻译为“城市”。实际上，中泰两国行政区域划分及命名不
一致，泰国的府相当于中国的省。泰国的行政区域划分等级由大到小分别为府(จังหวัด)、郡(อำเภอ)和次郡(กิ่งอำเภ
อ)，府下面有首府(เมือง)，相当于中国一个省的省会。
（5）中泰两国有些词语在句子翻译时所代表的意思与实际本身的意思有时不太相符，这会导致一些翻译出现偏
差。如：ชื่อ，在泰语里的实际意思为“名字”，而问句“ชื่ออะไร？”翻译为“叫什么名字？”由此，中国人将ชื่อ翻译
为“叫”。但实际上，“叫”在泰语里并没有对应的翻译，某些句子的翻译并非每个词语翻译的组合结果。เปิด，直
接翻译为“开”，但是中国人翻译为“打开”。在汉语里，我们会说“开门”，也会说“打开门”，此时“开”和
“打开”的意义几乎一样，所以对应的词汇都是เปิด。在汉语词汇教学过程中，针对不同国别的学生，教师应该注意
汉语词汇与当地语言是否对应。
二者翻译不同，特别是泰国本土汉语教师翻译的结果与汉语规范词有差异，如“踩脚”一词，其本意是表示
“跺脚”；还这对对泰汉语教学中的词汇教学有着很重要的影响。以上翻译结果的差异有必要进行更深入的研究，
并找出恰当的方法帮助泰国本土汉语老师正确理解使用汉语规范词语。

2.2. 人工翻译与词典翻译的不同
在将翻译人员的转移结果与《泰汉词典》翻译的结果进行对比整合时，笔者发现二者翻译结果的不同之处：
（1）一般情况下，字典翻译的义项多于翻译人员翻译的义项。如：ใช้

字典翻译为“<动词>①使用，运用，应

用②实施，颁行③偿付，偿还”；翻译人员翻译为“用”。
（2）极少数时候，翻译人员翻译的义项多于字典翻译的义项。如：ครูใหญ่
长”；翻译人员翻译为“校长3主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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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字典翻译的义项和翻译人员翻译的义项呈相交现象。如：เมื่อ字典翻译为“<名词>时，时候，时期，当
时”；翻译人员翻译为“当......时候2时候2一旦1”。
（4）相同义项，翻译人员翻译的不仅是意象本身，还会有相应的搭配。如：พ่น字典翻译为“<动词>①喷，冒出
②俚语，吹牛，夸夸其谈”；翻译人员翻译为“喷2喷水1喷雾1”。
（5）相同义项，翻译人员的翻译较字典的翻译更口语。如：แย่ง 字典翻译为“<动词>①抢夺，争夺②篡夺，夺
取”；翻译人员翻译为“抢，争”。ว่า字典翻译为“<动词>①说，讲，道，称②责备，斥责③唱④俚语，吃，喝<副
词>做补语，道（说道）”；翻译人员翻译为“批评2骂1说1”。
（6）同一个义项，因为翻译人员受中国文化影响，翻译的词语更具有中国文化特色。如：วันขึ้นปีใหม่

字典翻译

为“<名词>元旦节”；实验者翻译为“新年2除夕1”。
从以上可以看出，词典翻译的结果虽然比较权威，但是不同词表针对的对象不同，用途不同，最终选择采用的
词语也不同。词典并不是唯一的权威，语言是供大家使用的，国别化词汇教学应该教授汉语学习者接受并且适合其
使用环境的词语。

2.3. 其他问题
（1）在转译过程中，笔者发现泰语课本一二年级词汇中有不少这样的词：泰语里是一个词，翻译为汉语时却是
比词更高级别的结构，如โหม่ง的汉语对应翻译为“用头顶”；又如นอนซม的汉语对应翻译为“病了而睡”。像这样的
词语在泰语里是一个词，被泰国人熟悉使用，那对应的汉语翻译虽然在汉语里不是规范的词，但是泰国人把它作为
一个整体来看，是他们的习惯用法。这样的汉语对应词适不适合加入汉语教学用词表中，也是以后值得进一步讨论
的问题。
（2）在咨询在华泰国留学生，对特色词进行补充的时候，我们发现，很多特色词在中文中的表达不只一种，比
如“凉拌木瓜”又称“木瓜沙拉”，又叫“宋当”；“酸辣虾汤”又称“冬阴功”；“素食节”又称“九皇斋节”
等。区别在于，有些词语来源于意译，有些来源于音译。在这种情况下，应该采用哪一种译词，也是值得以后继续
研究的内容。本文遇到这种情况时，收录到词表的词语都是音译词。
还有一些词语，汉语里本身没有，如“乌凉”，一种泰国人日常的小吃甜点，这属于音译；再如“连祷”，泰
国的学校每天升旗仪式上的背诵佛经这种行为，这属于意译。笔者在研究《对泰小学生汉语教学用词表》时，这些
汉语译词来自于在华泰国留学生以及网络翻译，这类词语是否准确，应该以怎样的标准或者方式进行转译，也是以
后需要进一步研究的内容。

3. 汉语词汇教学国别化应注意的一些问题
词汇是承载文化，体现发展的重要语言要素。在汉语国别化教学中，词汇的国别化教学是值得重视和进一步研
究的。根据前文提到的几个转译中遇到的问题，笔者对词汇的国别化教学进行了一些思考。
从中国人和泰国人翻译的情况来看，首先，词汇的国别化教学与汉语老师对两国文化以及语言的了解程度息息
相关。汉语教师对汉语词汇的解释，应该注意是否符合汉语和当地语言的使用习惯，是否恰当准确地反映出当地国
情。其次，对于汉语和当地语言中的某些词语没有相对应的词语时，将词语放在句子中教学，以句子教学辅助词汇
教学似乎更有效、更准确。
从人工翻译和词典翻译情况来看，首先，词典中翻译的词汇并不是完全适合实际词汇教学。在实际的国别化词
汇教学中，实用性和常用性是首要的原则。因而，很多口语化的词语优先教学是很有必要的。其次，词典翻译的词
汇一般是规范的词，但在生活中一般搭配其他词语一起使用。那么，这类词与其他词语搭配教学似乎更有效、更准
确。最后，词典翻译的具有中国或者当地国文化特色的词汇并不完整，在实际的国别化词汇教学中，教师最好列出
两国的使用情况，对不同的词汇做出解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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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其它问题来看，首先，《对泰小学生汉语教学用词表》是对实际的汉语词汇教学的一种参考性材料，词汇的
选录受到很多原则的约束。在实际词汇的国别化教学中，词汇的选取以及教学有些许不同。比如，词表选取词汇会
根据规范性原则漏掉非汉语词汇的“词语”（如病了而睡），在实际词汇的国别化教学中，笔者认为应该在词表的
基础上，补充出汉语词汇中不成词的本土化表达。即使这种表达必须是短语或者是句子，也最好补充出来，做到真
正的国别化。其次，对于本土词汇对应的中文词汇有音译、意译之分，或者有多种译词的情况，在教学过程中以音
译为主，方便学生记忆，还是以意译为主，遵循词汇本身意义，这需要汉语老师根据情况进行抉择。音译和意译的
规范性也是值得进一步研究的。最后，在汉语里不存在的当地语言，根据当地的语言习惯和情况，用汉语如何准确
表达，这也是值得研究的问题。这种只有当地语言才有的词，也是国别化词汇教学的重点。
词汇的国别化教学是汉语国别化教学的重要分支。从词汇教学的形式（传统音义形的教学还是结合搭配教学
等）、词汇的来源（汉语和当地语共有词、汉语独有词和当地语言独有词）、汉语教师的双语素养（汉语和当地语
言）等，对词汇的国别化教学有着至关重要的影响。所以以汉语词汇为基本词汇，当地语言为特色补充词汇，加上
超本土化（对汉语和当地语言都很了解）的汉语教师，汉语词汇的国别化教学会越来越成功。
不仅是泰国，其他国家语言的词汇转译到汉语同样存在此类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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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양중국어의 학습목표는 발음과 사성을 익히고 난 뒤 기본문형을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제약된다. 한 학
기 15주간의 교육으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중국어를 익히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수준별 분반 구성이 불가능
한 탓이다. 담당교수의 전공역량과 교육내용 간의 격차도 너무 크기 때문에 담당교수의 자기효능감은 교양중
국어의 교육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설령 일부 수강 학생의 중국어 수준이 상당히 높다 하여도 담당교수
는 거의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그런 학생조차 발음과 사성을 익히는 데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담
당교수가 힘들어 하는 것은 수준차가 심한 학생들을 한 학급에서 가르치는 일일 뿐이다. 이 논문은 다양한 상
황 속에서 진행되는 D대학교 교양중국어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선행학
습으로 인한 수강 학생의 수준 차, 전공과목인 기초중국어회화 교과목과의 차별화, 수업방법 운영에 있어서의
특별한 제약, 평가와 강의평가의 특별한 기제, 그리고 행정적인 문제해결 등으로 요약되는 D대학교 교양중국
어 교육의 현장은 많은 부분 국내 각 대학 교양중국어 교육 공동의 문제이기도 하다. 모쪼록 담당교수 5명의
교육경험을 리서치 한 이 글이 학교 교무행정의 관심을 일부나마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Ⅱ. 두 가지의 동기 → 수준 차
D대학교의 교양중국어를 듣는 학생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
소하고 있다.1)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의 수강인원이 빠르게 늘었고, 예술대학과 스포츠과학대
학의 수강인원도 완만하기는 하지만 증가 추세를 보인다. 반면에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은 현저히 감소하였
* 동아대학교
1) 기초교양대학 행정지원실이 제공한 2007년~2016년 교양중국어 수강생 인원에 근거한 개설연도별 수강인원의 총합은
다음과 같다.
개설연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인원총합

199명

234명

321명

601명

578명

4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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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과대학은 수강인원이 거의 없는 편이다.2) 인문․사회․경영계열의 단과대학이 중국어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예술․스포츠계열의 단과대학은 그것에 반응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인문대의 증가 추세는 일어․독일어․프랑스어 등과의 경쟁관계에서 중국어가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시작
했음을 보여준다.3) 특히 중등교육에서의 중국어 보급이 초보적이나마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교양교과의 하
나인 중국어가 일본어와 경쟁관계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독일어나 프랑스어는 능가했기 때문이다. 반
면에 의료 및 관광을 위해 이 지역을 찾는 중국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현실을 생각
할 때, 의대 학생들의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는 것은 진로가 분명하고 전공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크
며 교양과목이수 설정이 독립적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문제는 교양중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동기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이 두 가지 동기가 화
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첫 번째 그룹은 중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 교과목을 수강하게 된 학생이다.
이들 대부분은 취업이나 자신의 향후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 교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의식성 보다는 중국시장이 뜨고 있으니까 어쩐지 중국어 공부를 해두어야 할 것 같다는 식의 막연
한 계기4)로 이 교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절대 다수에서 다수로 변하는 중이다. 아직도 다수를 점하기 때문
에 수업의 포커스가 이들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그룹의 출현으로 이들이 입지가 좁아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두 번째 그룹은 상당수준의 의식성과 계획을 갖고 중국어를 배운 뒤 교양중국어를 수강하게 된 학생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한 학기 이상의 중국 어학연수 경험까지 갖추고
있는 이들이 이 교과목을 수강하는 이유는 상대평가 체계 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들 대부분
의 중국어 실력은 교양중국어 수업에서 얻어갈 것이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들은 부담스러우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다. 담당교수 입장에서는 이들을 무시하자니 강의평가가 문제이고, 부담을 벗어나자니 수업 안
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이다. 더욱이 이들 모두는 수업에 참여하기보다는
수업을 구경하는 쪽에 가깝다. 이미 중국어 일상회화가 가능한 수준을 갖춘 이들은 자기가 아는 사실을 담당
교수가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구경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편하게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서 이 교과목을 선택
했기 때문에 담당교수가 그들과 첫 번째 그룹과의 상호작용을 권하기가 쉽지 않다. 들을 필요가 없는 학생과
들어야 하는 학생이 공존하는 교실 상황은 불합리의 극을 향해 나아간 상태다. 특히 중어중문학과 학생들의
수강이 많은 인문대 분반과 선행학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영대와 국제학부의 분반이 이 같은 현상이 가장
심하다. 선행학습자의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은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고등학교가 많아지고 있는 현상
과 관련된다. 이들의 중국어 수준은 대체로 교양중국어를 한 학기 수강한 학생의 수준과 비슷하다.
교양중국어 교육의 일탈과 방법 부재를 낳고 있는 학생 간의 수준 차는 담당교수가 수준 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수록, 난감한 상황에서 초보자를 가르치는 어려움을 배가시키고 있다. 학생 수준의 차이를 파악한다고
해서 발음과 사성에서 시작하는 교양중국어 수업내용의 전개가 달라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D대학교는 세 곳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어 학습에 대한 자질이 불균등할 수밖에 없는 대
학 간의 조합으로 교양중국어가 개설되고 있다. 클래스 내의 학생 간 수준차가 불합리한 분반 조합으로 인해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 D대학교 교양중국어 분반은 인문대․예술대․스포츠대가, 사회대․경영대․중국일본학
부가,공과대․자연대․생명과학대․건강과학대가 함께 수강하는 상황이다. 사회대와 경영대, 자연대와 생명과
학대 학생의 교양중국어 학습자질이 비슷하다고 상정한다 해도, 여타 대학 간의 결합은 대학별 전공의 특성을
2) 공과대학 수강생의 감소현상은 2013년~2015년까지 공학교양으로 개설되었던 실용중국어가 2016년부터 개설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 있다.
3) 부산지역 중등교육의 중국어에 대한 수요는 서울경기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편
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지역의 제2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일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4) 김은희의 교양 중국어 학습자의 학습동기, 태도, 만족도에 관한 연구: J대학의 학습자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인문과
학 제46집, 중국인문학회, 2010년, 193쪽)와 이덕배의 교양 외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일본어문학 31집, 일본어문
학회, 2006년, 237쪽)에서는 교양중국어를 순수교양으로 이수하는 비전공 학생들 대부분은 구체적인 학습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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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이다. 특히 인문대와 예술대․스포츠대를 묶어놓은 분반은 인문대 학생에게 육상
경기로 체대학생과 경쟁하라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모든 교양과목이 이런 식의 조합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교양중국어만 독립적으로 개설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분반 내의 수준 차를 극복하기 위해 학
생의 중국어 수준을 먼저 파악한 뒤 수준별로 상대평가하는 방법5)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진실한
협조가 없는 한 불가능하며,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한 학생들의 연출에 역이용될 여지가 크다.
학점취득을 위한 중국인 학생들의 교양중국어 수강이 줄지 않고 있는 것 또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이들
에게는 별도의 성적평가방식을 적용하므로 한국 학생들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다른 측면
에서 수준 차를 빚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낮은 수준의 중국어를 외국어인 한국어로 가르치는 이 수업은
정상적인 중국인 학생이 집중할만한 대상이 아니다. 이 수업을 신청한 중국인 학생들의 결석이 많거나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교양중국어 수업의 이 같은 특성 때문이다.6) 이들 중국인 유학생을 강
의의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7)도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중국어 초급과정에서는 원어민의 참여 필요성이 크
지 않을 뿐 아니라, 강의의 취지를 이해하고 표준어를 구사하면서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찾기도 쉽지
않다. 교무 행정적으로 수강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Ⅲ. 학급의 규모
D대학교의 교양중국어는 한 학기 3학점 3시간으로 편제되어 있다. 새 단어와 문법을 학습하고 본문을 읽고
해석하고 암기하며, 문제풀이로 응용력을 기르는 이 과정은 주 3시간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담당교수
는 한 학기 15주 교육으로 편제된 교재를 시수에 맞춤으로써 시수부족의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는 학급의 규모이다. 이 수업을 통한 본문암기와 응용은 중국어 기초과목 담당교수가 요구하는 이상적
인 학급규모인 20명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 극대화된다.8) 최근 몇 년의 교양중국어 분반별 수강인원을 보면,
대부분의 분반에서 인원이 20명을 초과하여 교사가 힘겨움을 느끼게 하는 규모이다.9)
개설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과목

분반수

20명 초과 분반

실용중국어

8개

7개

실용중국어

7개

6개

니하오중국어

10개

9개

실용중국어

8개

6개

니하오중국어

10개

6개

실용중국어

6개

3개

니하오중국어

9개

6개

D대학교는 캠퍼스가 세 개로 나뉜 탓에 수강인원의 조절이 불가능한데다 대학 간의 조합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관계로, 교양중국어 수강인원의 합리적인 조절은 주로 학과의 노력에 의존하는 정도에 그친다.10) 학생들
5) 정진강, 대학 교양중국어 교수/학습의 활성화 방안 , 중국어문논역총간 제17집(중국어문논역학회, 2005년), 277쪽.
6) 2009년 1학기 사회대 경영대에 개설되었던 교양중국어의 수강인원 총 84명 중 중국인유학생이 19명이었다.
7) 정진강, 대학 교양중국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1) , 중국어문논역총간 제15집(중국어문논역학회, 2005년), 3
48쪽
8) 박덕준, 4년제 대학의 중국어 교육체계의 구축에 대한 모색 , 중국언어연구 제11집(한국중국언어학회, 2000년), 9쪽/
김용운 김자은, 부산지역 4년제 사립대학 중국어 기초회화 교육의 조건과 특징 , 인문학논총 제25집(경성대학교 인
문과학연구소, 2011년), 244쪽.
9) 2014학년도부터 교양중국어에 ‘니하오중국어’가 자유선택과목으로 새롭게 편제되었지만, 대부분 분반에서 수강인원이 3
0명을 초과하는 상황은 여전하였다. ‘화학공학과공학교양’분반이 없어지고 ‘니하오중국어’로 수강인원이 분산되면서 30
명 이하 분반이 조성된 2016학년도 ‘실용중국어’의 상황은 특수한 배경 때문에 예외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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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캠퍼스를 이동하면서까지 수강인원이 적은 중국어 분반을 찾아다니지 않는 상황에서는, 들쭉날쭉한 학급규
모를 해결하기 위한 교무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외국어 강좌에 한하여 한 클래스의 수강인원은
30명 이하로 조절하고, 주간 15명, 야간 7명 정도로 폐강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11) 학급의 규모야말
로 외국어교육의 본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발음교정과 연습, 본문암기, 본문에 근거한 교수 학생 간의 대화, 나아가 3명 정도로 구성된 그룹연습 등의
수업은 30명 이내의 학급규모에서만 가능한 수업방법이다. 교양중국어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미
서술한 바 있는 학생 간의 수준 차도 수업의 진행에 선기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선행학습이 이루어진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과 멘토관계를 맺으며 수업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학생 간의 교학관계가 형성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집중도 또한 상당 수준으로 제고됨으로써 교양중국어를 통한 일상
중국어의 학습과 응용이 활발해질 수 있다. 수업분위기도 이 같은 학습규모의 운영을 통하여 교수와 학생, 학
생과 학생이 원활히 상호작용할 수 있다면 적극성과 배려가 결합되어 이상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양중국어를 필수교양으로 발탁하여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라대학교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대학은 기초필수교양의 국제화 영역으로 영어(SEP) 일어(SJP) 중국어(SCP) 중에
서 한 과목을 선택하여 총 8학점을 이수하게 하고 있으며, 이들 과목의 학급규모를 19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
다. 각 외국어는 총 4학기에 걸쳐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 상당 수
준의 외국어 실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
제점들도 있겠지만, 신라대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은 교양중국어를 전체 중국어 교육과
정의 어디에 위치시키고, 그것에 어떤 역할을 수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양중국어
와 기초중국어회화, 비즈니스가 가능한 중국어 수준의 확보 등을 일원적으로 엮어내기 위해서는 30명 이내의
학생을 학급규모로 하는 외국어 교육의 실천이 필요하고 또한 시급하기 때문이다.

Ⅳ. 학과교양 <기초중국어연습>과의 관계
D대학교는 교양중국어 외에 중국어학과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과교양 <기초중국어연습>을 개설하고
있다. 3시간 3학점으로 운영되는 교양중국어와 3학점 6시간으로 운영되는 <기초중국어연습> 두 과목은 중국
어 학습이 전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급중국어 수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수업의 내용과 방법
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기초중국어연습>은 일주일에 2시간씩 세 번 6시간으로 편성되었기 때문
에 다양한 수업방법의 시도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외국어 교육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활용연습시간이 충분히
확보된다. 이는 수강인원이 거의 고정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교양중국어는 주 3시간 수업을 통해
외국어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다 이상적이지 않은 학급규모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수강학생의 수
준 차 등으로 인하여 수업 분위기 자체가 <기초중국어연습>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학과는 교양중국어와 <기초중국어연습>의 연계성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다. 교양중국어를 학습하고 난 뒤에 <기초중국어연습>을 학습하는 관행은 형성되지 않고 있지만, 복수전공
이나 부전공으로 중국어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양중국어와 학과 교과과정의 연
계는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 고리이기 때문이다. 두 교과목의 연계가 여타 분반에서는 앞으로 체계를 갖추
면 되는 일이지만 인문과학대학에 개설된 분반의 경우 이 같은 체계가 이미 실천되고 있다. 이 분반 학생의
상당수가 중국어학과 학생이기 때문이다.12)
10) 예를 들어 2011년 1학기 승학캠퍼스 야간강좌 수강인원이 폐강 기준인원인 10명을 넘어서지 못하자 담당교수 간의
협의에 의해 주간 수강생의 일부를 야간으로 옮기게 한 것이 그 예이다.
11) 중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강학생이 5명 이상이면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수도 25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
는 대학도 있다. 조득창은 이들 대학과 같은 교육관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중국어 교육의 활성화 방안들이 시행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학교 당국의 의지와 구조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득창, 교양 중국어 교육의 활
성화와 원어민 교원 운용 방안 , 중국어문논총 제36집(고려대학교 중국어문연구회, 2008년), 61쪽.
12) 중국어학과 학생의 교양중국어 수강인원:【2010년 1학기 10분반/11분반】51명 중 28명 / 44명 중 29명 【2011년 1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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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두 교과목은 발음과 사성을 가르치는 데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수강 학생들의 동기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기초중국어연습>은 적극성과 능동성으로 차 있지만 교양중국어는 두 가지의 동기가
공존하기 때문에 타과 학생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수업의 전개가 불가피하다. 중국어학과 학생에게 교양중국어
는 <기초중국어연습>을 예습하는 단계에서 바로 그 교과목의 내용을 수업 중에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
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초중국어연습>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시수가 집적되면서 거기서 훈련된 내
용의 차이가 수업에서의 간극을 더 벌려놓게 된다.
교양중국어 담당교수는 이 두 과목의 연계적인 층차가 거의 학기 초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다.
발음과 사성에서 함께 출발된 두 교과목은 3주 정도의 학습과정을 거친 뒤에는 명백한 상하위 과목으로 구분
된다.
이런 상하위 과목으로의 분화과정과 실질적인 연계체계에도 불구하고 교양중국어 담당교수가 이 같은 연계
의 구성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편은 아니다. 교양중국어와 <기초중국어연습>을 함께 수강하는 학생
들은 중국어학과 학생에 한정되는데다가 이 두 교과목은 똑같이 발음과 사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2,3주에 걸
친 수업내용의 중복은 어쩔 수 없다. 중국어학과 학생의 입장에서 이 수업은 상대적인 수월성 속에서 쉽게 학
점을 취득할 수 있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교양중국어 수강을 선호하게 된다. 중국어학과 학생 대부분은 이 2,3
주가 지난 뒤에는 교양중국어에 대한 부담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들 대부분은 <기초중국어연습> 과정에서
교양중국어 이상의 중국어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교양중국어 학점취득에 있어서의 걱정거리가
있다면 중국어학과 학생 간의 상대평가이다.13)
교양중국어와 <기초중국어연습> 수업을 차별화하는 것은 타과 학생들이 중국어학과를 복수전공․부전공하
기 위한 선행학습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우선, 교양중국어는 수강생의 전공, 성향, 수강동기 등이 다양하
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각자의 개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주
어야 한다. 특히 중국어학과 수강생이 많은 인문대 수업의 경우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비전공자들을 배려하
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기초중국어연습>은 학생 모두가 동일한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기 때
문에 전공지식에 대한 요구가 큰 편이므로 담당교수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둘째, 교양중국어는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교양 외국어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전적인 지식
의 습득을 넘어서 해당 문화권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 단어나 문법을 주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14) 반면 <기초중국어연습>의 초급단계는 전공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므로 발음과 사성을 반복
훈련함으로써 읽기에 있어서의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셋째, 교재의 선택에 있어서도 차별화해
야 한다. 교양중국어는 간단하고 쉬운 예문을 반복 연습할 수 있도록 편찬된 교재를, <기초중국어연습>은 기
본문형의 중국어문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재를 선택해야 한다.
교양중국어 교과과목의 학습내용은 사실 학생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양중국어
교육에 대한 담당교수의 의욕도 중요하지만 이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도 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
짓는 주요한 요소이다.15) 따라서 교양중국어 교과목의 운영은 학생수준에 따라 매해 분반별로 다소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16)
기 10분반/11분반】42명 중 23명 / 57명 중 33명이다. 2014년 ‘니하오중국어’가 교양중국어에 편제된 이후 분산되었을
뿐, 교양중국어를 수강하는 중국어학과와 중국학전공 학생의 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13) 이 부분은 많은 대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다. 장춘석은 타 학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양중국어의 분반을 일반
교양과목 학생과 중국어 전공 학생을 분리해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춘석, 교양 중국어 교육 개선 방안에 관
한 연구-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 중국인문과학 제34집(중국인문학회, 2006년), 206쪽.
14) 이덕배, 교양 외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 일본어문학 31집(일본어문학회, 2006년), 244쪽.
15) 류창교의 교양 중국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실태와 대안 도 대학의 외국어 교육의 많은 문제점이 교과과정상의
제도와 교재 등의 문제 외에 수강생들의 참여 의지와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동아문화 제36집(서울대학
교 동아문화연구소, 1998년), 180쪽.
16) B대학교의 경우, 자과가 개설한 교양외국어에 자과 학생이 이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과 학생들이 교양중국
어를 수강하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도록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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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업의 내용과 방법
교양중국어는 중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 수준에 따라 수업의
내용이 결정된다. D대학교 교양중국어의 수업내용은 중국어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중국어학습의 의
욕을 지속시키는 수준으로 제약된다. 따라서 이 같은 수업목표에 따른 다양한 수업방업의 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양중국어는 발음, 읽기, 본문암기, 활용 등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발음과 읽기는 필수이고
본문암기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며 학생의 수준에 따라 기본문형을 활용하는 단계에 이른다. 배운 단어와 문
형들을 조합하여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은 이미 본문암기가 끝난 의식성과 계획성을 지닌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중국어는 발음과 성조가 관건이다. 알파벳 읽기에 익숙해져있는 학생들에게 한어병음의 특징, 성모와 운모
의 특별한 결합구조를 설명해주어야 한다. D대학교의 교양중국어 담당교수A는 한어병음카드를 만들어 칠판
에 붙이면서 성모와 운모 결합의 시각적 학습 효과를 꾀하였다. 성조학습은 주어진 시간 내의 반복학습을 통
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내는 높낮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은 본문을 읽어나가
는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읽기는 의미에 따라 끊어 읽고 자신의 발음을 대상화하면서 그것을
원어민과 비교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담당교수B는 발음과 성조 학습이 상대적으로 더딘 학생들을 위해 쉬
는 시간 혹은 수업이 끝난 후 일대일 지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정확한 발음을 강조하되
교양중국어에서 학생들의 발음을 지나치게 꼼꼼하게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어 학습에 방해가 될 수도 있
다. 중국어 발음이 다른 언어에 비해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발음연습 자체가 지루한 과
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발음이 다소 정확하지 않더라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하면서 회화를 병행하며 발음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17)
본문읽기가 끝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켜 외우고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제약을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양중국어의 최대 학습목표는 제시된 문장을 암기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에서 활용연습을 하는 것이다. 본문의 암기는 본격적인 말하기로 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서, 수업의 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18)
교양중국어의 자기화 수준을 중국어 교과과정이라는 수직적인 측면에서 제약하는 것이 <기초중국어연습>
이라면, 그것을 수평적인 측면에서 제약하는 것은 일반 교양과목들이다. 실제로 교양중국어는 다른 교양과목
에 비해 학생의 부담이 큰 편에 속한다. 한 주만 결석해도 진도를 맞추기가 힘든 제2외국어회화 교과목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수업 이외의 시간에 매번 따로 예․복습을 하게 하는 것도 무리이다. 교양중국어가 본
문암기 이상의 활용과 작문으로 나아가기 힘든 것은 형식적으로는 수직적인 제약 때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평적인 제약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현실적인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다른 교양과목과 대등한 수준의 학
습량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어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학생들의 수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담
당교수B는 학생 위주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할 수 있으면 학생 개개인이 수업시간 중 한 마디라
도 할 수 있도록 일대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본문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내용을 중국어
로 묻고 중국어로 답하게 하거나 중국어 문장을 들려주고 그것을 한국어로 옮기게 한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한 학생이 대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 학생이 대화를 이어가는 식의 릴레이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모
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교양중국어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결국 관건은 수업방법이며
17) 수강생이 50~60명에 이르는 분반의 경우, 개별적인 발음지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담당교수D는 ‘발음시험’이라
는 형식을 통해 수강생 개인이 발음문제를 보강하도록 유도했고, 담당교수E는 학생들에게 교재의 본문을 읽고 녹음해
오게 과제를 내주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확인하는 방식으로 발음과 읽기 향상을 도모하였다.
18) 설문에 응한 D대학교 교양중국어 담당교수 5인 모두 본문암기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수업과정에서 반복학습을 통해
암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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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중심은 분위기이다. 이 수업은 학생들의 적극성과 능동성이 필수적이며, 교수의 교재선택과 흥미로운
수업방법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교재는 수업방법을 제약하고 수업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교양중국어의 교재는 총 15주 교과과
정과 학사일정에 맞게 총 10과에서 12과 정도가 적당하다. 본문에 사용되는 문장은 되도록 짧고 간단하면서
실생활에 유용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려운 문법 설명 등은 최대한 배제하고 중국과 중국어에 대한 호
기심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편집되어야 한다.19) 담당교수A는 당일에 배운 중국어 문장과 관련
한 시각자료를 활용하거나, 학급 내에 중국학생이 있을 경우 교재 속 상황을 한국학생과 실제로 연출하게 함
으로써 수업의 흥미와 긴장감을 높였다. 담당교수C는 즉석 그룹핑을 통해 각각 본문 속 인물로 분해 중국어
를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방식은 교재의 중국어문장이 다소 간단하고 외우기 쉽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자유롭고 활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연출하는 수업분위기가 적
극적이어야 한다. 서로 간의 친밀감이 만들어지면 틀려도 좋으니 무엇이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담당교수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바탕으로 학생이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담당교수C는 단어설명 뒤 바로 개인별 혹은 조
별 빙고게임이나 스피드게임을 실시하여 단어를 습득하게 한 뒤 본문읽기와 해석을 진행하였다. 경우에 따라
서는 간단한 시상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의지를 제고시키고자 했다. 담당교수D는 학생들이 수업에 자발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리토킹’을 설정하고 2인1조 혹은 4인1조로 구성 후 짧은 문장이라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중국어에 대한 훈련 외에 중국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는 소재들을 수시로 소개하는 것도 재미있는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담당교수B는 한 학기에 두 번 학생들에게 중국음식과 경극 등 중국문화를 소개
하는 짧은 동영상을 함께 시청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유지시켰고, 담당교수C는 간단한 중국노래 한
두 곡을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20) 담당교수E는 중국과 중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
조하는 가운데, 최근 중국의 이슈를 다룬 다큐멘터리나 흥미로운 영화 등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의욕
을 고취시켰다.

Ⅵ. 평가의 방법과 방향
D대학교의 교양중국어 담당교수는 수업의 본질이 예습과 복습을 위한 평가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어
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수업방법 속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평가방법 중에서도 수시
평가는 수업방법의 일부가 되는 연결고리라고 본다. 예를 들어 담당교수A는 “수시평가는 수업의 방법적인 측
면과 평가를 연결하는 관절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그것은 수업방법의 핵심을 이루기도 하고, 나아
가 평가의 관건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수시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교양중국어 수업은 이미 성
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담당교수C는 “교양중국어에 있어서는 정시평가나 수시평가 모두가 수
업방법의 일환으로 기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평가가 수업방법의 한 부문으로 기능할 때 수업 효과가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담당교수E 또한 “수시평가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현재 학습상태를 테스트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특히 적절한 긴장에 노출되지만 정시평가보다 안정적으로 평가를 대하기
때문에 정시평가를 대비하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이 수업의 관건은 본문읽기와 독해, 암기, 활용이다. 한어병음을 정확하게 읽는 것부터 인사와 자기소개, 숫
19) D대학교의 교양중국어는 총 12과로 구성된 교재를, <기초중국어연습>은 총 15과로 구성된 교재를 사용하였다.
20) 반면 중국어 노래나 영화를 감상하는 등 중국어학습 이외의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중국어 초
급단계에서는 발음연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발음교정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는 부족한 주당 시수와 과다한 수강인원과도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김상호, 대학 교양중국어 교육의 목표와 그
실천 방안: 대전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 중국문학 제38집(한국중국어문학회, 2002년), 4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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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읽기, 날짜와 시간 말하기, 물건사기 등의 말하기로 연결되는 교양중국어는 수업 자체가 거의 수시평가와
함께 진행된다. 담당교수가 설명을 가한 이후 활용연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별·그룹별 테스트, 게임이나
역할극 등으로 표현되는 수업방법은 그대로 수시평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담당교수B는 평가의 20%를 수시평
가에 할애하여, 발음, 본문읽기, 단어와 필수문형에 대한 수시평가를 한 학기동안 총 4회 실시한 바 있으며,
담당교수D 또한 단어암기와 본문읽기 위주의 수시평가를 3~4회 실시함으로써 수업방법과 평가를 병행하였다.
수시평가가 수업의 일환이라면 지필고사로 치러지는 정시평가는 종합성․공정성․변별성에 근거하여 주요
한 평가수단으로 인식된다. 읽기와 본문암기 등이 훈련된 이후에는 주로 자신이 듣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쓰는 것으로 평가하는 단계만이 남게 된다. 담당교수C는 “어학의 점진적인 향상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암
기와 실습이 수업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되고 그 결과가 적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시평가가 중요
하다. 하지만 정시평가의 의미는 배운 것을 총체적으로 복습하고 그것을 글로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담당교수A는 “평가의 객관성과 변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수시평가의 단점을 정시평가를 통해 메꾼다”고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양중국어에서의 수시평가는 적절한 수강인원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읽
기부터 말하기, 암기와 활용에 이르는 평가의 과정에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정된 시간 안
에 이 모든 평가의 과정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0명 이내의 수강인원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
렇지 않으면 학생 개개인에 대한 테스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수업방법도 교수의 일방적이고 지시적인
진행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수강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시평가의 횟수는 줄어들고, 이에 따라 학생이 참
여하는 식의 수업방법 운용 또한 제한된다.
D대학교 교양중국어 담당교수는 전반적으로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를 선호하는 편이다. 사실 중국어 학
습은 상대평가에 맞는 과목이 아니다. 교양중국어는 기능과목으로서 사고력의 제고 보다는 중국어를 읽고 말
하는 능력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과목이다.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표현이 가능하면 좋은 학
점이 나가야 하는 교과목인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상황에서 일주일에 3시간 13주 간의 연습으
로 50명이 넘는 학생들을 8단계로 상대평가 한다는 것은 그다지 현실에 부합하는 평가가 아니다. 실제로 학생
들의 성적은 최하위 그룹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비슷한 수준이다.
교양중국어의 교육목표는 발음과 성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사하는지, 또 기본문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필고사로 실시되는 정시평가가 수시평가보다 실질적으로 더 유효한 상대
평가의 잣대가 된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배운 외국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평가받는데 있어서 상대평가는 이
러한 교육목표의 핵심을 벗어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상대평가가 힘든 상황이 연출될 때가 많다. 다시 말해서
제도가 교육현장의 이상을 왜곡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또 선행학습자의 수강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평가는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크게 떨어뜨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양중국
어 강좌가 활성화될 수 없는 요인을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중국어학과 학생의 비율이 전체수강인원의 5
7%에 달했던 2011년 1학기 인문대 분반에서는 평균 95점을 맞고도 A를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실 속에 있는 담당교수는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체계보다는 상대평가를 위해 학생들을 구
분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됨으로써 교육의 본질로부터 벗어나기 쉽다.21) 따라서 교양외국어 과목은 일정한 교
육목표에 도달한 학생들이 정해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절대평가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다.

21) 수강인원 기준에 의해 절대평가가 가능했던 2011년 1학기의 인문대 야간 강좌에서는 학습효과와 수업에 대한 만족도
가 다른 강좌에 비해 훨씬 더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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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강의평가
교양중국어는 강의의 실질적인 진행이 수시평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른 교과목과 달리 강의 과정
에 대한 일원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편이다. 게다가 설문내용 자체도 교양중국어의 교육현실에 적합
하지 않은 항목들로서 D대학교의 현장에 맞고 교과목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설문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다소
모호하고 모든 과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들은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수-학생 간의 커뮤니케
이션과 학생이 느끼는 성취도를 점검하는 실제적인 항목들로 수정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S대학교의 강
의평가항목은 평가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주관성이나 모호함을 비켜간 실례라고 생각된다.
D대학교 강의평가 설문항목
(1) 강의계획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실행되었다
(2) 교수는 강의시간을 준수하였다
(3) 강의는 해당분야의 지식과 내용을 폭넓게 다루었다
(4) 교수는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를 높였다
(5) 이 강의를 통해 해당 분야의 지식과 능력이 발전하였고 관심도 깊어졌다
(6) 중간 강의평가에서 건의한 사항이 개선되었다
(7) 교수는 휴강 시 보강을 이행하였다
(8) 교수는 출결관리를 철저하게 하였다

S대학교 강의평가 설문항목
(1) 해당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 시켰는가?
(2)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잘 설명하였는가?
(3) 학생들의 질문을 적절히 수용하고 성실히 응답하였는가?
(4) 학생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였는가?
(5) 강의계획서에 소개된 내용을 충실하게 다루었는가?
(6) 강의 내용의 전달이 명확하고 효과적이었는가?
(7) 사용된 강의 교재 및 참고자료(참고도서, handout, 시청각자료, 웹자료 등)가 학습에 적절하였는가?
(8) 시험, 퀴즈, 과제물 등에 대한 feedback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9) 전반적으로 교수의 강의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10) 다른 학생들에게 이 과목 수강을 권하고 싶은가?

예를 들어 “강의계획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실행되었다”는 항목은 이론이 아닌 실습에 치중하
는 어학교과목에 부합하도록 “강의는 전체적으로 흥미로웠으며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수정함으로써
수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것이 필요하다. “강의는 해당분야의 지식과 내용을 폭넓
게 다루었다”라는 항목 또한 “강의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학생과 충분히 교감하였다”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이 강좌의 수강인원은 적정한 수준이었다”라는 항목이 추가된다면 외국어강좌의
효과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의평가에 이처럼 주관적이고 우연적인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교과
목이다”는 선입견이 전임교수 사이에 만연되어 있다. 앞에서 거론했던 많은 요인들로 인해 수업 중에 만날 수
있는 변수들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도, 중국어 초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중국어는 다
른 중국어강의에 비해 강의준비 등에 대한 수고가 상대적으로 덜한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강의평가의 결과에 따라 강의의 연속을 보장받고 있는 현 체제하의 시간강사들은 “이런 교과목도 제대로 가
르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기 쉬운” 교양중국어 강의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설
문 항목의 변경과 새로운 평가방법의 강구가 시급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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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결론 : 해결방안
부산 D대학교의 교양중국어 교육은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한 선행학습자의 수강신청을 제한할 방안이 없고,
단과대학 간의 불합리한 조합으로 학급규모가 결정되며, 수업의 내용을 학과교양 <기초중국어연습>과 차별화
해야 하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 평가 또한 수시평가에 의존하면서도 상대평가의 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가장 교육하기 쉬운 교과목이라는 편견 때문에 담당교수의 관심이 수
업보다는 강의평가에 기울게 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제도적인 배려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게
다가 학생 수의 감소와 정원조정의 분위기는 중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는 중이다. 따
라서 D대학교의 교양중국어 교육은 아래와 같이 달라져야 한다.
우선 세 캠퍼스의 상황에 적합한 교양중국어의 개설이 시급하다. 특히 제2외국어에 대한 자질이 불균등할
수밖에 없는 단대별 조합 운영은 분반 내의 학생 간 수준차를 증폭시키는 원인이다. 분반 내의 수준차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단대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인문대․예술대․스포츠
대 분반은 이런 제도의 확립이 매우 절실하다.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끼리 경쟁하게 해야 평가에 있어서의 불
합리한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르지 않은 학급규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어과목에 한해 폐
강기준을 현재 20명 미만에서 15명 미만으로 낮추고, 분반 상한선을 최대 30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한 선행학습자의 교양중국어 수강은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수준별 분반이 최
선이지만 그것이 힘든 상황에서는 학생부에 고등학교 선택과목 이수이력을 표기하게 하거나,22) HSK CPT 등
중국어능력시험의 일정 수준을 교양중국어 이수로 인정해주는 특별학점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문제를 줄여나
가야 한다.
교양중국어의 평가는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가 더 적합하다. 일정한 학습목표에 도달했을 때 정해진 성적
을 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가 실시된다면, 학생들의 성취감을 높일 뿐 아니라, 다음 중국어 학습단계로 넘어가
고자 하는 자발적인 동기수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행정당국은 교과목에 맞는 강의평가 항목을 확립해야 한
다. 과목의 특성을 무시한 일괄적인 평가항목 보다는 교양중국어 교과목에 부합하는 항목들로 강의평가가 이
루어져야 담당교수의 효과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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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际大纲 语法

【중국어학 분과Ⅰ】 발표 ④

( ：2014)의 중국어 교육문법체계 고찰

国际大纲 语法

― 国际大纲(语法：2008)과 비교를 토대로

위수광*1)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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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国际大纲(语法:2014)체계의 특징
3.1 등급체계
3.2 문법체계
4. 결론

1.서론
중국의 国家汉办、孔子学院总部组织에서 중국어 교육요목으로 国际汉语教学通用课程大纲(2008)1)을 제정
하여 중국어교육의 연구 성과를 총괄하여 중국어교육과정 설계, 교재편집, 능력평가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
였다. 이후 2014년에는 세계적으로 중국어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상황에 적응하고 중국어교육의 연구성과를 반
영하여 새로운 중국어 교육과정설계, 교재편집, 능력평가 등을 계획하고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国际大
纲(2014)을 새롭게 수정, 보완하였다. 이를 토대로 新HSK大纲(2015)이 수정, 보완되었다. 이들 간의 유기
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国际大纲(2014:1)에서 “등급체계는 6등급 체계로 国际大纲(语法)(2008)의 5등급에서
변경하였다. 이는 新HSK과 상호간의 일치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각 등급별 한자, 어휘, 문법, 화제 등
언어지식을 더욱 새롭게 하여 新HSK과 의 연계성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분명 한국인 중국
어학습자의 중국어교육에서 참조 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임이 분형하다. 国际大纲(2014)는 한국인 중국어교
육의 참조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 이는 연구대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国际大纲(2014)에 반영된
교육문법체계를 파악하는 것은 현 시점에 절실히 요구되는 연구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国际大纲(2014)에 반영된 구성 체계, 등급배열, 문법체계의 특징을 분석하여 한국인 중국어교
육문법에 객관적 참조기준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国际大纲(2014)의 전체요목은 본 연구에
서 진행하는 광범위하므로 우선 문법요목인 国际大纲(语法:2014)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国际大纲(语法:20
14)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国际大纲(语法:2008)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논의과정으로는 첫째, 전체 요목인 国际大纲(2008)과 国际大纲(2014)을 비교하여, 두 요목에서 제시한
기준과 원칙을 토대로 설계된 구성체계, 등급체계, 문법체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문법체계는 등급별로 제
시된 문법항목과 문법항목들의 등급배열의 분포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두 요목의 비교를 통해 国际
大纲(语法:2014)의 등급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외적으로는 유럽참조공통기준(CEFR)2)과 新HSK大纲(201
* 창신대학교 중국어학과 조교수
1) 이하 国际大纲(2008)으로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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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내적으로는 国际大纲(语法:2014)의 문법항목들의 등급배열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
다. 셋째, 国际大纲(语法:2014)의 문법체계의 특징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인 학습자 중국어교육에서 참조할 수 있는 중국어 교육문법체계의 객관적 기
준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国际大纲(2008)과 国际大纲(2014)의 비교분석
(2008)와 国际大纲(2014)모두 중국어를 제2언어로 하는 교육과정에서 목표와 내용의 분석하고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중국어교육기관과 교사의 교육설계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학습자의 언어능력평가
와 교재편집 등 분야에 참고근거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 요목은 공통적으로 과학성, 실용성, 적절성, 통용성 원칙을 제시하였다. 3) 그러나 이후에 수정된 国
际大纲(2014)에서는 ‘탄력성(융통성) 원칙’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이 원칙은 요목에서 제공된 교과목 유형 및
교육모형을 예로 하여 실제 교육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요소 및 상호관계, 논리적인 순서와 일반적인
처리방법, 단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초보적인 예를 먼저 제시하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보고자 하였으며 사
용자가 실제 교육상황을 토대로 하여 각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쓸 수 있도록 한 원칙이다. 4)
그 밖에도 国际大纲(2014)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수정, 보완되었다.
첫째, 등급이 조정되고, 교육과 평가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国际大纲(2008)에서 5등급
을 6등급으로 조정하여 新HSK와 등급을 일치시켰다. 그리고 한자, 어휘, 문법, 화제 등의 언어지식이 새롭게
수정하였으며, 新HSK연관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실용성을 부각시키고, 규범성을 보완하였다.
셋째, 평가방안을 새로이 추가하였으며, 이는 활용성이 높은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넷째, 각종 중국어교육의 유형, 단계를 두루 고려하여 세계 각지의 실정에 맞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다양한 매체의 운용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큰 틀의 기준을 토대로 国际大纲(2008)을 国际大纲(2014)로 수정, 보완하였다. 5)
国际大纲

2) 이하 CEFR라고 명함.
3) 国际大纲(2008:서문)의 제정원칙은 다음과 같음,
Ÿ 과학성원칙: 언어 교제능력 이론을 중심으로 많은 외국어와 제2언어 교육 요목의 경험과 성과를 참고로 하였고, 국제
중국어교육의 경험을 받아들였으며, 비교적 넓은 범위 내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정방법으로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실증을 집중적으로 하였으며, 이론과 실제를 서로 결합해서 비교적 강한 과학성과 전형성을 구비하였다.
Ÿ 실용성원칙: 국제 중국어교육 실천의 각도에서 출발해서 학과과정 목표와 학습자가 구비해야 하는 지식, 언어기능, 책
략과 문화의식 등의 방면에서 등급을 나누고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동시에 汉语教学话题及内容建议表, 汉语教学话
题及内容举例表, 中国文化题材及文化任务举例表, 常用汉语语法项目分级表, 汉语拼音声母,韵母与声调, 常用汉字8
00字表, 常用汉语1500高频词语表 등 많은 실용참고 가치가 있는 부록을 구비했다. 사용자는 실제 교육 상황에 따라
참고하고, 선택하여 증가하는 내용은 개별화된 교육요강이나 교재 편집의 기준으로 제정하였다.
Ÿ 적절성원칙: 국제 중국어교육에 맞게 전문화에서 대중화, 보편화, 응용형의 발전추세로 가고 있다. 国际汉语教学通用
课程大纲의 편집과정 중에 최대로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 인사 등의 다른 대상의 특징까지도 아우를 수 있게 하였
다. 또한 중국어 학습의 난이도를 최대한 낮추고, 목표등급에 대해 적당히 조절을 하였다. 중국어 교제능력으로 언어의
종합적 운용능력을 부각하여 국제 중국어교육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게 하였다.
Ÿ 통용성원칙: 国际汉语教学通用课程大纲은 国际汉语能力标准및 欧洲语言教学与评估框架性共同标准둥 국제적으로
공인된 언어능력 기준을 참고하였으며, 문화 간 언어교육의 각도에서 현 단계의 국제 중국어교육의 성과와 경험을 받
아들였고, 전형적인 중국어지식, 문화지식 등 교육내용에 대해 정리하였다. 게다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시를 제시하
였다. 그리하여 더 많은 국제 중국어교육의 종사자가 교육, 교사양성, 교재편집 등의 분야에서 참고로 사용하기 편리하
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4) 国际大纲(2014:서문)에서 인용함.
5) 国际大纲(2008)처음 제정되는 과정에는 国家汉办에서 세계 각국의 300여명의 중국어교육전문과와 교사 등이 참여하
여 편찬하였고, 이 과정에 협력하여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편찬하고 번역하였다. 2014년 이후 100여명의 전문가와
교사가 참여하여 각 항목을 수정하였고, 이 밖에도 참고사례 모두 실제 중국 중국어수업을 반영하여 国际大纲(2014)
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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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구성 체계
국제 중국어교육과정은 학습자가 중국어지식과 기능을 학습함과 동시에 학습목표를 강화하여 자기주도 학
습과 협동학습능력을 배양하여 효과적인 학습책략을 이루어 마침내 언어의 종합적인 능력을 구비하는 것을
전체목표로 삼고 아래와 같은 체계를 제시하였다.
<표1> 국제중국어교육 교과과정 목표구조 관계도6)

언어지식
어음, 어휘
문법, 기능
화제, 텍스트

언어기능
듣기, 말하기

언어종합

문화지식

활용능력

문화지식, 문화이해

읽기, 쓰기

문화 간 능력
국제적 안목

책략
정서책략
학습책략
교제책략
자원책략
학제 간 책략

<표1>의 네 분야는 国际大纲(2008)와 国际大纲(2014)은 동일하게 ‘언어지식’, ‘언어기능’, ‘책략’, ‘문화지
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언어지식’은 언어를 실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조성부분으로 ‘어음’, ‘어휘’,‘문법’, ‘기
능’, ‘화제, 텍스트’ 등으로 나누어서 언어지식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 가운데 ‘언어기능’은 종합적인 언어 실행
능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책략’에는 ‘정서책략’, ‘학습책략’,
‘의사소통책략’, ‘자원책략’, ‘학제 간 책략’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지식’은 언어는 풍부한 문화적 함의가 내포되
어 있다. 따라서 교사는 당연히 학습자의 연령별 특징과 인지능력에 따른 문화지식의 내용과 범위를 점차 확
대시켜 학습자가 시야를 넓힐 수 있게 하였다.
国际大纲(2014)의 내용은 国际大纲(2008)과 거의 동일하나 단치 차이점은 '문화지식'의 '문화간 의식(20
08)'을 '문화간 능력(2014)'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단순한 의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중국문화를 이
해하고 소통하며 나아가 국제적인 안목을 갖고 이문화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식되
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国际大纲(2014)의 부록으로 새롭게 중국어 수업 모델에 대한 의견과
평가 활동표를 제시하였다.

2.2 등급 체계
(2008)과 新HSK大纲(2009)은 CEFR을 참조로 하여 제정되었다. CEFR은 유럽의 외국어
학습자를 위한 참조기준이면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에도 기준이 되고 있어, 현재 전 세계 많은 외국어 교육
国际大纲

6) 国际大纲(2014：서문)에서 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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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조기준으로 많이 반영되고 있다. 7) 게다가 이는 国际大纲(2014)과 新HSK大纲(2015)의 수정, 보완의
참조기준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国际大纲(2014:서문)에 '등급체계를 조정하고, 교육과 평가를 서로
결합한다'는 수정원칙에 따라 新HSK 등급과 동일하게 6등급으로 일치시켰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国际大纲
(2014)의 세부목표를 아래와 같이 6등급체계로 설계하였고, 새로이 6급을 추가되었다. 그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2> 国际大纲(2014) 세부 목표 기술8)
등급

등급별 목표
학습자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나 일상생활에서 기본 언어재료를 이해하므로 비교적 정확하게
간단한 문장을 표현하고, 외우고, 베껴 쓸 수 있게 한다. 모범적인 작문의 어휘, 문장을 모방할

1

수 있다. 중국어를 배우는 흥미와 자신감을 배양하기 시작한다. 교사의 지도하에 간단한 학습책
략, 의사소통책략, 자원책략, 학제 간 책략을 초보적으로 접하게 한다. 중국 문화를 이해하기 시
작하고, 문화간의식과 국제적 시야를 초보적인 가질 수 있게 한다.
학습자가 관계된 사람이나 일상생활의 기본 언어재료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기본문
형을 파악해서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사물에 대해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으며, 비교적

2

간단한 방식으로 간단하게 언어 교류를 진행한다.
중국어 학습의 흥미와 자신감을 배양하기 시작한다. 간단한 학습책략, 의사소통책략, 자원책략
과 학제 간 책략을 초보적으로 배운다. 중국 문화지식을 이해하기 시작하여, 문화 간 지식과 국
제적 시야를 초보적인 가질 수 있게 한다.
학습자가 생활과 관계된 언어재료를 이해하고 학습한다. 비교적 복잡한 문형을 운용할 수 있다.

3

비교적 익숙한 화제로 의사소통하고 기술할 수 있으며, 간단한 단락도 만들 수 있다. 중국어 학
습의 흥미와 자신감을 갖는다. 일반적인 학습책략, 교제책략, 자원책략, 학제 간 책략을 파악한
다. 간단한 중국문화 지식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문화 간 능력과 국제적 시야를 구비한다.
학습자가 사회생활과 관계된 언어재료를 이해할 수 있고, 작문 정확도가 높고, 익숙한 주제로
기술하고, 설명하거나 비교할 수 있다. 기본적인 단락을 표현할 수 있고, 간단한 문장을 조직할

4

수 있다. 중국어 학습의 흥미와 자신감을 갖는다. 일반적인 학습책략, 교제책략, 자원책략, 학제
간 책략을 파악한다. 중국문화의 기본적인 문화지식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문화 간 능력과 국제
적 시야를 구비한다.
학습자가 다양한 주재의 언어재료를 이해할 수 있고, 숙련되게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일반적
인 단락의 표현 기술을 파악한다. 비교적 완전한 단락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비교

5

적 유창하게 언어교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다. 중국어를 배울 때 비교적 강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는다. 비교적 전체적으로 학습책략, 교제책략, 자원책략, 학제 간 책략을 파악한다.
중국의 문화지식을 비교적 깊이 이해하고, 문화 간 이해능력과 국제적 시야를 구비한다.
학습자가 다양한 주재의 언어재료를 이해할 수 있고, 숙련되게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일부 단
락 표현하는 기술을 파악한다. 비교적 완전한 단락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고, 유창하

6

게 언어교류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다. 중국어를 배울 때 비교적 강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
는다. 전체적으로 학습책략, 교제책략, 자원책략, 학제 간 책략을 파악한다. 중국의 문화지식을
깊이 이해하고, 문화 간 이해능력과 국제적 시야를 구비한다.

<표2>는 国际大纲(2014)의 세부목표로 이는 国际大纲(2008)의 목표에 새로이 6급의 세부목표만 추가하
였다. 그 밖에도 1급과 5급에서 밑줄 그어진 부분은 国际大纲(2014)에서 수정되어 기술 된 부분이다. 거의
유사하게 기술되었다. <표2>의 6등급 기준에 근거하여 国际大纲(2014)에서는 부록으로 ‘상용한자표’, ‘상용
어휘표’, ‘상용중국어문법등급표’을 새로 제정하여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7) 위수광(2015:177)을 참조.
8) 国际大纲(2014:서문)의 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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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법 체계
( :2014)의 문법체계를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 国际大纲(语法:2008)의 문법체계와 비교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두 요목의 문법체계를 등급별 목표, 문법범주, 문법항목 등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선 国际大纲(语法:2008)은 5등급 체계에 맞게, 国际大纲(语法:2014)은 6등급으로 등급별 목표가 제시
되었다. 등급별로 제시된 문법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国际大纲 语法

<표3> 国际大纲(语法)(2008)와 国际大纲(语法)(2014)의 목표
国际大纲(2008)
1급 문법

2급 문법

기본어순
상용문형
일반의문문
수사·상용양사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상용정도부사
사람·사물기본표현
不사용한 부정문

시간·장소·방향표현
인민폐, 금액
부사어·한정어 기본
구조, 기능
특수의문문
존재표현
바램표현

3급 문법
상용전치사
기본비교문
사건·행위·기술진행표
현
了기본용법
没有부정문
상용조동사

4급 문법

5급 문법

상용시간부사
조사过
시량보어
동량보어
'是-的문용법
겸어문
상용복문

결과보어
방향보어
가능보어
정도보어
把字句
피동표현
각종복문

国际大纲(2014)
1급 문법

상용기본문형
상용의문문
소속관계표현한정어
정도부사부사어
상용실사·허사의미,
용법

2급 문법

3급 문법

4급 문법

시간부사어
장소부사어
비교적복잡한 한정어·
각종보어
상용적인 복잡한부사
부사어
복잡한 특수문
어
상용결과보어
기본반어문
자주접하는
특수문
의미·용법복잡한 실
특수문형
의미·용법복잡한 실
사·허사
기본 시제표현
사·허사
논리관계 비교적복잡
상용실사·허사의미,
상용복문
한 복문
용법
기본상용복문

5급 문법

6급 문법

표현특정의미보어
자주 접하는 삽입어·
고정구
특정형식 반어문
난이도 높은 어휘·
의미 용법
긴축복문 논리관계
복잡한복문

활용성 있는 삽입어·
고정구·성어
활용할 수 있는 특수
문
어휘, 문형 다른 뉘
앙스
다중복문
상용수사방법
텍스트구조 수단

<표3>의 등급별 목표는 문법항목이 표현해야 할 의미기능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문법내용을 포
함하는 기본적인 내용만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国际大纲(语法:2008)은 등급별 목표에 따라 필요한 문법항목만을 언급하였다. 1~2 등급은 주로 실사, 단순
부사어, 관형어 등을 제시하였고, 3~5급은 허사, 보어, 특수문등을 제시하여 기본적으로 익혀야 하는 문법내용
만을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国际大纲(语法:2014)는 등급별 목표에 따라 전체적인 중국어 문법체계를
목표로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国际大纲(语法:2008)1~2급에서 제시된 내용은 国际大纲(语法:2014)
의 1급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国际大纲(语法:2008)과 달리 国际大纲(语法:2014)은 2급부터는 허사, 부사어,
특수문, 간단한 복문 등을 제시하였고, 3급부터는 기존의 国际大纲(语法:2008)의 4~5급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4급부터는 복잡한 의미기능을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5급에서는 논리관계
를 표현할 수 있는 복잡한 복문을 제시하였고, 새로 추가된 6급은 삽입어, 성어, 각종문형, 다중복문, 상용수사
방법 등 중국어의 특징을 반영한 난이도 높은 문법내용을 목표로 제시함으로서 외국인학습자들에게 요구하는
문법목표가 상향조정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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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国际大纲(语法:2008)와 国际大纲(语法:2014)문법항목9)
国际大纲(2008)
1급 문법

2급 문법

3급 문법

4급 문법

인칭대명사
복수형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수사·상용양사
(个·名)
접속사(和)

시간명사
(년, 월, 일·주, 시간)
방위사
상용양사
(件·条·块·张·斤)
'的'구조
동사중첩
금액
소속관계표현
존재표현
(在·是·有)
거리표현(离)
바램표현(要·想)

전치사
(공간위치:从·向·从~
到~)
조동사:能·会·可以·应
该·愿意
전치사
(대상:跟·给)
부사(最)
조사(着)
조사(了)
동등표현
진행표현

시간부사
(还·已经·
再-又,就-才)
조사 了
조사 过

정도부사부사어

범위부사부사어
(都·也)
시간부사어
장소부사어

시량보어
동량보어
(次·遍·躺)

不부정문
명령문(请+동사)
감탄문
일반의문문
(吗·吧·呢)

결과보어
(完·到·好, 부정식)
결과보어
가능식
상용가능보어
방향보어
(단순·복합방향보어,
파생용법, 가능식)
정도보어

비교문
把字句
겸어문
피동의미표현
是-的구문(시간·장소· (의미상피동문, ‘被’字
방식 강조)
句)

존현문
비교문
이중목적어문
연동문
동사술어문
(是·有)
형용사술어문
명사술어문
(연령·출신지)

5급 문법

명사술어문
(시간·금액)

의문대명사
의문문

没有’부정문
선택의문문
정반의문문
怎么의문문
怎么样·好吗·‘可以吗·
行吗의문문

怎么了의문문

복문

각종복문

国际大纲(2014)
1급 문법

2급 문법

3급 문법

4급 문법

5급 문법

6급 문법

실사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시간명사
금액표현
기수사
상용양사

방위명사
대명사(大家·每/지시
사+양사)
수사(기수사,
서수사/二·两)
양사(명량사· 동량사)

대명사
(别人·自己·其他)
지시대명사
수사(어림수)
양사(명량사·
양사중첩)

대명사(各·부정의문 대명사(某·各自·彼此) 대명사(지시대명사:
형·任指·虚指)
수사(소수, 분수, 백 本·本身·인칭대명사：
수사(两·俩, 배수표현)
분수, 서수사)
本人)
양사(명량사·동량사·
양사
양사(명량사, 동량사)
특수양사)
이합사(吵架· 划船·离 이합사(答辩·打架·打
조동사(得,不得不)
婚)
仗·捣乱·发财·发呆·发

9) 国际大纲(语法:2008)는 범주별로 구분하지 않았으나 国际大纲(语法:2014)와 비교할 때 편의를 위해 동일한 범주별
로 나누어 정리하였음. 国际大纲(语法:2014)의 범주구분은 실사, 허사, 문장성분, 특수문, 문형, 서법의 순서로 구분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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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个·名·本·口)
감정표현동사
(爱·喜欢·想)
조동사
(能·会)

조동사(要·可以[허락]·
可能)
바람동사(认为·
바람동사
以为·打算·相信·决定)
(觉得·希望)
조동사(能·会·可以【기
이합사
능】·应该·愿意·敢)
(唱歌·跳舞·上班·考试·
이합사(帮忙·见面·洗
游泳)
澡·生气·刷牙·上网)
동사중첩
형용사중첩

이합사(打折·道歉·支
撑·减肥·理发·请假·请
客·散步·握手)

고정구

火·发誓·分手·化妆·敬
礼·投票·做东·做主)
고정구
성어

허사
부사의미· 위치
접속사(和)
구조조사
(소속:的)
어기조사(了)

정도부사(最·更)
구조조사(的)
전치사(대상:跟·给·对)
전치사(공간방향:从·
向·往·到·离)
어기조사(변화:了·가
까운 미래표현)
동태조사(了)
동태조사(着)
동태조사(过)
진행표현(正,正在)

정도부사(越·特别·极·
几乎·比较)
시간부사(还·已经·先·
马上·就-才)
빈도부사(经常·常常·
再-又·一直·总是)
범위부사(一起· 一共·
只)
어기부사(终于·其实·
当然)
어기조사(변화:了)
전치사(为·为了·关于·
根据·除了)

접속사(与)
전치사(由·按照·以)

접속사'总之’
전치사(顺着·沿着·朝·
自·自从·凭·对于·至于)

전치사(于·本着)

문장성분,문형,서법
관형어
부사어(시간, 장소,
묘사)
단순정도보어

관형어
시간부사어
보어(결과보어)

수량보어:동량, 시량
정도보어
방향보어
가능보어

주술술어문
비교문(동등비교, 不
연동문(목적)
如·不比·更·还)
早,晚,多,少·비교문 정
이중목적어동사술어
연동문(방식)
도보어·비교문
문
존재문(在·有·是, 동사 把字句(정도보어, 동
겸어문
+着)
사중첩, 了)
比较句(比字句, 没有
把字句(一位类,성질변
의미상피동문
부정)
화)
连字句
是~的(시간, 장소, 방
被字句(叫·让)
식 강조)

방향보어추상용법
个정도보어

삽입어
把字句(着)
被动句

삽입어
把字句(致使)
被动句

동사술어문
(是·有)
형용사술어문
명사술어문

부정문(不没)
명령문(요청)
감탄문
의문문(일반의문문,
특수의문문)

명령문
일반의문문(吧)
정반의문문
특수의문문
(什么时候·怎么【방
식】·为什么·多+형용
사)
부가의문문

감탄문
선택의문문

반어문

반어문

승접복문
점층복문
인과복문
조건복문
전환복문
가설복문
양보복문

병렬복문
승접복문
점층복문
인과복문
선택복문
조건복문
전환복문

복문

인과복문
전환복문

병렬복문
승접복문
선택복문
전환복문
가설복문
긴축복문

127

병렬복문
승접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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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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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복문

가설복문
양보복문
긴축복문

<표4>에서 ‘문법범주’를 비교해보면 国际大纲(语法:2008)는 특별히 범주화하지 않고 의미기능별로 목표에
맞게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누락된 문법항목들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国际大纲(语法:2014)는 ‘실사, 허사, 문장성분, 문형, 서법’으로 구분하여 문법범주화해서 제시하였고, 범주화
한 문법내용들은 중국어 문법체계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문법내용을 등급별 목표에
맞게 배열하였다.
‘문법항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国际大纲(语法:2008)과 国际大纲(语法:2014)의 문법항목을 범
주별로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품사’ 중 ‘실사’는 전반적으로 새로 추가된 문법항목과 내용이 가장 많고, 동일한 문법항목은 등급별로 누적
식순서배열10)되었으며, 등급도 상향조정되었다. 예로 대명사(2008:1급)는 대명사(2014:2급~6급)로, 수사(2008:1
급)는 수사(2014:1~5급)로, 양사(2008:1~2급)에서 양사(2014:1~6급)로, 조동사(2008:2~3급)에서 조동사(2014:1~4
급)로 배열되면서 새로이 내용이 보완되고, 등급도 조정되었다. 그 밖에도 国际大纲(语法:2014)에 새로 추가
된 실사는 바람동사(2014:2~3급), 이합사(2014:2~4급), 형용사중첩(2014:2급), 양사중첩(2014:3급), 고정구(2014:~6
급), 성어(2014:6급)등이 있다. 실사는 国际大纲(语法:2014)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수정, 보완된 문법범주이기
도 하다.
‘허사’에서 国际大纲(语法:2008)의 정도부사, 접속사, 전치사가 3급에 배열되었던 항목이 国际大纲(语法:20
14)에서는 4급에서 6급까지 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일부 내용이 수정 보완되었다.
‘문장성분, 문형, 서법’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张斌(2002)의 기준에 따라 '문장성분, 특
수문, 문형, 서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문장성분'은 国际大纲(语法:2008)에서 부사어(2008:1~2급)와 보어(2008:4~5급)만을 제시하였다. 반면 国
际大纲(语法:2014)에서는 부사어
(2014:2~3급)와 보어(2014:2~5급)으로 등급도 누적식순서배열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형어(2014:2~3급)
도 새로 추가되었다. 하지만 두 요목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어, 술어, 목적어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수문’은 国际大纲(语法:2008)에서는 연동문(2008:3급), 이중목적어구문(2008:3급), 존현문(2008:3급), 비교
문(2008:3급~4급), 겸어문(2008:4급) , 是~的구문(2008:4급), 把字句 (2008:5급), 被字句(2008:5급),피동의미표현·
의미상피동문(2008:5급)등을 제시하였다. 반면 国际大纲(语法:2014)에서는 존현문(2008:3급)을 존재문(2014:3
급)으로 제시하며 동일한 등급에 배열하였다. 이 외의 대부분은 한, 두 등급 하향조정 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비교문(2014:2급~4급), 把字句 (2014:3~6급), 被字句(2014:3, 5~6급)은 의미기능별, 문법기능별로 구분하여서 여
러 등급으로 나눠서 누적식순서배열 하였다. 그리고 주술술어문(2014:2급), 连字句(2014:2급), 삽입어(2014:5~6
급)을 새로 추가하였다.
‘문형’은 国际大纲(语法:2008)와 거의 동일하다. 동사술어문(是,有)(2008:1급), 형용사술어문(2008:1급), 명사
술어문[연령, 출신지](2008:1급), 명사술어문[시간, 금액](2008:2급)이 国际大纲(语法:2014)에서는 모두 1급에
배열하였다.
‘서법’의 문법항목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등급은 하향 조정되었다. 예로 부정문 중 不부정문(2008:1급), 没
부정문(2008:3급)은 부정문(2014:1급)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명령문[请+동사](2008:1급), 감탄문[真,太~了](200
8:1급)은 모두 国际大纲(语法:2014)에서도 1급으로 동일하게 배열되었다. 그리고 의문문에서 ‘선택의문문’은
두 요목 모두 3급으로 동일하며, 나머지 의문대명사의문문(怎么,怎么样,可以吗,行吗)는 (2008:3급)에서 (2014:2
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怎么了”의문문만이 (2008:4급)에서 (2014:1급)으로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
10)박용진 외 공역 (2005:38, 214) 재인용
‘누적식순서배열’은 邓守信이 제시한 ‘내부순서배열’과 ‘외부순서배열’을 통칭하여 문법항목을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누적
화 시켜서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邓守信에 따르면 ‘내부순서배열’은 항목의 구조는 동일하나 의미상 다른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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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에 반어문(2014:5~6급)도 새로이 추가 되었다.
'복문'은 国际大纲(语法：2008)의 복문(2008:4급)에서 제시된 문법항목의 대부분 복문(2014:2~4급)으로 하
향 조정되었고, 복문(2008:5급)에 제시된 항목들도 복문(2008:3급~5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그 밖에 병렬복문,
승접복문, 점층복문, 인과복문, 선택복문, 목적복문, 전환복문, 가설복문, 양보복문, 긴축복문 등의 다양한 복문
들이 国际大纲(语法：2014)의 2급에서 6급까지 광범위하게 새로 보완되었다.

3. 国际大纲(语法:2014)체계의 특징
앞서 国际大纲(语法:2008)와 비교를 통한 国际大纲(语法:2014)의 문법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国际大
纲(语法:2014)의 문법체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체계의 변화보다는 중국어 문법체계
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国际大纲(语法:2014)의 특
징을 등급체계와 문법체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1 등급체계의 특징
앞서 언급했듯이, 国际大纲(语法:2014)의 등급체계는 新HSK大纲과 연계성을 지닌다. 新HSK大纲(200
9)의 서문에서 “교육과정과 결합된 평가(考教结合)를 원칙으로 삼고, 평가를 통해 교육과 학습을 촉진한다(以
考促学)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 정확성 그리고 학습자의 현재 수준에 중점을 두어, 학습
자를 북돋울 수 있는 책략과 중국어 능력향상에 주력하였다”고 하였다.11) 이를 통해 新HSK大纲(2009)은 
国际大纲(语法:2008)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5> 요목 등급비교

그러나 <표5>를 보면 国际大纲(语法:2008)은 5등급 체계로 6등급인 CEFR과 등급은 일치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제정된 新HSK大纲(2009)은 6등급으로 CEFR와 동일한 등급체계임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国际大纲(语法:2008)만 5등급 체계로 통일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国际大纲(语法:2014)은 6등급으로 일치되었음을 서론에서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新HSK
大纲(2015:1)에서 "新HSK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여 중국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끊임
없이 탐구하고, '교육-학습-평가를 삼위일체'를 원칙으로 중국어 종합적인 능력향상 시킬 수 있는 체계를 초
보적으로 형성하였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기준과 원칙을 토대로 연계성을 가지고 国际大纲(语法:2014)
과 新HSK大纲(2015)는 외적으로는 6등급체계로 일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내적으로 国际大纲(语
法:2014)문법항목들의 등급배열은 문법항목들이 연계성을 지니고 배열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법항목 간의 상대적 등급배열12)과 누적식 순서배열13)을 기준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11) 新HSK大纲(2009:서문)참조.
12) 위수광(2012:1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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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법항목 간의 상대적 등급배열이 이루어진 문법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6> 国际大纲(语法)(2014)의 상대적 등급배열
1급

보어

2급

단순정도보어

3급

4급

5급

결과보어

수량(시량·동량)보
어
정도보어
방향보어
가능보어

방향보어
추상적용법
个정도보어

존재문:
在·有·是,
동사+着

존재문
동사술어문(是·有)

비교문

조사(着)
比较句
更사용

정도보어
사용한 비교문

把字句
(결과보어)

把字句
(정도보어,
동사중첩, 了)

결과보어

정도보어
방향보어

정도부사(最·更)
단순정도보어
是~的구문(시간·장
소·방식강조)

是~的구문
어기조사了

동태조사了

把字句
어기조사了
(동사술어문)

被字句

6급

동사중첩
조사着
동태조사了

把字句(着)

把字句
(致使)

被字句
‘叫·让’
겸어문
‘叫·让’

<표6>을 통해 문법항목간의 상대적 등급배열이 이루어진 문법항목은 보어, 존재문, 比较句, 是~的구문, 把
字句,被字句 등이 있다.
'보어'들 간의 상대적 등급배열이 되었다. 이 중에 결과보어(3급), 방향보어(4급)가 먼저 학습하고 이후 가
능보어(4급)14)를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로 인해 결과보어(3급), 방향보어(4급)이 가능보어(4급) 보다 낮
은 등급에 배열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물론 방향보어와 가능보어와 동일한 등급이지만 이는 동일한 등급 내에
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상대적 등급배열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방향보어(4급)는 방향
보어 추상적인 용법(5급)보다 낮은 등급, 정도보어(4급)는 个정도보어(5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기본적인 방향
보어, 정도보어를 학습하고 확장된 통사구조와 의미기능을 학습해야 한다. '존재문(3급)'은 '在·有·是'로 표현
될 뿐만 아니라, 国际大纲(语法:2008)의 존현문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존재문(3급)'보다 동사술어
문[是·有](2급), 조사[着](2급)을 먼저 학습하여야 함으로 이에 맞게 적절하게 상대적 등급배열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更'을 사용한 비교문(3급)' 과 '정도보어를 사용한 비교문(4급)'는 이에 사용되는 정도부
사[更](2급), 단순정도보어(2급)에서 먼저 학습하도록 배열되어 있으므로 적절하게 배열되었음을 알 수 있다. '
是~的구문(2급)'은 완료의미를 나타내며, 동사술어문에 유사한 의미기능의 어기조사了(1급), 동태조사(2급)와
상대적 등급배열이란 문법항목의 구조형식이나 의미기능의 상관관계에 따른 문법항목의 등급배열을 이른다.
13)위수광(2012:108) 참조.
누적식 순서배열은 동일한 문법항목에서 일부 항목은 통사구조가 복잡하거나, 의미기능이 다양하여 기능별로 구분하여 단
계적으로 배열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다. 이런 항목을 단계적으로 배열하여 누적화하는 것을 ‘누적식 순서배열’이라 한다.
14) 가능보어가 결과보어, 방향보어를 확장한 구조라는 특징으로 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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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거나 같은 등급에 배열되어 있다. '把字句(3~6급)는 특징적으로 복잡한 문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통사적제약이 따른다. 이로 인해 기타성분으로 쓰이는 “ 了,着,동사중첩, 간접목적어, 각종보어(가능보어
제외) ”등이 把字句보다 앞서 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 기타성분으로는 어기조사了(1급), 동태조사(2급), 조사
[着](2급), 결과보어(3급), 방향보어(2급), 정도보어(2급)으로 把字句(3급)보다 낮거나 같은 등급에 배열되어 적
절하게 배열되었음을 알 수 있다. 被字句도 把字句와 동일한 성격의 문법항목이다. 하지만 被字句는 이 뿐만
아니라 전치사의 어휘와도 관련이 있다. 被字句는 '被' 뿐만 아니라 '叫,让'도 피동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겸어문을 나타내는 동사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겸어문[叫·让](2급)과 상대적 등급배
열이 요구되는 항목이다. 이 항복도 적절하게 상대적 등급배열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누적식 순서배열이 이루어진 문법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7> 国际大纲(语法)(2014)의 누적식 순서배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대명사(各,부정의문
형, 任指,虚指)

대명사
(某·各自·彼此)

대명사(本)지시대
명사
(本身)
인칭대명사
(本人)

수사(소수, 분수,
백분수, 서수사)

대명사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대명사
(大家, 每)
지시대명사+양사

대명사
(别人·自己·
其他)
지시대명사(这么·那
么)

수사

기수사

기수사
서수사
二·两

수사(어림수,几·多)

수사(两·俩, 배수표
현)

양사

상용양사
(个·名·本·口)

명량사：件·条·块·
张·斤
동량사：次·下

양사(명량사：双·条·
层·种·辆·位)
양사중첩：个个·条
条·次次)

양사(명량사:朵·份·
棵,台·页·只)
동량사:遍·趟·回)
특수양사:场·顿)

조동사

能·会

要·可以【허락】·可能

能【조건허락】·会【추
측】·可以【능력】·应
该·愿意·敢

조동사(得·不得不)

把字句
(一位类,성질변화)

把字句(정도보어,
동사중첩, 了)

비교문(동등비교,
不如·不比·更·还)

早,晚,多,少-비교문
정도보어- 비교문

被字句(叫·让)

의미상피동문

把字句
比较句(동등비교,
比字句
没有부정

비교문
被字句

양사(명량사:磅·串·
양사(片·册·滴·顶·克·
栋·副·枚·束艘·枝·株·
吨·幅·根·节·颗·粒·批·
幢·组·番)
匹·阵·支)
동량사:(番)

把字句(着)

把字句(致使)

被动句(给)

被动句
(为···所···)

누적식 순서배열이 된 문법항목들은 주로 실사 중 대명사, 수사, 양사, 조동사와 특수문인 把字句, 比较句,
被字句이 여러 등급에 걸쳐 누적식 순서배열이 이루어졌다. 실사인 ‘대명사, 수사, 양사, 조동사’는 등급별로
익혀야 하는 어휘를 새로이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그 중 ‘수사’는 기수사, 서수사, 어림수, 소수, 분수, 백분수
등 다양한 어휘들을 제시하였고, ‘조동사’는 能(1급, 3급), 会(1급, 3급:능력), 可以(2급:허락, 3급:능력) 등 동일
한 조동사이지만 의미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반면 특수문인 ‘把字句, 比较句, 被字句’는 비교적 복
잡한 통사구조와 다양한 의미기능으로 인해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이들의 문법항목의 특징에 맞게 통사구조
와 의미기능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열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国际大纲(语法:2014)의 문법항목들은 문법항목간의 상대적 등급배열이 필요한 문법항
목과 누적식순서 배열이 필요한 문법항목들은 그들의 특징에 맞게 전체적으로 잘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3.4

문법체계의 특징

( ：2014)는 중국어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에 해당한는 문법항목과 그에 따른 문법내
용들이 많이 보완되었다. 특히 실사, 특수문, 복문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문법체계의
国际大纲 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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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급수별 문법범주에 해당하는 문법항목의 개수에 근거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8> 国际大纲(语法：2014)의 급수별 문법항목 분포도

전체적으로 문법항목이 2급에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급, 4급, 5급, 1급, 6급 순이다. 먼저 급수별로 1~3급까
지 살펴보면 1급의 문법항목은 실사, 허사, 문형, 서법순서로 많았고, 2급은 실사, 허사, 서법, 문형, 문장성분,
복문 순이며, 3급은 허사와 실사가 같고, 복문, 특수문, 문장성분, 서법 순서이다. 4급~6급까지 살펴보면, 4급은
실사와 허사의 상대적으로 적고, 문장성분과 복문이 많다. 5급은 복문과 실사가 많으며, 그 다음이 허사, 문장
성분, 특수문, 서법 등의 순이다. 6급은 복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실사, 특수문이다. 이를
통해 1급에서 3급까지는 주로 실사와 허사가 많고, 그 다음은 특수문과 서법이 많은 것으로 보아 1급부터 3급
에서 기본적인 문법체계는 모두 학습해야 하며, 4급부터 6급으로 높아질수록 실사의 기본어휘와 특수문, 다양
한 복문을 익히면서 실력을 다져야 함을 알 수 있다.
国际大纲(语法:2014)의 문법체계는 汉语教科书(1958)와 语法等级大纲(1996)15)에서 제시된 공통된 중
국어문법체계와 거의 동일하며, 중국어문법체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예로 문장성분, 동작의 태, 특수
문, 의문문, 수표기법 등의 범주에 해당하는 문법내용을 모두 다루었다. 国际大纲(语法:2014)에서 4급의 대
명사(任指,虚指), 이합사, 삽입어, 성어, 고정구 등을 새로 보완하였다. 다만 중국어 문법체계를 모두 제시한 다
른 요목과 달리 허사 중에는 전치사, 부사, 접속사만을 제시하고, 문장성분 중에는 부사어, 관형어, 보어만 제
시한 것이 차이점이다.
그 밖에도 国际大纲(语法:2014)은 의사소통향상을 위한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한 항목과 표현항목을 제시
하였다. 물론 国际大纲(语法:2008)에서 표현항목을 중점적으로 제시한 것과는 상반되게 표현항목의 비중은
많이 줄었다. 그러나 의미기능에 중점을 둔 항목은 보완되었다. 그 예로 1급에서 3급까지 감정표현동사(爱,喜
欢,想:1급), 바람동사(觉得,希望:2급), 바람동사(认为,以为,打算,相信,决定:3급)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조동사도 可
以【허락】(2급), 能【조건허락】, 会【추측】可以【능력】(3급)등 의미기능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전치사
도 '대상(跟,给,对:2급), '공간방향(从,向,往,到,离: 2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사도 정도부사
(越,特别,极, 几乎,比较:3급), 시간부사(还,已经,先, 马上, 就-才:3급), 빈도부사(经常,常常, 再-又, 一直,总是:3급),
범위부사(一起,一共,只:3급), 어기부사(终于,其实,当然:3급)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끝으로 외국인 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제시한 항목으로는 이합사를 급수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이
합사(唱歌,跳舞,上班,考试,游泳:2급), 이합사(帮忙,见面,洗澡,生气,刷牙,上网:3급), 이합사(打折,道歉,支撑,减肥,理发,
请假,请客,散步,握手:4급), 이합사(吵架,划船,离婚:5급)등은 외국인 학습자가 오류를 많이 범하는 문법항목인 만
큼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그 밖에도 외국인 학습자가 혼란스러워하거나 오류를 많이 범하는 부사 중에서 의미
가 상반된 부사(再-又, 就-才:3급), 수사(二,两：2급)등을 함께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国际大纲(语法：2014)는 国际大纲(语法：2008)보다 중국어의 특징적인 중국어문법체계를 적
극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미기능의 문법항목을 보완하였으며, 외국인 학
습자의 특징도 일부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 위수광(2012:67)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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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을 통해 한국인 학습자 중국어교육에서 객관적 기준으로 참조할 수 있는 중국어 교육문법체계
를 분석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4. 결론
( ：2008)와 国际大纲(语法：2014)의 비교를 통해 国际大纲(语法：2014)에 반영된 구성체
계, 등급체계, 문법체계의 특징을 분석하여 한국인 중국어교육문법에 객관적 참조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두 요목을 비교분석한 결과로 등급체계는 6등급 체계로 변경하여, 新HSK과 의 연계성을 강조하고자 하였
다. 등급배열은 보어, 존재문, 比较句, 是~的구문, 把字句,被字句등은 복잡한 통사구조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법항목간의 상대적 등급배열이 되었다. 그리고 대명사, 수사, 양사, 조동사는 문법내용을 새로이 추
가하고, 比较句, 把字句,被字句 의 다양한 의미기능은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누적식 순서배열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문법체계는 중국어문법체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다만 차이점은 허사 중에는 전치사, 부사, 접
속사만을 제시하고, 문장성분 중에는 부사어, 관형어, 보어만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실사, 특수문, 복문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했다. 이로써 중국어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고, 문법항목과 그에 대한 문법내용들이 새롭게
보완되었다. 이 밖에도 의사소통향상을 위한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한 동사나 이합사를 급수별로 상세하게 제
시하였고, 외국인 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오류를 자주 범하는 부사나 수사는 두 어휘를 함께 제시하여 효
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国际大纲(语法:2014)을 한국인 학습자에게 적용하였
을 때 몇 가지 한계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예로 한국인 학습자에게 적절한 보어들의 상대적 등급배열16)과도
여전히 차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학습자가 많은 오류를 범하고 어려워하는 다항부사어, 다항관형어,
동태조사(了·着·过)와 시제관련 진행표현, 가까운 미래표현 등의 문법항목은 여전히 2 ·3급에만 제시되어 상대
적 등급배열이 이루어지 못했다. 이를 통해 国际大纲(语法：2008)에 대해 제기되었던 한국인 학습자의 모국
어 상황을 고려한 '국가별 특징(国别化)'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17)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성과가 향후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객관적이 교육문법체계 마련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한
국인 학습자를 위한 중국어교육에 객관적 참조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国际大纲 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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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現代漢語虛詞 但 、 而 、 卻 的異同比較及教學建議
雷婷*

ㆍ陳依諾**1)

1. 引言
“ ” “ ” “ ”

，

本文旨在探討 但 、 而 、 卻 這三個虛詞在語義、句法和語用上的異同點。漢語缺乏嚴格意義上的形態變化

，

，

虛詞是漢語重要的語法表達手段。在對外漢語教學中 虛詞教學是重點也是難點。有些虛詞雖然不難理解 但是在

，

“ ” “ ” “ ”

實際使用的時候卻常常會混淆出錯 例如本文中即將要探討的這三個虛詞 但 、 而 、 卻 。

“但”、“而”、“卻”這三個虛詞在語義上既有相同點，又有不同點，在句法和語用等方面或多或少也存在著差異。
目前韓國很多工具書對這三個詞都有解釋，但大多較為簡略，體現不出三者的差別來，因此給學習者的學習帶來很
多困難。例如我們在韓國學生習得“但”、“而”、“卻”的過程中就發現了這樣一些典型的偏誤：
（1）*他虽然学习很努力，而成绩不好。
（2）*今天很冷，却我只穿了一件短袖。
（3）*这个问题不是一个小问题，但是一个大问题。

，

，

(1998)、景士俊(1995)等對“卻” 的某一方面進行了
比較深入的研究，劉清平(2000)、岑澤麗(2007)、張健軍、吳長安(2010)、王孔莉(2013)等辨析了副詞“卻”和連詞“但
(但是)”的異同，《現代漢語虛詞例釋》等對“而-但”、“而-卻”也分別作了簡單的比較。但目前還沒有對“但”、“
而”、“卻”三者同時進行對比的研究。由於這三者不管在語義上，還是在句法或者語用方面都存在著很多容易混淆的
地方，因此筆者認為對這三者的異同進行對比研究很有必要，同時希望該研究能對對外漢語教學提供有益的參考和
目前 對於這三者前人已經做了不少有益的研究 如梅立崇

借鑒。

2.1 “卻”的語法意義
“ ”

，

2. 語義比較
，

，
“ ”
部分同前一部分的意思具有相反或者相對立的關係。《現代漢語八百詞》認為“卻”表示轉折，如：“天氣不冷，他卻
穿著棉襖。”同時還指出“卻”表示轉折的語氣較輕1)。《現代漢語虛詞例釋》則指出：“卻”修飾動詞，表示某個動作
或行為是和前面所提出的動作或行為相反或對立的，出乎意料或超乎常情的。同時還認為“卻”具有強調的作用，句
中用不用“卻”意味是不同的，並且將“卻” 所表示的意思分為四種2)：
A．前面提出某個行為動作或情況，再用“卻”來提出另一個相反的或對立的行為動作或情況。例如：
關於虛詞 卻 的語法意義 前人已經做了很多研究 得出的結論不盡相同 但是他們基本都認可 卻 所引導的

(4)農村裏地主勢力一倒，農民的文化運動便開始了。試看農民一向痛惡學校，如今卻在努力辦夜校。
* 延世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系
** 延世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系
1) 呂叔湘（2010），p460 参考
2) 北京大學中文系1955、1957級語言班編（2010），p403 参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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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表示所提出的事情或動作是出乎意料或者違反常態的。例如：
(5)第一個二年計畫期間，我國金屬切削機床的產量平均每年增長22%，1958年的產量卻比1957年增長了79%。

C．表示某種願望得不到實現。“卻”往往和“又”連用，加強轉折語氣。例如：
(6)我想喊他等等我，卻又怕他笑我膽小害怕。

D．表示進一層的意思，強調後面所提出的事情。例如：
(7)不錯，中國人民破壞了一個封建的家長制，須知這種家長制在資本主義社會中一般早已沒有了，這是資本主義的一
個進步。我們卻更進一步，建立了民主團結的家庭，這在資本主義社會一般也是少有的。

，C“某種願望得不到實現”這一義項可歸入A 義項中。例句(6)前面提出“我想喊他等等我”這個情況，
後半句則可以看作是用“卻”提出來的一個相反的行為動作或情況。所以說，C義項可合併到A義項中去。
另外，筆者還認為“卻”並沒有D“表示進一層的意思”這一義項。假如我們省去例句(7)的“卻”，這時句子依然保留
有“更進一層”的含義，但是，假如我們同時刪掉“卻”和“更進一步”，句子則失去了轉折和更進一層的意思。因此可推
出，“卻”在這裏並不是表示“更進一層”，而是幫助“更”加強語氣，表示後面所提出的“建立了民主團結的家庭”這一事
實出於意料或違反常態，可以歸入B義項。
因此，我們認為虛詞“卻”的基本語法意義是表轉折關係，具體可以概括為兩條：一是對比義，表示一種事物的
不同方面或兩種事物之間存在一種相對或相反的對照性；二是反常義，表示事情或動作出乎意料或違反常理。
筆者認為

2.2 “但”的語法意義

“ ”

《

》 “ ”

：

，

各詞典和教科書都認為 但 是連詞3)。 現代漢語八百詞 關於 但 的釋義為 表示轉折 引出同上文對立的意

思，或限制、補充上文的意思4)。《現代漢語虛詞例釋》認為，“但”表示轉折關係，用“但”的時候先提出一個肯定的
事實，然後用“但”引出在意義上跟前面不同的另一事實。並將“但”的語義歸納為如下兩種類型5)：

A. 前後兩層意思是互相排斥的，正意在後面。例如：
(8)這一點現在還不是事實，但將來必然要成為事實的。

B.

，

，

“ ”

，

，

前後兩層意思並不排斥 正義在前面已經說出 只是用 但 造成語意上的轉折 引起下文 對前面的正意作

：

進一步的限制或補充。例如

(9)進攻，是消滅敵人的主要手段，但防禦也是不能廢的。

(2000)把“但”所連接的分句間的關係總結為兩類：一是對比性轉折關係，即前後句的意思相對或相反，全
句的中心在後一分句。如：
劉清平

(10)人們不能創造規律，但能夠逐步認識規律，並用它來為改造客觀世界服務。
(11)到了甲午戰爭的時候，我們船上的炮雖比日本的大，但炮彈不夠，並且子彈所裝的不盡是火藥。

，

，

：

二是非對比性 即後一句在意義上並不與前一句相對或相反 只是對前一分句的補充或限制。例如

(12)要充分肯定成績，但也要指出缺點。
3) 但可以做副詞也可以做連詞。做副詞的時候，它的意思想當於“只”或“只要”，書面書色彩比較重；做連詞的時候意義同“但
是”。本文討論的是第二種情況，即“但”做連詞的情況。
4) 呂叔湘（2010），p147 参考
5) 北京大學中文系1955、1957級語言班編（2010），p112 参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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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經濟上主張自由競爭，但也要有一定的“計畫和控制”。

，

“ ”

，

由此 我們可以認為連詞 但 的基本語法意義是表轉折關係 具體可分為對比性轉折關係和非對比性轉折關
係。

2.3 “而”的語法意義
“而”的語法意義相對來說比較複雜，各家詞典對“而”的解釋也存在著一些差異。總體來說，各家都認為“而”具有
表示“並列”和“轉折”這兩大語法意義。《現代漢語虛詞例釋》主要從“而”連接並列成分、連接狀語和中心語以及連接
意念上相反的主語和謂語這三個角度出發分別解釋了“而”的各項語法意義。《現代漢語八百詞》則主要將“而”的語
法意義分為以下四種6)。

A. 表示轉折，例如：
(14)幼苗早管理，費力小而收益大。
(15)這裏已經春暖花開，而北方還是大雪紛飛。

B. 表示互相補充，例如：
(16)文筆簡練而生動。
(17)經驗是寶貴的，而經驗的獲得又往往是需要付出代價的。

C. 把表示目的、原因、依據、方式、狀態的成分連接到動詞上，例如：
(18)為建設祖國而努力學習。
(19)農活的安排需要依季節而定。

D. 四是表示從一個階段過渡到另一個階段。
(20)由春而夏，由夏而冬。

，“而”容易與“卻”“但”混淆的語法意義主要是A和B兩項。通過實例考察發現，如果“而”連接的兩項意
義相反或者像對立的時候，則“而”的意義與“但是、卻”相同，如：“費力小而收效大”；如果連接的兩部分一肯定一否
定，此時“而”除了起轉折作用外，還具有強調對比的作用，如：“管理人員不應只注意完成生產任務， 而應該將注
意的重點放在關心、滿足人的需要上”；連接遞進的兩項時，則起進一步說明的作用，如：“各組都取得了好成績，
而以三組的成績最為突出”。
綜上所述，虛詞“卻”“但”“而”語法意義的相同點是它們都可以表示前後兩項意義相反或對立，在相反或對立的對
比中強調轉折或轉折語氣。同時，它們也存在著不同，即“卻”具有表示事情或動作出乎意料或違反常理的語法意
義，而“但”和“而”沒有；當前後兩項在意義上並不相對或相反的時候，“但”和“而”引導的後一項可以表示對前一項的
補充或限制，“卻”不可以；“而”連接遞進的兩項時，有進一步說明的作用，“卻”和“但”沒有這種語法意義。
筆者認為

3. 句法功能對比

3.1 在單句中，連接成分的異同

“但”、“而”、“卻”都可以用在單句中，連接某個句法成分的兩個結構項。如：
(21)話不多卻很有分量。
6) 呂叔湘（2010），p192-194 参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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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他的聲音低沉卻有力。
(23)我喜歡素淨但明朗的花色。
(24)嚴肅而認真。
(25)民族戰爭而不依靠人民大眾，毫無疑義將不能取得勝利。

“ ”
，“卻”可以替換為“但”。例如，例句(21)的“卻”連接謂語“不多”和“很
有分量”這兩個內部結構項，此時，“卻”可替換為“話不多但很有分量”。又如例句(22)，“卻”連接謂語的兩個內部結
構項為“低沉”和“有力”，這兩個結構項可以看作是意義對立的兩項，此時可替換為“但”，同時又可以把後一項“有力”
看作是對前一項“低沉”的進一步補充，此時則可替換為“而”。
“而”和“卻”可以連接單句中兩個不同的句法成分。例如(25)，“而”連接了主語“民族戰爭”和謂語“不依靠人民大
眾”，此時“而”可以替換為“卻”，但不可以替換為“但”。
當 卻 連接定語或謂語內部的兩個結構項時

3.2 在複句中，連接成分的異同

“但”、“而”、“卻”都可以用於複句的後一分句。如：
(26)a. 形式變了，但內容沒有改變。
b. 形式變了，而內容沒有改變。
c. 形式變了，內容卻沒有改變。

“ ” “ ” “ ”
，
是由於“卻”是副詞，“但”和“而”是連詞，它們的詞性限制了他們在複句中的不同句法功能。“卻”在複句中起關聯作用
時離不開副詞特點對它的約束。副詞的主要特點是修飾動詞和形容詞，就其位置來看，它常常只能位於後一分句的
主語之後，謂語之前。“但”和“而”是連詞，它們總是位於後一分句的開頭部分。例如(26)c中的“卻”位於後一分句主
語“內容”之後，謂語“沒有改變”之前。(26)a和(26)b中的“但”和“而”則位於主語“內容”之前。
從上面三個例句我們可以發現 但 、 而 、 卻 雖然都可以用語後一分句 但它們所處位置卻存在一些差別。這

4.1 主觀性程度不同

4. 語用功能對比

(2000)認為“但是”主要是對事態的轉折性的客觀描述，多用於敘述語篇中。“卻”字的主要功能是在通過對
比表達敘述者的主觀評價，多用於評價性語篇中，根據語境不同，可以表達出責備、讚揚、不屑、不滿、出乎意料
等語氣。“而”在連接一肯定一否定的兩項時，具有強調對比的作用，它表達了說話者一定的主觀評價，但是沒有“卻”
那麼語氣強烈。例如：
劉清平

(27)a. 他這次暑假回家，去看了外公外婆，但沒去看爺爺奶奶。
b. 他這次暑假回家，去看了外公外婆，而沒去看爺爺奶奶。
c. 他這次暑假回家，去看了外公外婆，卻沒去看爺爺奶奶。

(27)a只是客觀地敘述了他去看了誰，沒去看誰。例(27)b將“去看了外公外婆”和“沒去看爺爺奶奶”這兩種情況
進行了對比，帶有一定的主觀評價性。而例(27)c中使用了“卻”，則表達了說話者對他“去看了外公外婆，但沒去看爺
爺奶奶”這個事實的責備和不滿，主觀評價性最強。即，“卻”“但”“而”三者所帶的主觀性程度順序為：卻＞而＞但。
例

4.2 轉折強度不同
“但”、“而”、“卻”在句子中都具有轉承功能，但是三者在轉折強度上又存在著差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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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一般認為 但 側重轉折 轉折強度較強。 但 引導的分句是正句 它的前一句是偏句 強調的是轉折項 而

：

且常有後續句對轉折項進行說明。例如

(31a)丈夫愛看京戲，但妻子喜歡聽音樂，丈夫只得陪她去音樂廳。

“

”

，

“

”，因此後一分句才是正

該句前一個分句 丈夫愛看京劇 是偏句 重點強調的部分是后一分句 妻子喜歡聽音樂

，“丈夫只得陪她去音樂廳”是對“妻子喜歡聽音樂”的說明。
B. “卻”強調的是前後句之間的差異、對立，轉折強度較弱，包含了強烈的強調對比的語氣。“卻”的前後句沒有
偏正之分，它主要側重於對比，並通過這一對比來說明某一觀點或看法，這一觀點或看法常常以後續句的形式出
現。例如：
句

(31b)丈夫愛看京戲，妻子卻喜歡聽音樂，夫妻倆沒有共同愛好。

“ ”
，
“
” “
” ， “
沒有共同愛好”是針對這一對比提出說話人的看法和評價。
C. “而”跟“卻”一樣具有對比的屬性，它引導的句子的後續句可以是通過對比得出的觀點或看法。例如：

該句 卻 的前後句沒有偏正之分 它主要是側重于 丈夫愛看京戲 和 妻子喜歡聽音樂 的對比 後續句 夫妻倆

(31c)丈夫愛看京戲，而妻子喜歡聽音樂，夫妻倆沒有共同愛好。

“ ” “ ” ，

，

，

“

”

該句的 而 同 卻 一樣 引導的前後句沒有偏正之分 只側重于對比 同樣後續句 夫妻倆沒有共同愛好 是針對
這一對比提出說話人的看法和評價。

“ ”

“ ”

，

“ ”

， ，

但 而 的對比性又不如 卻 那麼強烈 它引導的句子還可以同 但 一樣看作是轉折項 因此 後面可跟後續句對

：

其引導的轉折項進行說明。例如

(31d)丈夫愛看京戲，而妻子喜歡聽音樂，丈夫只得陪她去音樂廳。

“

”

，

，

“

該句把 妻子喜歡聽音樂 看作是一個轉折項 是正句 那麼後面則可以跟對其進行說明的後續句 丈夫只得陪她

”

去音樂廳 。

，“但”、“而”、“卻”三者轉折強度最強的是“但”，其次是“而”，再次是“卻”；而對比強度則剛好相反，
表示對比程度最深的是“卻”，其次是“而”，最次是“但”。三者所具有的轉折程度和對比程度順序可以表示為下圖：
綜上可知

5. 教學建議

5.1 循序漸進法

“ ” “ ” “ ”

從前面的考察我們可以知道 但 、 而 、 卻 這三個詞不管是語義特徵、句法特徵還是語用特徵都是非常複雜

，

，

“ ”

的 因此對於它們的教學不應該只集中在某個階段或者某幾節課 應該伴隨著整個教學過程。例如 而 能表示並

，

，

列、轉折、遞進和目的等多種語法關係 但在一篇課文中一般只會出現其中一種用法 所以教師在教學的時候不能

，

，

在它一出現的時候就羅列其所有的語法意義和用法 應該先分後總。即 我們不能在一次課堂教學中要求學生掌握

，

，

，

其全部語法意義 應根據教材的安排逐步擴展 先讓學生逐個掌握每個語法意義 然後對其所有的語法意義和用法

，

，

進行復習和整理。如果在這個詞初次出現時就系統說明該詞的所有用法 在教學上肯定是不行的 而只能在進一步
的學習過程中當學生使用該詞出現偏誤時再有針對性地進行說明和糾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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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對比法
，

“ ” “ ” “ ”
，
，
真正完全掌握三者的不同用法。“對外漢語辭彙教學的目的，就是要培養外國學生識詞、辯詞、選詞用詞的能力，只
有在熟練‘識詞’的基礎上準確地‘辯詞’，才能為很好地‘選詞用詞’打下堅實的基礎。” 7)
因此，在教學過程中，當“但”、“而”、“卻”出現相同用法的時候，應該及時對其進行對比辨析，加強學生的理
解。例如，在學生已經學了“但”表示轉折的用法之後，教材上又出現了“而”表示轉折的用法，這個情況下就可以把
“但”“而”放在一起進行對比，加強辨析什麼情況下二者可以互換，什麼情況下不能互換。
我們可以採用簡明表格和圖示的方式進行對比，使學生對“但”、“而”、“卻”能產生一個直觀的認識。

隨著學習的深入 學生會逐步接觸到 但 、 而 、 卻 這三個詞的異同點 如果不對其進行對比分辨 學生很難

6. 結論
“ ” “ ” “ ”

，

：

本文從語義、句法和語用三個方面討論了 但 、 而 、 卻 的異同 得出的結論是

，

，

“ ”

在語法意義上 三者語法意義的相同點是它們都具有表示轉折的語法意義 不同點是 卻 具有表示事情或動作

， “ ” “ ” ；
，“但”和“而”引導
的後一項可以表示對前一項的補充或限制，“卻”不可以；“而”連接遞進的兩項時，有表示更進一步的含義，“卻”和
“但”沒有這種語法意義。
出乎意料或違反常理的語法意義 而 但 和 而 沒有 當前後兩項在意義上並不相對或相反的時候

轉折或轉折語氣

出於意料或違反常理

表示補充或限制

表示更進一步

卻

O

但

O

O

X

X

X

O

X

而

O

X

O

O（連接遞進兩項）

，

“ ”“ ”“ ”
，
“ ” “ ”
兩個不同的句法成分，“但”不可以。在複句中，“卻”只能位於後一分句的主語之後，謂語之前，“但”和“而”總是位於
句法上 在單句中 但 而 卻 都可以連接定語或謂語內部的兩個結構項 不同點是 而 和 卻 可以連接單句中

後一分句的開頭。
單句中

複句中位置

連接兩個不同句法成分

連接某句法成分的兩結構項

O

O

主語之後，謂語之前

但

X

O

分句開頭

而

O

O

分句開頭

卻

，“卻”“但”“而”三者所帶的主觀性程度不同，其順序為：卻＞而＞但。另外，三者在轉折強度和對比強度
上也存在著差異：“但”轉折強度最強，其次為“而”，最次為“卻”；而對比程度最深的是“卻”，其次是“而”，最次是
“但”。
教學方法方面我們可以採用循序漸進法和對比法。讓學生在循序漸進的過程中慢慢熟悉這幾個詞的用法，並且
語用上

在對比中熟練掌握它們各自的用法。

7) 趙金銘（2005）， p386 参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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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설첨모음의 특징에 대한 재고
― 실험 음성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최재영*1)

* 부산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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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학 분과Ⅰ】 발표 ⑦

语块教学法在对外汉语初级综合汉语课中的应用
何倩*

ㆍ张玲**1)

I. 语块理论的分类
语块是一种抽象存在于人的记忆中结构单位。自语块理论提出至今，很多学者也分别就对外汉语教学中的语块
从结构形式、句法功能等方面提出了自己的分类见解。
本文在借鉴现有分类的基础上，从利于学生记忆、利于采取语块教学法的目的出发，将语块分为固定语块、搭
配语块、框架语块三大类。
固定语块主要包括惯用语、成语、俗语、谚语、网络新用语、专有名词等。搭配语块指将一个新词作为节点（n
odes）,围绕这个词所形成的同义、反义辐射式或者链条式的搭配。框架语块指的是具有一定语义功能的框架语法结
构。其常常以带空的形式出现。

Ⅱ. 基于语块理论的初级汉语综合课课堂教学设计原则
“在元认知层面上把自己母语语感中对汉语语块的‘潜意识’变成显性的（explicit）东西”1)这就要求教师
在备课过程中有意识地对汉语语块进行识别、归纳，在实际授课中，通过各种方法引导学生学习语块，潜移默化强
化学生的语块意识。整体性是语块的主要特点，所谓的“整”，包括在呈现、识别、教授、记忆、掌握、复现、运
用、巩固等一系列过程中的“整体性”。2)受学习者学习水平和接受程度的影响，语块教学方法需要教师以语块教
学理念为导向，不同的教学阶段采用不同的实行方法。从时间上来讲初级阶段，语块教学法应该着重以语音音位模
仿、语调的超音位模仿和语块整体意义的形式来教学。后期阶段，随着学习者词汇量的增加，语法结构的完善，教
师可以根据语块链条性的特点，利用激发扩散的形式，不断增强其记忆中语块的辐射范围。从内容结构上来讲，初
级汉语学习者应采用模仿、排序等方式，引导学生理解汉语的语法结构和语用习惯。在中高级阶段，则可以使用
“构式——语块”句法分析法对复杂的语法进行教学。这种从简到难，从模仿固定输入到刺激主动输出的分段式语
块教学的过程符合学习者心理认知规律。

Ⅲ. 基于语块理论的初级汉语综合课课堂教学设计
本文将从两大方面进行教学案例设计：一、固定语块和搭配语块的教学设计；二、框架语块的教学设计。

* 延世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系
** 延世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系
1) 何所思 《汉语作为第二语言》，外语教学中的语块教学，华东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第94页。
2) 何所思 《汉语作为第二语言/外语教学中的语块教学》，华东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第91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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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针对固定语块、搭配语块的教学设计
1)固定语块、搭配语块输入方式教学设计
词汇是语块的基础，是构成固定语块和搭配语块的主要成分。搭配语块具有一定程度上的自由性。因此，教师
在利用生词表进行语块教学的过程中，应该有意识地打破生词顺序，适当引入已学语块和新语块，对固定语块和搭
配语块进行整体教学。
2)固定语块、搭配语块练习方式教学设计
初级班的汉语学习者，大脑中预制语块的数量比较少，其对语块的灵活运用度也比较低，因此，在初级阶段教
师应该在备课过程中，归纳提炼出所要学习的语块，利用领读、联想、连线、选词填空等多种方式，带领学生进行
语块的练习。
3)固定语块、搭配语块输出方式教学设计
语言学习者对所学语块的输出方式则是考察其语块能力的重要途径。
针对书面上的语块输出方式，教师可以采用听写和写作的形式来进行自我语块输出。这两种书面的语块输出方
式，一种是在短时间内集中激活学生已学语块；一种则是促进学生归纳组织语块、自产语块的能力。针对口语语块
输出方式，教师可以采用话题表达、角色表演、课文复述等形式来促进学生的语块输出。
4)固定语块、搭配语块教学设计实例
由于教学内容的复杂多样性以及论文篇幅的限制，本文不能将所有教案都一一展示。因此笔者将以整体性和辐
射性扩散为原则针对上述输入、练习、输出等方面给出一教学设计实例3)，旨在通过个例来体现本人在教学过程中
所运用的语块教学法。以《汉语教程》（第一册下）第18课《我去邮局寄包裹》为例。
①调整生词顺序
拿、包裹、邮票、报纸、份、顺便、替、帮、当、翻译、代表、飞机、火车、旅行、参观、团、回来、浇花、
没问题。
②导入
首先，教师借助图片和学生所熟知的课堂环境，针对已学课文，用整体性提问的方式，如：“我们现在在做什
么？”来复习17课所学的语块知识点。
其次，教师指着桌子上的物品（如：书），问学生“这是什么？”，激活学生记忆中的预制语块“这是XX”。
然后，教师将桌子上的书“拿”起来，同时领读“拿书”，借助教室里的起来物品，进行操练，如：拿钱、拿杯
子。
最后，通过教师的肢体语言，引导学生陈述整个句子，如：“老师现在在做什么？”“老师现在在拿钱。”
③语块输入
教师可以借助肢体动作来讲解动词“用”“坐”等。借用图片等道具展示实物名词。并进行搭配语块的学习，
如“用笔”“用电脑”“用汉语”“坐飞机”“坐船”“坐火车”等。
在对个别的动词和名词讲解完毕后，教师进行整体领读“一个包裹”、“一张邮票”“一份报纸”。与此同
时，让学生联想名量词语块“一个XX”、“一张XX”“一份XX”。
针对比较抽象的语言动作（如“替”、“当”），教师可以利用刚学的语块形式，设定新的语境，进行讲解。
如：教师将一个包裹放到教室后边，派一名学生去拿。然后问学生“老师去拿包裹了吗？”“谁去拿的包裹？”—
—领读“XX替老师拿包裹”。创造其他的语境，引导学生进行整体输出“XX替老师上课，XX替老师开门”等。这样
利用所学语块及相应语境进行讲解的输入方式，可以不断扩展学生接触的语块长度，在输入中达到适当的巩固作

3)

本文此处分别给出教案，并不是意味着在教学过程中，两者相互独立进行教学。针对点不同的教学过程的设计相辅相成，相
互补充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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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
④语块巩固
教师除了在课堂上对所学知识点进行精讲多练外，还应利用课后练习选词填空及作业的形式，让学生对所学语
块达到字、形、义的全面掌握。
⑤语块输出
在本课第二课时的开始阶段，教师需要对学生所学语块进行听写，这种方法不仅能促进学生在课后对语块的巩
固，而且也能考察出学生对语块的掌握程度。

2.针对框架语块的教学设计
本文将关联短语、带空语言结构和语法构式都归纳在框架语块的范围内，前两者都是比较容易识别的语块，而
后者语法构式语块则是教学难点也是重点。
1)框架语块输入方式教学设计
框架语块是影响学习者语句表达正确性、地道性的重要因素。因此，教师所采用的框架语块教学方式必须结合
所学的固定语块和搭配语块，并与语境相结合，进行整体输入。
2)框架语块练习方式教学设计
初级学生由于词汇量较低、语言系统性不足，导致其自我练习能力及活跃性都比较低，因此框架语块也就并不
能像固定语块、搭配语块那样完全由学生自行练习，教师需要参与整个练习过程中。教师可以运用问答、排序、替
换和改错等方式带领学生练习。
3)框架语块输出方式教学设计
话题表达及作文的写作则是促进学习者进行语块输出的主要方式。这两种稍微高于学生水平的输出方式，不仅
会提高学生对已学知识的组织能力，而且更会刺激学生的求知欲，达到意想不到的学习效果。
4)框架语块的教学设计案例
与固定语块及搭配语块的案例相同，本文的框架语块教学案例也以《汉语教程》（第一册下）第18课《我去邮
局寄包裹》中的框架语块结构为设计对象。第18课中，最重要的框架语块就是“连动句”这一语法构式。
①语法语块化
划分连动句的构式结构。根据连动句的语义涵义，本文对连动句进行以下两种构式的划分：行为方式、工具+行
为动作；行为动作+行为目的
②语块输入
通过导入，激活学生记忆中的已知的组块。
如： “你周末打算去哪儿”——“去公园”“去星巴克”“去电影院”等。
“你怎么去”——走路、骑自行车、坐出租车
根据学生的回答，进行领读“我打算周末走路去公园”、“我打算周末骑自行车去星巴克”、“我打算周末坐
出租车去电影院”等。“你去公园做什么？”“你去星巴克做什么？”“你去电影院做什么？”“你来中国做什
么？”根据学生的回答领读“我周末去公园散步”、“我去星巴克和朋友聊天”、“我去电影院看电影”、“我来
中国学习汉语”。
③语块巩固
运用联想法、搭配法等形式帮助学生进行语块的练习为了让学习者在学习的过程中，达到听说读写综合性的练
习，教师也可以设置书写和陈述的操练环节。

157

ㆍ

東亞大學校 孔子學院 大韓中國學會

2017年度 秋季 國際學術大會 (2017.11.25.)

④语块输出
将学生分成两人一组，商量假期的旅行计划，进行对话模拟，并在课堂上进行表演。
课后，让学生以“最有意思的一次旅行”为题，进行作文创作，教师对学生的作文成果进行修改评析。

Ⅳ. 针对语块的教学设计总结与反馈
本章针对不同的语块类型进行了课堂教学设计。其整个设计囊括了讲解、练习、输出的环节。每个教学环节层
层相扣，能让学生自然而然地掌握学习新的语法点。利用语境等形式进行讲解，也能使学生学习到语块的语用环
境。
固定语块、搭配语块和框架语块之间有密切的联系，本文虽然将其分开进行课堂活动设计，但是在实际的操作
中，其相互渗透。无论是在教学设计的过程中还是在教学活动进行的过程中，教师必须时刻具有语块意识，既要确
保自己对语块整体提取、使用，又要确保学生对语块的整体输出，引导其整体语块意识的构建。

【参考文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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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학 분과Ⅰ】 발표 ⑧

副詞“就”的用法分類及對外漢語教學研究
明洋洋*

1)

引言
現代漢語中“就”是最常用的副詞1)，“就”也是一個甲級詞彙2)，所以往往在對外漢語教材的初級階段就會出
現。《現代漢語詞典》中“就”分爲8個義項，又細分爲16個小項；《現代漢語八百詞》中“就”分爲副詞、介詞、
和連詞三種詞性，然後又分再细爲七種、四種和一種用法，《現代漢語虛詞詞典》將“就”分爲用於時間、數量、
限定範圍、和表示意志和堅定四大類別。面對如此之多又複雜的分類，在對外漢語的教學過程中“就”的講解無疑
會成爲一個難點。而且韓語中很難找到與其語義對應的某一個詞，再加上就在句中的位置不同，所表達的意思會不
同，這無非是對外漢語教學的一個難點。例如：
(1)他明天就來。
(2)他就明天來。
(3)就他明天來。

(1)句“就”是表示時間的副詞，指向時間“明天”，表主觀小量，即3)說話人認爲該事件即“他”“來”是在
很短時間內（明天）發生的。(2)句是表示限定範圍，相當於“只”，意思是“他”只明天來，隱含著“其他時間不
來”的意思。(3)句也是表示限定，這裏是限定對象，意思是只有他明天來，別人明天不來。在同一種句式中，
“就”的位置就可以覺得它所代表的意義，可見“就”的用法是相當之複雜，那對於外國留學生來說“就”的用法
和意義不是一個用一兩句話就能解釋明白的語法點。接下來，我們就把“就”的用法進行分類和整理。本文的研究
目的在於通過對副詞“就”4)的用法進行梳理，然後對韓國出版的初級教材中其各種用法的出現順序、講解內容等
方面的問題進行闡述，最後提出教學意見，旨在對韓國學生的漢語教學方面有一定的幫助和指導作用。

Ⅰ.“就”的用法分類
本文參考《現代漢語詞典》、《現代漢語八百詞》、《實用現代漢語語法》，將副詞“就”的用法分成以下五
大類，分別是時間副詞就1，數量副詞就2，限制副詞就3，條件副詞就4和語氣副詞就5，具體內容如下。
1. 時間副詞“就1”
a. 用於已然事件。“就”表示說話人認爲事件發生早。
(4)小英差十分八點就到了。5)
* 延世大學 博士課程
1) 《現代漢語頻率詞典》（1986）中“就”的使用頻率爲第11位，是副詞和連詞使用頻率最高的一個詞。
2) 《漢語水平詞彙與漢字等級大綱》（1992）
3) 馬真（1981）就提出“現代漢語裏，有一部分副詞可以用來修飾數量詞，表明說話人對某數量的看法和態度。”之後施關淦
（1988）也論述了關於“就”能表達說話者在時間上的主觀看法。而“主觀量”的概念最早由陳曉荷（1994）提出，他指出
“主觀量是含有主觀評價意義的量，與‘客觀量’相對立。”，“主觀量表達的是說話人對量的大小的主觀評價”。他還將
主觀量分爲主觀大量和主觀小量兩類，並且通過語義分析得出以下結論，即他認爲“就”是來表達主觀小量的。
4) “就”的連詞和介詞及動詞用法不再本文研究範圍之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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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用於未然事件。
表示該動作即將發生或狀態即將發生變化。句子裏一般有表示時間的詞語，因爲是可以表示變化的，所以雖然
是表示未然的句子，但是句子末尾通常會出現語氣助詞“了”。
(5)我姐姐下個月就要結婚了。

c. 表示動作接連發生。“（剛）（一）V1（了）就V2”“就”在這裏是表示V2是在V1發生後接著發生的，兩者
存在著先後關系。
(6)一看你的作業就知道了這不是你做的。
(7)下了班就要去上課

2. 數量副詞“就2”。根據情況，又分爲兩種情況。
a. 表示主觀上認爲數量少，“就”前指。
(8)可以走著去,走十分鍾就到了。

b. 表示主觀上認爲數量多，“就”後指。
(9)小英一逛街就是六七個小時。

3. 限制副詞“就3”。
a. 限制動作或狀態的範圍。
b. 限制對象即人或事物的範圍。
(10)別人都有了自己的心上人,就我還是孤單一人。
(11)昨天就你沒來。

4. 條件副詞“就4”。
“就”的指向的內容是前文提出的某種條件或要求的最典型的、且容易滿足條件的例子。
(12)別著急,在網上就能訂。

5. 語氣副詞“就5”
a. 當“就”表示加強語氣或肯定語氣時一般使用“就+是+名詞”或者“就+在+名詞”等形式，這裡的名詞成份
是話者在主觀意識上想做加強語氣的部份。這裏的“就”沒有增值或減值強調的功能，因為“就”所指向的語義成
份不是一個可以量化的內容，而是事物、場所或一般名詞，在語用上所強調的部份是句子的述題部份，即這裏的
“就”只是單純的加強語氣的作用。
(13)就是那位,他就是薑教授啊？

b. 在祈使句中起到緩和語氣的作用。
(14)網戀就是“見光死”,你就想開點吧。

c. 在轉折句中起轉換話題的作用，或交代一種新情況的發生。
(15)中國可就大不一樣了。

맛있는 중국어>和<중국어 마스터>系列教材。

5) 例句(4)~(19)均出自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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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這個手機很好看,就是有點兒貴。

d. 反問句中加強反問語氣。
從語義上來看“就”在反問句中是對其後面成份的強調，也就是加強反問語氣的作用。從語用上看“就”在反
問句裏其實是使整個句子更加鮮活有力，有時更強烈地表達話者對對方不滿或埋怨的心情。
(17)如果每個人都是雙眼皮,大眼睛,瓜子臉,那我們的地球不就成了“娃娃大世界”了嗎？

e. 表達說話人的意志。
(18)不錯,我就買這雙吧。

f. 表示忍讓，多用於“X就X吧”結構。
(19) 貴就貴點吧,只要她喜歡就好。

Ⅱ.“就”的使用頻率排序
以上是對“就”的用法分類，下面通過對語料庫的收集和分析，力求找出在語料庫中最常用的“就”的用法。
通過對語料庫信息的分析6)，得出副詞“就”的使用頻率從高到底依次爲：時間副詞就1，語氣副詞就5，條件副詞
就4，限制副詞就3和數量副詞就2。
<表1：“就”的使用頻率>
統計結果

副詞“就”的用法分類

時間副詞就1

數量副詞就2

出現次數

所占比例

就1-a

55

11%

就1-b

21

4.2%

就1-c

126

25.2%

就2-a

19

3.8%

就2-b

6

1.2%

40.4%

5%

限制副詞就3

41

8.2%

條件副詞就4

51

10.2%

語氣副詞就5

總計

就5-a

104

20.8%

就5-b

11

2.2%

就5-c

25

5%

就5-d

12

2.4%

就5-e

25

5%

就5-f

4

0.8%

500

37.4%

100%

Ⅲ. 在韓出版的漢語教材分析
通過對在韓出版兩種的漢語會話書的分析，我們發現目前在教科書裏對“就”的講解很沒有系統，有待完善，
具體的分析結果如下7):
6) 搜索過程：在CCL語料庫中點擊“選擇範圍”-“當代”-“大陸作家”-“池莉”。爲了計算方便，按先後順序選擇了500個例
句作爲研究對象。
7) 教材選擇：在“
”主頁（www.kyobobook.co.kr）上進行漢語會話書-銷售量的檢索。檢索結果如下：

교보문고

맛있는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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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중국어>系列漢語會話教材的問題是第一，沒有把“就”作爲一個單獨的語法點來講解，這樣在講

首先<

解其他用法的時候就會有銜接不上，或者學生們理解不透徹的問題。因爲以詞組形式出現的“就”的用法很多都是
建立在“就”的基本意義之上的，所以要把本義解釋清楚，然後再講其他用法的話，學生接受起來會更容易。第
二，第三冊的第十課，和第四級的第十三課兩次語法點“一……就”，這種編排上的重複，會造成學生會混淆。第
三，第二冊的第十七課，第三冊的第十八課對 “就要……了”都有講解，內容重複。這一系列的教材建議需要補充
解釋的語法點有(1)表達自己意願(2)數量副詞(3)表示主觀大量或者小量的用法。

중국어 마스터>系列教材的問題，首先對“就”這一語法點的講解過少；第二，個別“就”

下面我們來看一下<

的解釋與例句的用法不一致，易造成學生混亂。這一系列的教材需要補充的語法點是(1)時間副詞“就1”(2）數量
副詞“就2-1”(3）語氣副詞“就5”。
最後我們對兩套教材中所出現的“就”的用法按照所占比例的多少進行比較，比較結果如下表2。
<表2：不同意義的“就”的出現頻率>
順位

<맛있는 중국어>

所占比例

<중국어 마스터>

所占比例

1

語氣副詞就5

42%

時間副詞就1

46%

2

時間副詞就1

36%

語氣副詞就5

36%

3

數量副詞就2

10%

條件副詞就4

12%

4

條件副詞就4

2%

數量副詞就2

4%

5

限制副詞就3

0%

限制副詞就3

2%

從上面的表格我們可以看出，兩套教材裏“就”的出現和其意義分布比例歲略有差異，但是語氣副詞和時間副
詞所出現的頻率相對來說非常高，大約所有例句的占80%。這和第二章語料庫“就”出現頻率研究結果相對一致。

Ⅳ. 副詞“就”的教學方法及教材編寫建議
1. 副詞“就”的教學方法
首先作爲一名從事對外漢語的教師要了解“就”的用法，在講解過程中，切忌與韓語一一對應翻譯，應該通過
上下文語境和文章內容來引導學生理解“就”的具體含義。抓住重要的義項精講精練，卻不宜把“就”的所有用法
通篇大論。提倡通過對比和替換練習讓學生熟悉“就”的用法，比如，通過有“就”和沒有“就”句子進行對照練
習，在某些情況下“就”和“只”的替換練習，而針對漢語水平比較高級的學生，則可以通過在同一句子裏“就”
的位置變化從而產生的句子意義的不同幫助學生們理解其意義。目的是讓學生們正確地掌握“就”的各種用法，漸
漸培養學生自然使用“就”。當然也可以通過跟學生講解“就”的本意，即動詞“趨近-達成”的意思，由此引申出
時間副詞“較快銜接”意，條件副詞“主觀上條件低”等用法，8)從而幫助學生理解和正确使用。

2. 教材編寫建議
前文我們分析的“就”的使用頻率爲時間副詞就1，語氣副詞就5，條件副詞就4，限制副詞就3和數量副詞就2。
而黃璐陽（2009）提出“就”的習得順序爲就1-c>就1-b/就1-a>就5-a/就4，即時間副詞“就”的用法是最容易被學
生掌握的，然後是表示確認以及條件的用法。前面我們分析的兩本教材都沒有考慮到學生們對“就”的習得順序，

신공략 중국어 기초면 티엔티엔 중국어
티엔티엔 중국어 니하오 중국어 회화 기초편
터

구로 끝내는 중국어회화 합본
인터파크
맛있는 중국어 중국어 마스터 신공략 중국어 기초면
신공략 중국어 기초편
맛있는 중국어
중국어 마스

1,
,
1, New 301
(
) 。然後在“
”的主頁（h
ttp://www.interpark.com）上用同樣的方法檢索，結果如下：
1,
1,
,
1,
。（搜索日期：2017年1月12日）由於
一書是在中國
國內編輯出版後韓國翻譯的書籍，所以不在本次研究範圍之內。最後選擇了《
》1-6冊以及 《
》1-6冊作爲研究對象。
8) 參考範立珂(200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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即沒有從時間副詞“就1”開始。9)一般來說同一個詞的不同義項或者同一個語法點的不同用法，學習者先習得的義
項或者用法是相對容易，後習得的義項或者用法相對較難。再考慮到“就”的用法頻率，所以我們認爲兩本教材在
副詞“就”的不同用法的編排上來看，既沒有按照習得順序，也沒有按照使用順序。另外，對教材中出現但並沒有
作爲語法點進行講解的“就”的用法，建議補充一些說明，或將其用法統一收錄在附錄中，以便學習者參考。最
後，相關的義項可以在相近的幾課中安排，同一義項不要重複在語法點中出現，以免造成學生混淆。

結語
“就”的用法很廣，在韓語中很難找到與其對應的某一個詞，再加上就在句中的位置不同，所表達的意思會不
同，這無非是對外漢語教學的一個難點。本文一共分爲四個部分，第一部分對副詞“就”的用法進行分類，第二部
分主要是通過對語料庫中的例句進行分類並將副詞“就”的用法頻率進行排序，第三部分是對在韓出版的漢語教材
進行分析，找出教材編寫方面的不足之處，最後一部分是在前三個部分研究成果的基礎上對對外漢語教材編寫及教
學方法方面提出建議，希望在對外漢語教學方面有一定的幫助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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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학 분과Ⅱ】 발표 ②

百家姓蒙古文
王玉枝*

1)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傳本의 시대적 특징
3. 百家姓蒙古文의 실제 성씨에 대한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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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은 北宋初 五代 吳越國 錢塘의 한 書生이 편찬하였다고 전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널리 전해 내려
오고 있는 중국고대 아동의 啓蒙書서로 三字經 千字文 과 더불어 三百千이라고 불리었다. 百家姓은
當代 비중이 있는 姓氏를 다룬 것으로, 百家의 성씨만을 다룬 것은 아니다. 최초의 百家姓은 411개의 성씨
로 이루어지며, 元明淸 시대를 거쳐 시대적 현상에 따라 增補되어, 지금의 百家姓이 완성되었다. 지금의 百
家姓인 單姓 444개, 復姓 60개, 총 504개는 淸代에 증보된 것이다.1)
百家姓蒙古文는 중국 元代 表音文字인 파스파자(八思巴字)2)로 중국 姓氏의 字音을 拼音한 字書이자, 파
스파자를 國字로 보급한 元代의 啓蒙書이다. 百家姓蒙古文이 일종의 字書라는 편찬의도는 파스파자의 字形
과 字音 그리고 중국 姓氏를 배움에 있다. 즉 파스파자 百家姓이다. 百家姓蒙古文은 現存하고 있는 파스
파자 문헌 가운데서 파스파자로 새긴 일부 碑刻과 韻書 형식인 蒙古字韻이외, 현재까지는 유일한 파스파자
관련 자료로서 파스파 연구와 蒙古字韻의 音韻體系 연구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값진 파스파 자료임
은 틀림없다. 그러나 종래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蔡美彪의 元至元鄭氏刊本事林廣記百家
姓跋에서도 이에 대한 綜合的이고 徹底한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999년 대학논문집에 실린 事林廣記
蒙古字百家姓이란 논문에서는 蔡美彪와는 달리 百家姓蒙古文 관련 간본 간의 漢字와 파스파자에 대한 誤
字에 대한 교정을 하였고, 蔡美彪가 다루지 않았던 파스파자 聲母와 韻母에 대한 귀납과 추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종합적이고, 철저하지 못 하여, 百家姓蒙古文에 대한 재검토와 연구가 절실하다고 생
각된다.
그러므로 本 論文에서는 제2장을 통해 각 간본이 갖는 시대적 특징을 살피고, 제3장에서는 성씨의 한자와
역음 된 파스파자의 正誤를 바탕으로, 각 百家姓蒙古文간본 에 수록된 성씨를 토대로 百家姓蒙古文의 실
제 성씨를 새롭게 구성해 보므로, 百家姓蒙古文과 事林廣記는 물론, 파스파자와 蒙古字韻 연구에 보탬
이 되고자 한다.
百家姓

* 동명대학교 호텔경영학과 부교수.
1) 古代社會에서의 姓氏는 한 가문의 위치와 社交活動에 중요한 명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성씨 관련 서적은 北
宋 百家姓이 출현하기 이전에도 있었다. 西漢의 姓氏急就篇 (‘姓名三字經’이라고도 불린다.)은 宋代 이전에 유행하
였으며, 北宋 百家姓의 출현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또 파스파문자, 八思巴蒙文, 蒙古新字, 蒙古國字, 蒙古字體, 方體字 등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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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傳本의 시대적 특징
은 事林廣記에 수록되어 있다. 事林廣記의 刊本에 따라 百家姓蒙古文 또는 百家姓
이란 작은 標題를 실고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事林廣記蒙古字百家姓은 事林廣記百家姓, 百家姓蒙古字
․蒙古字百家姓등으로도 칭한다. 百家姓蒙古文의 전본은 事林廣記에 수록되어 있는 刊本이외, 明代 唐
順之의 稗稿에 수록되어 있는 刊本이 있으나, 稗稿에 수록된 刊本의 파스파자 字形이 매우 난잡하여, 오
래 전부터 이미 사용되지 않는다. 현재 사용되는 傳本은 事林廣記의 刊本에 따라 北京大學 圖書館에 所藏
되어 있는 元至元鄭氏積誠堂刊本3)과 中國科學院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 日本元祿刊本4)이 있다. 元刊本에는
元代 중엽의 歷사 기록이 많은데, 天曆(1329년)․至順(1333년)에 이르는 기록이 있는 점에 따라 학자들의 의
해 元順帝 後至元6年(1335년)의 刊本으로 추정되었다. 日本刊本은 日本 元祿 12년(1699년)의 刊本으로 元 泰
定(1324년경) 乙丑本의 復刊本이다. 事林廣記는 南宋 말년 建州(현 福建省) 崇安의 陳元靚이 편찬하였으며,
元代와 明代 초기 사람들에 의해 증보되었으므로, 간본 시대적 의미를 가지며,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나 百家
姓蒙古文 에 수록되어 있는 성씨도 시대에 따라 차이가 난다. 또한 事林廣記는 前集, 后集, 續輯, 別集 등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前集은 원작이고, 后集, 續集, 別集은 모두 후세 사람들의 續編으로 알려져 있다. 百家
姓蒙古文은 續集 文藝類에 장편으로 수록되어 있으므로, 元代 파스파자의 보급과 더불어 시대적 필요에 의하
여 추가적으로 수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日本刊本(1324년 경)이 元刊本(1335년) 보다 시기적으로는
비록 12년 빠른 간본을 복간하였지만, 일본간본은 1699년에 완성된 간본으로 실은 원간본보다 365년이나 늦게
세상에 출현하였다. 그러므로 元刊本이 日本刊本보다 훨씬 정밀하고 誤字와 문제점이 적다. 다만 파스파자와
한자가 日本刊本에 비해 비교적 뚜렷하지 못하고 희미한 것이 단점이다. 예컨대 百家姓蒙古文에 대한 보다
정밀한 탐구가 이루어지는 대에는 元刊本과 日本刊本이 상보 상조하는 중요한 자료 역할을 한다. 元刊本과 日
本刊本의 體裁는 모두 큰 標題, 序文, 작은 標題 그리고 單姓과 覆姓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러나 복간본과 시
대적인 차이점을 엿볼 수 있으며, 兩 刊本이 갖는 시대적 특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百家姓蒙古文

⑴ 日本刊本은 큰 표제 앞, 즉 머리 부분에 “重編群書類要事林廣記卷之十 丁集”란 글이 수록되어 있다.
⑵ 큰 標題에 있어 元刊本은 ‘蒙古字體’, 日本刊本은 ‘蒙古篆字一’로 표제 되어 있고, 작은 標題에 있어 元刊
本은 ‘百家姓蒙古文’, 日本刊本에서는 ‘百家姓’으로 표제 되어 있다. 큰 표제와 작은 표제에 있어, 원간본이 일
본간본보다 정확성을 띠는 부분이다. 특히 큰 표제에 있어, 일본간본은 365년이란 시간적 격차를 극복하지 못
한 후세 사람들이 오인한 잘못을 그대로 나타낸 준 시대적 특징을 안고 있다. 물론 파스파자는 正字와 篆書體
를 접할 수 있다. 파스파 篆字는 蒙古字韻의 篆字母表와 官印에도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파스파 篆字는 보
편성을 갖지 못하며, 日本刊本에 수록되어 있는 파스파자는 正字를 쓰고 있다. 때문에 일본간본의 ‘蒙古篆字’
라는 標題는 그다지 합당하지 못하다. 특히 파스파자는 元代의 멸망과 함께 살아져, 후세 사람들은 이 소리문
자를 篆字로 오인하였는데, 일본간본은 元代가 멸망한 지 332년이 지난 淸代에 복간된 것이므로, 파스파자를
알아보지 못하여, 篆字로 標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⑶ 元刊本의 序文에서는 당시 파스파자의 보급상황과 이 이 간본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용도를 다루었으
며, 科擧制度가 폐지된 當時 元代社會에서 百家姓蒙古文는 파스파자 등 蒙古族의 통치제도의 특혜를 받고
벼슬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百家姓蒙古文의 출현배경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蒙古字 종류의 서적은 이전에는 학자들이 보지 못했는데 근래 이러한 풍조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 영향을 미
쳐 新學을 숭상하였다. …… 황제는 近古의 풍조를 따르기 때문에 풍속은 다시 순박해지고 몽고의 학이 전문적인
학문으로 세워졌다. 처음 몽고학을 배워서 이 와 같이 편찬된 字書를 다시 익힐 수 있다면 가히 벼슬길로 들어가
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蒙古之書, 前乎學者之所未觀, 近風化自北而南, 新學尙之. …… 王化近古, 風俗還淳, 蒙
3) 앞으로 元刊本으로 약칭한다.
4) 앞으로 日本刊本으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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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刊本의 序文
옛 篆書이외 세상에는 篆書를 발견한 바가 있으며 오늘날 蒙古가 篆書體로 쓴 百家姓을 얻었는데 매 한 글자가
한 칸을 차지하며 모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신중한 새김은 예 篆書에 버금간다. 붓을 휘둘러서 이것을
배우니 筆勢는 용과 뱀을 그려내는 듯하다.(古篆之外, 世有所見, 今得蒙古所篆百家姓, 字每見一格, 皆世所未見者,
謹刻次于古篆. 揮毫學此, 向乎筆走龍蛇矣.)6)

란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刊本이 세상에 나올 당시에는 이미 ⑵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스파자는 元代
의 멸망과 함께 오랫동안 世上에서 사용되지 않는 無用之物이 되어버려, 설령 발견하여도 소리문자에 대한 지
식이 없어 篆字로 오인하기도 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⑷ 양 간본 모두 한자 姓氏 위에 파스파자를 수록하여, 성씨의 한자음을 나타내고 있고, 모두 ‘趙錢孫李周
吳鄭王...’ 순으로 성씨를 새로 배열하고 있다. 그러나 單姓인 경우, 元刊本은 파스파자와 한자 성씨 7개를 한
줄에 수록하고 있는 반면, 日本刊本은 파스파자와 한자 성씨 4개를 한 줄에 수록하고 있다. 復姓인 경우, 원간
본은 파스파자와 한자 성씨 4개인 총 8개의 한자를 한 줄로, 일본간본은 2개인 총 4개의 한자를 한 줄로 각각
수록하고 있는데, 성씨의 편성에 있어서는 일본간본이 널이 전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百家姓의
성씨 編成法인 ‘四字一句’法에 해당된다. 이 점 역시 시대적 특징에 따라 다른 編成法을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百家姓의 성씨 배열법에 있어서는 원래는 특정한 의미를 갖지 않으나, 후세에 오면서 成語적 특징으
로 변천되어 온 것이다.
⑸ 원간본인 경우, 單姓은 7字1行으로 56行으로 구성되어 있고, 復姓은 8字(4개의 성씨)1行으로, 5行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일본간본인 경우, 單姓은 4字1行으로 103行으로 구성되어 있고, 復姓은 4字(2개의 성씨)1行으로,
8行으로 구성되어 있다.
⑹ 복성을 다룬 후, 원간본에는 “圖畵本始”란 표제가 실린 글이 수록되어 있으나, 일본간본에는 “重編分門
纂圖事林廣記卷之十”이란 글이 실려 있다.

3. 百家姓蒙古文의 실제 姓氏에 대한 규명
의 兩 刊本과 현재 전하고 있는 百家姓에 수록되어 있는 漢字와 파스파자는 모두 ‘1)趙2)
錢3)孫4)李5)周6)吳7)鄭8)王9)馮10)陳11)褚12)衛13)蔣14)沈15)韓16)楊17)朱18)秦19)尤20)許....’ 등 순으로 百家姓
蒙古文에서의 20대 성씨 편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성은 각 성씨 인구의 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7), 당시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南宋 王明淸의 玉照新志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百家姓蒙古文

...(何則? 其首云: ‘趙錢孫李’, 蓋錢氏奉正朔,
此句云‘周吳鄭王’, 皆武肅而下后妃, 無可疑者)8)

,

;

( )

;

.

趙乃本朝國姓 故錢次之 孫乃忠懿 錢俶 之正妃 又其次則江南李氏

에는 宋代 문헌과 역사자료를 풍부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當代와 後世 사람들이 중시하였던 서

玉照新志

5) 無名氏, 事林廣記蒙古字百家姓, 北京大學圖書館藏書, 元順帝後至元6年(1335) 鄭氏積誠堂刊本 인용.
6) 無名氏, 事林廣記蒙古字百家姓, 中國科學院圖書館藏書, 日本 元祿12年(1699)의 刊本, 泰定(1324)의 復刊本.
7) 중국 國家統計局의 제6차 중국 전국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 전국 20대 성씨는 1)王2)李3)張4)劉5)陳6)楊7)黃8)趙9)周10)
吳11)徐12)孫13)馬14)胡15)朱16)郭17)何18)羅19)高20)林’ 순으로 이루어진다.
8) 王明淸與玉照新志 , 賀姝褘, 華東師範大學, 2006. 35쪽(第四章玉照新志中保存的宋代文學作品, 第三節 從玉照新志
看百家姓及宋代社會風俗)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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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百家姓에 대한 언급도 수록하고 있어, 후세 사람들의 百家姓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玉照新志를
근거로 하였다. 따라서 ‘趙錢孫李’ 四姓으로 시작하고 ‘周吳鄭王’ 四姓으로 이어지는 百家姓 성씨의 서열에
대한 근거 역시 이상 인용문과 같이 王明淸의 說을 따르고 있다. 즉 ‘趙錢孫李’ 四姓에 있어서는 趙는 宋代의
國姓이므로 당연히 제일 처음 1위에 편성되었다. 그리고 百家姓은 吳越國 錢塘 일대 한 書生이 편찬하였고,
錢鏐9)가 吳越國을 건립하였으며, 吳越國 백성들에게 많은 공헌을 남겼고, 이 지역의 백성들은 錢씨 가문의 은
덕을 마음에 품었으므로, 錢이 그 다음 순위 2위에 편성되었고, 吳越王 錢鏐의 손자 錢弘俶10)의 황후의 성이
孫氏이므로 孫이 3위, 당시 吳越國의 이웃 국가 南唐(李煜)의 國姓인 李씨가 4위로 편성되었다. 이에 이어 ‘周
吳鄭王’ 四姓은 모두 錢鏐의 기타 后妃의 성씨이다. 이에 이어지는 성씨는 대부분 당시 명문가의 서열, 즉 정
치적인 영향력이 크게 좌우되었다.
百家姓의 성씨의 수는 시대의 의미를 자지며, 시대에 따라 증보되었다. 淸代 간본의 성씨는 현재 우리가
접하는 간본으로, 單姓 444개와 復姓 60개, 총 504개로 이루어져 있다. 百家姓蒙古文의 원간본인 경우, 單姓
391개와 復姓 20개, 총 412개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본간본인 경우, 單姓 412개와 復姓 15개, 총 427개 성씨로
편성되어 있다. 일본간본은 원간본에 비해 16개의 성씨를 더 많이 수록하였고, 淸代 간본은 일본간본에 비해
76개의 성씨를 수록하고 있는데, 시대에 따라 증보되었음을 엿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간본과 원간본은 365
년의 길고 긴 세월의 격리에 비해 증보된 성씨가 많지 않아, 시대에 따른 증보의 개념보다는 復刊本의 차이에
있다는 것이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원간본과 일본간본의 한자와 파스파자의 正誤 작업을 통하여 원간
본과 일본간본에서 수록한 성씨의 同과 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원간본의 强과 賈 사이에, 일본간본에는 和․穆․蕭․尹․姚․邵․湛․汪․祁․毛․禹․狄․米․貝․
明․臧 등 성씨가 수록되어 있다.
⑵ 원간본의 蔚과 蘷 사이에, 일본간본은 越을 더 수록하고 있다.
⑶ 원간본의 公 뒤에는 또 勿․商․歸․遲 등을 더 수록하고 있다.
⑷ 그러므로 일본간본은 원간본 보다 21개의 姓氏가 더 많지만, 그러나 覆姓에서 元刊本에서 수록하고 있
는 東方, 閭丘, 長孫, 鮮于, 淳于 등 姓氏를 수록하지 않아, 결국은 일본간본은 원간본에 비해 16개 성씨가 더
수록되어 있다.
예컨대 百家姓蒙古文의 원간본과 일본간본에서 수록한 성씨를 분석한 결과, 百家姓蒙古文의 실제적인
성씨는 單姓 412개와 復姓 20개, 총 432개로 귀납할 수 있다. 百家姓蒙古文의 實際 姓氏 432개를 다음과 같
이 나열할 수 있다.
單姓

1)趙2)錢3)孫4)李5)周6)吳7)鄭8)王9)馮10)陳11)褚12)衛13)蔣14)沈15)韓16)楊17)朱18)秦19)尤20)許21)何22)呂23)
施24)張25)孔26)曹27)嚴28)華29)金30)魏31)陶32)姜33)戚34)謝35)鄒36)喩37)柏38)水39)竇40)章41)雲42)蘇43)潘44)
葛45)奚46)范47)彭48)郞49)魯50)韋51)昌52)馬53)苗54)鳳55)花56)方57)兪58)任59)袁60)柳61)酆62)鮑63)史64)唐65)
費66)廉67)岑68)薛69)雷70)賀71)倪72)湯73)滕74)殷75)羅76)畢77)郝78)鄔79)安80)常81)樂82)于83)時84)傅85)皮86)
卞87)齊88)康89)伍90)余91)元92)卜93)顧94)孟95)平96)黃97)計98)伏99)成100)戴101)談102)宋103)茅104)龐105)熊10
6)紀107)舒108)屈109)項110)祝111)董112)梁113)杜114)阮115)藍116)閔117)席118)季119)麻120)强121)和122)穆123)蕭
124)尹125)姚126)邵127)湛128)汪129)祁130)毛131)禹132)狄133)米134)貝135)明136)臧137)賈138)路139)婁140)危141)
江142)童143)顔144)郭145)梅146)盛147)林148)刁149)鍾150)徐151)丘152)駱153)高154)夏155)蔡156)田157)樊158)胡1
59)凌160)霍161)虞162)萬163)支164)柯165)昝166)管167)盧168)莫169)經170)房171)裘172)繆173)干174)解175)應176)
宗177)丁178)宣179)賁180)鄧181)郁182)單183)杭184)洪185)包186)諸187)左188)石189)崔190)吉191)鈕192)龔193)程1
94)嵆195)邢196)滑197)裴198)陸199)榮200)翁201)荀202)羊203)於204)惠205)甄206)麴207)家208)封209)芮210)羿211)
9) 吴越王, 钱王, 武肃王으로 칭한다.
10) 钱俶, 虎子, 文德으로 칭하며, 忠懿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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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靳213)汲214)邴215)糜216)松217)井218)段219)富220)巫221)烏222)焦223)巴224)弓225)牧226)隗227)山228)谷2
29)車230)侯231)宓232)蓬233)全234)郗235)班236)仰237)秋238)仲239)伊240)宮241)寗242)仇243)欒244)暴245)甘246)
針247)厲248)戎249)祖250)武251)符252)劉253)景254)詹255)束256)龍257)葉258)幸259)司260)韶261)郜262)黎263)薊2
64)薄265)印266)宿267)白268)懷269)蒲270)邰271)從272)鄂273)索274)咸275)藉276)賴277)卓278)藺279)屠280)蒙281)
池282)喬283)陰284)鬱285)胥286)能287)蒼288)雙289)聞290)莘291)党292)翟293)譚294)貢295)勞296)逢297)姬298)申2
99)扶300)堵301)冉302)宰303)酈304)雍305)卻306)璩307)桑308)桂309)濮310)牛311)壽312)通313)邊314)扈315)燕316)
冀317)郟318)浦319)尙320)農321)慕322)連323)茹324)習325)宦326)艾327)魚328)容329)溫330)別331)莊332)晏333)柴3
34)瞿335)閻336)充337)向338)古339)易340)愼341)戈342)廖343)庚344)終345)曁346)居347)衡348)步349)都350)耿351)
蒲352)弘353)匡354)國355)文356)寇357)廣358)祿359)闕360)東361)歐362)殳363)沃364)利365)蔚366)越367)蘷368)隆3
69)師370)鞏371)庫372)聶373)晁374)勾375)敖376)融377)冷378)訾379)辛380)闞381)那382)簡383)饒384)空385)曾386)
母387)沙388)乜389)養390)鞠391)須392)豊393)巢394)關395)蒯396)相397)査398)後399)荊400)紅401)游402)竺403)權4
04)逯405)蓋406)益407)桓408))公 409)勿410)商411)歸412)遲
儲

覆姓

1)万俟2)司馬3)歐陽4)上官5)皇甫6)宇文7)聞人8)令狐9)東方10)閭丘11)長孫12)鮮于13)公孫14)申屠15)慕容16)淳于
17)夏侯18)諸葛19)蔚遲20)鍾離

5. 마치는 글
의 간본이 갖는 시대적 특징 및 百家姓蒙古文의 실제 성씨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百家姓蒙古文은 事林廣記에 수록되어 있고, 事林廣記는 南宋 말년 建州(현 福建省) 崇安의 陳元靚
이 편찬하였으며, 元代와 明代 초기 사람들에 의해 증보되었으므로, 간본 시대적 의미를 가지며, 수록되어 있
는 내용이나 百家姓蒙古文 에 수록되어 있는 성씨도 시대에 따라 차이가 난다. 또한 事林廣記는 前集, 后
集, 續輯, 別集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前集은 원작이고, 后集, 續集, 別集은 모두 후세 사람들의 續編으로
알려져 있다. 百家姓蒙古文은 續集 文藝類에 장편으로 수록되어 있으므로, 元代 파스파자의 보급과 더불어
시대적 필요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수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日本刊本(1324년 경)이 元刊本(1335년)
보다 시기적으로는 비록 12년 빠른 간본을 복간하였지만, 일본간본은 1699년에 완성된 간본으로 실은 원간본
보다 365년이나 늦게 세상에 출현하였다. 그러므로 元刊本이 日本刊本보다 훨씬 정밀하고 誤字와 문제점이 적
다. 다만 파스파자와 한자가 日本刊本에 비해 비교적 뚜렷하지 못하고 희미한 것이 단점이다. 예컨대 百家姓
蒙古文에 대한 보다 정밀한 탐구가 이루어지는 대에는 元刊本과 日本刊本이 상보 상조하는 중요한 자료 역
할을 한다.
2. 百家姓의 성씨의 수는 시대의 의미를 자지며, 시대에 따라 증보되었다. 淸代 간본의 성씨는 현재 우리
가 접하는 간본으로, 單姓 444개와 復姓 60개, 총 504개로 이루어져 있다. 百家姓蒙古文의 원간본인 경우,
單姓 391개와 復姓 20개, 총 412개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본간본인 경우, 單姓 412개와 復姓 15개, 총 427개
성씨로 편성되어 있다. 일본간본은 원간본에 비해 16개의 성씨를 더 많이 수록하였고, 淸代 간본은 일본간본
에 비해 76개의 성씨를 수록하고 있는데, 시대에 따라 증보되었음을 엿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간본과 원간
본은 365년의 길고 긴 세월의 격리에 비해 증보된 성씨가 많지 않아, 시대에 따른 증보의 개념보다는 復刊本
의 차이에 있다는 것이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百家姓蒙古文의 원간본과 일본간본에서 수록
한 성씨를 분석한 결과, 百家姓蒙古文의 실제적인 성씨는 單姓 412개와 復姓 20개, 총 432개로 귀납할 수
있다. 百家姓蒙古文의 實際 姓氏 432개를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百家姓蒙古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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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학 분과Ⅱ】 발표 ③

《現代漢語詞典》的“類似”探究

김종찬*1)
【目 錄】
1. 序言
2. 《現漢》“類似”動詞說質疑
3. 形容詞“類似”的釋義
4. 及物動詞“類似”與及物動詞性結構“類似於”的分析
1) “類似”與“類似於”的功能
2) 及物動詞“類似”的釋義與“類似於”的分析
5. 結論

1. 序言
《現代漢語詞典》(以下簡稱《現漢》)是中國影響較大的詞典之一。但《現漢》關於一些詞的词性界定和解釋
並不完全凖確，“類似”卽爲顯例。
《現漢》將“類似”界定爲動詞，但它的釋義“大致相像”卻是形容詞詞性結構，而且其所舉例句中的“類
似”可被形容詞“相似”所代替。因此，我們以爲《現漢》所擧例句中的“類似”可能不是動詞而是形容詞。此
外，在現代漢語中，“類似”可以直接帶賓語。例如在“這種動物的習性類似水獺”中，“類似”卽是以及物動詞
的身份充當述語。如此看來，“類似”很可能是形容詞和及物動詞的兼類詞。
當“類似”直接帶賓語時，它就具有了及物動詞的詞性，然而《現漢》並無“類似”作為及物動詞的例句，也
沒有給及物動詞“類似”作恰當的釋義;此外，還有“類似於”結構，“類似於”中的“類似”又應如何分析呢? 這
些都是本文擬解決的問題。
本文首先探討《現漢》有關“類似”詞性的界定與釋義，再討論《現漢》未提及的及物動詞“類似”，並探究
“類似於”這一結構，最後提出我們對《現漢》“類似”的修正、補充意見。

2.《現漢》“類似”動詞說質疑
《現漢》(2016:791)關於“類似”的解釋如下:
「【類似】 lèisì 動 大致相像: 找出犯錯誤的原因，避免再犯∼的錯誤。」1)

《現漢》將“類似”界定爲動詞，對“類似”的釋義是“大致相像”。有鑒於此，我們首先考察一下“大致相
像”的結構。
在“大致相像”中，“大致”修飾“相像”，屬於偏正式結構。“大致”是形容詞與副詞的兼類詞(《現漢》20

* 안동대학교

1) 《現代漢語詞典》，p.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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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8)，“相像”是形容詞(參看《現漢》2016:1420、《中朝詞典》1987:1811、《學生現代漢語詞典》2013:130
7、《現代漢語規範詞典》2004:1420、《當代漢語詞典》2009:1566、《現代漢語分類詞典》1998:1057)。“大致”
在這裏是以狀語的身份來修飾中心詞“相像”，所以“大致相像”是形容詞性結構。《現漢》將“類似”界定為動
詞，卻用形容詞結構來詮釋“類似”的意義，如此釋義是難以自圓其說的。
同時我們還注意到，在《現漢》所舉例句中，“類似”是充當定語的。關於定語，劉月華、潘文娛、故韡等在
《實用現代漢語語法》(2001:473)中，有如下論述:
「描寫性定語的作用只在於描寫。使用這類定語時，說話者所着眼的主要是所描寫的事物本身，而不理會是否還有
其他同類事物存在。也就是說，描寫性的定語指明是“什麼樣的”。形容詞以及由形容詞構成的主謂短語往往是描寫性
的。例如:
⑥ 我的朋友買了一條漂亮的圍巾。
⑦ 遠處傳來了隐隐的炮聲。
⑧ 他的热情洋溢的講話，給我留下了深刻的印象。
⑨ 我的老師是一位性情温和的人。
描寫性定語一般用“什麼樣的”、“怎麼樣的”來提問。
動詞(短語)、主謂短語、介詞短語既可以充任限制性定語，又可充任描寫性定語。因此，同一詞語，在不同的場
合、不同的句子裏，可能屬於不同性質的定語。例如:
⑩ 這時，對面走來一位穿红衣服的姑娘。(描寫性的)
⑪ 穿红衣服的那位姑娘是小李的妹妹。(限制性的)
⑫ 這是一個装衣服的箱子。(描寫性的)
⑬ 装衣服的那個箱子已經運走了。(限制性的)
形容詞和不用“的”的名詞在一定的語言環境中也可以具有限定範圍的作用，也就是以性質、特徵與其他事物區
別。例如:
⑭ 給你這本新 畫報，我要那本舊的。
⑮ 售貨員: 同志，你想買哪件衣服?
顧客: 我想買那件藍色的上衣。
但這樣用時，這類定語的語法特徵(如後面是否用結構助詞“的”、在多項定語中的順序等)不變，仍與描寫性定語
一樣。」2)

劉月華等認爲，動詞、形容詞都能充當定語，充當定語的動詞和形容詞可能是限制性的，也可能是描寫性的。
依此類推，充當定語的“類似”可能是動詞，也可能是形容詞。那麽，在《現漢》的例句“找出犯錯誤的原因，避
免再犯類似的錯誤”中，“類似”是形容詞還是動詞呢？我們再考察一下其他的例句:
① 也要反問自己，換一種條件下自己會不會也做同樣的或類似的壞事蠢事?(《王蒙自述 : 我的人生哲學》p.20)

같

案：“同樣”與“類似”具有對應關係，用連詞“或”連接。“同樣”是形容詞，意思相當於韓語的形容詞“

다”，“類似”也應是形容詞，意思相當於韓語的形容詞“유사(類似)하다”。

② “類似的遺傳發育可以在極爲久遠的人種史前史上找到。”(《語言人》p.103)
案：此處的“類似”沒有動作或行爲的意義，只有形容和描寫的意義，例①中我們已經考察過“類似”的形容詞詞
性。王還在《漢語近義詞典》(2015:298)中將“類似”界定爲形容詞，並且認爲“類似”與“相似”具有近義詞關係。
形容詞“類似”可以爲形容詞“相似”等所代替。這裏的“類似”顯然是形容詞充當定語。
③ 在遇到新的相似的語言現象時就運用自己歸纳的規則進行類推。(《立足於對外漢語敎學的類推硏究》p.14)

새롭다”、“비슷하다”，這

案 : “新”和“相似”具有對應關係，它們都是形容詞，分別相當於韓語的形容詞“
裏的“相似”可以被形容詞“類似”所代替。

以上例句應能證明“類似”的形容詞詞性。《現漢》却將例句“找出犯錯誤的原因，避免再犯類似的錯誤”中
的“類似”歸於動詞，是不妥當的。
王還在《漢語近義詞典》(2015:298)中，將“類似”界定爲形容詞,並有以下論說:

2) 劉月華、潘文娛、故韡，《實用現代漢語語法》，p.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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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類似

相似

(形)

(形)

lèisì
E similar
◯

近似
(形)

xiāngsì
similar

jìnsì

similar

□ 這三個詞都表示大致相像。其中“近似”較書面化，側重於相同中有不同或接

近於……。“類似”側重於同

類的，可類比的。“相似”側重於形式內部相像。
1. 做謂語 ◇ As the predicate:
① 這兩個城市的布局類似(/相似/近似)。The layouts of the two cities are similar.
② 我的業餘愛好和你相似(/類似/近似)。My hobby is similar to yours.
以上兩句，三個詞可互換 ◇ In examples ① and ② the three words are interchangeable.
……
2. 做定語 ◇ As the attributive：有時三個詞可以互換 ◇ Sometimes the three words are interchangeabl
e：
① 這些影片都有着類似(/相似/近似)的題材。The theme of these films is similar.
如有側重，則不宜互換 ……」3)

在王還所擧的例句中，形容詞“類似”都能充當謂語和定語。
也有詞典詞典將“類似”界定爲形容詞，如《現代漢語規範詞典》(以下簡稱《規範》2004:796)：
「【類似】lèisì 形 大致相似▷他們哥倆的長相和性格∼。」4)

《學生現代漢語詞典》（以下簡稱《學生》2015:755)：
「【類似】lèisì 形 大致相像：這兩本書的情節太∼了。」5)

與《現漢》不同，《規範》、《學生》等詞典都將“類似”界定爲形容詞，所舉例句也都是以形容詞“類似”
充當謂語的。《規範》對形容詞“類似”的釋義是“大致相似”，《學生》則是“大致相像”。《規範》和《學
生》用形容詞性結構解釋形容詞“類似”是比較合理的，但“大致相似”、“大致相像”的釋義仍有値得商榷之
處。

3. 形容詞“類似”的釋義
陳炳昭在《近義詞應用詞典》(1991:413)中，對“類似”的詞義辨析有如下辨析:
「類似 lèisì

相似 xiāngsì

類似: 大致相像。如:
1. 人眼的光學系統跟照相機是十分類似的。
相似: 彼此有相同點或共通點。如:
2. 它有極强的生命力，磨折不了，壓迫不倒，也跟北方的農民相似。
辨析:“相似”程度比“類似”更加相像。“類似”僅是情況、形態等的大致相像，“相似”則是二者有許多相像地
方。」6)

陳炳昭把“類似”與“相似”看作近義詞是恰當的，但陳氏認爲“‘相似’程度比‘類似’更加相像”，這一
說法則不太妥帖。以“十分類似”與“十分相似”爲例，“十分相似”很難說就比“十分類似”更加相像。
3)
4)
5)
6)

王還，《漢語近義詞典》，p.298。
《現代漢語規範詞典》，p.796。
《學生現代漢語詞典》，p.755。
陳炳昭，《近義詞應用詞典》，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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値得我們進一步探究的是，這一釋義如果成立的話，“有些類似”的意思就是“有些+大致相像”，“非常類
似”就相當於“非常+大致相像”。這顯然不符合邏輯，意義上也根本講不通。試以“……也有它的許多可供參考的
共同或大體類似的價值標準(《王蒙自述：我的人生哲學》p121)”爲例，在這裏,“大體”修飾“類似”，“大體類
似”相當於“大致類似”。這一例證也說明了“類似”的意思是“相像/相似”，而不是“大致相像/相似”。因
此，我們認爲對“類似”的釋義如果將“大致相像/相似”中的“大致”除掉，應該更妥當。
在現代漢語中，“類似”與“相似”、“相像”都能受“有點”、“有些”、“很”、“十分”、“非常”、
“極爲”等程度副詞修飾。“類似”之所以能受這些程度副詞的修飾，應是和其“大致相似”、“大致相像”語義
中“大致”的淡化有關。
王還的《漢語近義詞典》(2015:408)關於“相似”、“相像”有如下闡述：
「形容詞“相似”、“相像”都指彼此有相同或共同的地方。“相似”可用於事物，也可用於人；“相像”多用於
人。」7)

王還認爲，“相似”、“相像”儘管是近義詞，但在具體用法上還是有所不同的。就此而言，以“相似”來解
釋“類似”應當是最爲準確、恰當。劉鳳云、王妮在《同義詞 近義詞 反義詞 形近字 組詞 搭配 造句 謎語 歇後
語

詞典》(2015:341)中，就將“相似”作爲“類似”的釋義,我以爲這是很有道理的。但我們也知道，詞的釋義與

本詞在用法上並不一定完全相同。因此，當我們給形容詞“類似”釋義時，不妨採取“相似”、“相像”並存的方
法。

4. 及物動詞“類似”與及物動詞性結構“類似於”的分析
1）“類似”與“類似於”的功能
關於“類似”的形容詞詞性與釋義，我們已經在第3節討論過了。現在我們要考察的是“類似”後面直接出現賓
語這一現象。
在《現代漢語常用詞用法詞典》(1997:745)中，李憶民對“類似”有如下論述：
「 類似 lèisì
〔動〕大致相像。可帶名詞賓語。不能帶“了”、“着”、“過”。不能帶補語。不能重疊。這裏的山水類似桂林
的山水。/我們廠生産的洗衣機，類似從日本進口的洗衣機。
〔形〕大致相像的。作定語、謂語。不能重疊。
這家商店服務員的服務態度不好，類似的現象，其他商店也存在。/我們學校今年的畢業生要求去邊疆，支援邊疆建
設，類似的例子很多。/這裏的情況和我們那裏的情況很類似。
“類似”不能作賓語。下面句子“類似”應作謂語:
*我們倆的性格是類似(很類似)。」8)

李憶民也肯定“類似”的形容詞詞性，並主張它可以充當定語、謂語,但李氏又提出了“類似”的動詞詞性。
在上文的一些例證中，“類似”充當述語的中心動詞，它後面的名詞成分則是它的賓語。李憶民將“這裏的山
水類似桂林的山水”(1997:745)中的“類似”視爲動詞(案：實際上是及物動詞)，應該說是有一定的道理的。
這裏需要値得注意的,與“類似”有着密切關聯的“類似於”這一結構。兩者之間又有什麽關係呢?這正是本節
所要探討的問題所在。
邢福義9)、吳爲善10)兩位學者都主張介詞“給”、“向”、“在”、“到”等具有前附性功能，由於這種觀點
7) 王還，《漢語近義詞典》，p.408。
8) 李憶民，《常用》，p.745。
9) 邢福義在《漢語語法學》 (1998:220)中有一段關於介詞前附性的論述: 「介詞及其受介詞語出現在動詞後邊，按說整個介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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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實際語言現象相契合，也得到了當今学界的廣泛支持。介詞“於”和上述介詞一樣也具有前附性功能。試舉例分
析如下:
① 毫無例外地都是轉折複句高於甚至遠遠高於假設複句。(《現代漢語歐化語法現象研究》p277)
案: “高於”後面有連詞“甚至”，“高於”是一個語言單位，作述語。
② 全部利益最終都歸於而且只歸於全體和每一個勞動者。(《現代漢語歐化語法現象研究》p208)
案: “歸於”後面有連詞“而且”，“歸於”是一個語言單位，作述語。
③ 而你的學習你的投入你的奮鬥精神，應該只是多於而絕對不是少於十分。(《王蒙自述：我的人生哲學》p118)
案：“多於”後面有連詞“而”，“多於”是一個語言單位，作述語。
④ 又以送氣音的特徵區別於而且對立於非常相近的不送氣音/t/音位。(《現代漢語理論教程》p25)
案: “區別於”後面有連詞“而且”，“區別於”是一個語言單位，作述語。
⑤ 實質的條件是否存在於或基本上存在於所確定的單位。(《現代漢語理論教程》p54)
案: “存在於”後面有連詞“或”，“存在於”是一個語言單位，作述語。
⑥ 這些照片分別攝於:①哈爾濱，②上海，③深圳，④北京，⑤杭州，⑥廈門。

(《當前我國語言文字的規範化

問題》p396)
案: “攝於”後面有冒號，“攝於”是一個語言單位，作述語。
⑦ 語言的經濟效用取決於：∼ (《語用學與英語學習》 p157)
案: “取決於”後面有冒號，“取決於”是一個語言單位，作述語。
⑧ 成語主要來源於：∼ (《圖解語言學》p84)
案: “來源於”後面有冒號，“來源於”是一個語言單位，作述語。
⑨ 當您熱衷於、或者說是投入到某種事業上的時候，……(《暗戀》 p38)
案: “熱衷於”後面有頓號，它是一個語言單位，作述語。
⑩ 而體系發展服務於、受制於功能發展。(《語言學概論》 p21)
案: “服務於”後面有頓號，它是一個語言單位，作述語。
(以上例句轉引自〈“接近”詞性新論〉2015:49-50)

以上例句都凸顯了虛詞“於”的前附性，“高於”、“歸於”、“多於”、“區別於”、“存在於”、“攝
於”等只能分析爲一個句法單位。
葉景烈在<說“於”>《語言大觀》(2000:120)中有如下論述：
「在文言裏，作爲介詞“於”，同前面的單位關係不緊；在現代漢語中，“於”同前面的單位結合得很緊了。」11)

葉景烈談到了介詞“於”的前附性問題。基於這種認識，我們來考察一下下面的例句：
➀ 會讓我失去自理能力，完全依賴於他人。(《五體不滿足》 p26)
案: “失去”與“依賴於”具有對應關係，後面都有語音停頓，它們都作述語。
② 前者着重於具有音位性的變化，後者則主要關注語句中的音高表現。(《漢語韻律詞研究》p5)
案: “着重於”與“關注”具有對應關係，後面都有語音停頓，它們都作述語。
③ 這既符合文字發展的總趨勢，也確實有利於國人。(《當前我國語言文字的規範化問題》p431)
案: “符合”與“有利於”具有對應關係，後面都有語音停頓，它們都作述語。

結構應該成爲補語。但是，在現代漢語裏，“動介”後邊可以用“了”，“介”顯然有往前黏附於“動”的傾向。這就突破
了介詞跟受介詞語組成介詞結構充當一個成分的一般格局。不僅是“到”，“給、向、在”等介詞也是這樣。如:
我把一本新出的書 〈送給(了)〉 他。
戰士們猛虎般 〈撲向(了)〉 敵人。
聘請專家的任務 〈落在(了)〉 我的頭上。
需要特別指出: “V在了+賓”的說法近年來越來越多了起來。應該承認這是規範的、有生命力的說法。」
10) 吳爲善在《漢語韻律句法探索》P128中則有如下論述：「狀中結構（狀語+vp）和動補結構（vp+補語）也是一組相對格式，
其中vp爲核心成分，狀語或補語爲非核心成分，因此這一組相對格式也有核心成分字在前或在後的區別。∼∼在抽屜裏擱著
→∼∼擱在抽屜裏，上述例子中介詞短語置vp前，與動詞的結合相對較鬆，一旦移到vp之後，動詞與介詞結合極緊，現代語
法學界一般都把它們看作是動介式合成詞（如“擱在”、“坐到”、“送給”、“衝向”)。」
11) 葉景烈，<說“於”>《語言大觀》，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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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植根於活的語言又重視活的語言。(《當前我國語言文字的規範化問題》p57)
案: “植根於”與“重視”具有對應關係，後面都有語音停頓，它們都作述語。
(以上例句轉引自〈“接近”詞性新論〉2015:49-50)

以上例句中的“依賴於”、“着重於”、“有利於”等皆與及物動詞“失去”、“關注”、“符合”具有對應
關係，都是作爲一個句法成分充當述語，其功能相當於及物動詞。以此類推，我們認爲“類似於”也可以充當述
語，功能相當於及物動詞，它後面的成分當是賓語。
呂叔湘在《現代漢語八百詞》（以下簡稱《八百詞》）(1984:358)中關於“類似”有如下論述:
「類似 lèisì
〔動〕所比較的兩項大致相像。作謂語。可帶名詞性和非名詞性賓語。
這道題和書中的例題∼｜太原的柳巷∼北京的大柵欄｜這種動物的生活習性∼水獺｜他剛才說的話∼開玩笑
類似+於，引進相比較的事項。
這裏的氣候∼於昆明｜這裏的街道格局∼於西安
〔形〕大致相像的。
a)作謂語。用於兩個事物相比。用在‘和(跟、與)+名’之後。
可受程度副詞修飾。
這次洪水和50年前的那次洪水有些∼｜這裏住宅的格局與北京的四合院非常∼｜兩座廟宇的建築風格相∼
b) 放在名詞前，修飾名詞。
∼事件不能再發生｜避免∼情況發生｜∼的現象還不少｜不要再犯∼的錯誤」12)

呂叔湘主張把“這次洪水和50年前的那次洪水有些類似”、“這裏住宅的格局與北京的四合院非常類似”、
“兩座廟宇的建築風格相類似”中的“類似”歸爲形容詞。確實如此，這裏的“類似”都能充當述語的主要成分，
並且不能帶賓語，同時也能受“有些”、“非常”等程度副詞的修飾。毋庸置疑，這裏的“類似”都是形容詞。由
此可見，呂叔湘的觀點是很有道理的。
但呂叔湘將“這道題和書中的例題類似”中的“類似”视为動詞，卻是有問題的。因爲這裏的“類似”既不能
帶賓語，也沒有動作、行爲性，它旣能受程度副詞的修飾，也能被形容詞“相似”所代替。
再者，這個例句中有介詞“和”。關於介詞的作用,盧英順在《語法、詞彙研究10大認識問題》p88中曾有所論
述:
「有些例外的語言現象則是新的現象的萌芽，如果能敏鋭地把握住這類例外，在選題上就有了新意。比如“服務、
聯係”這兩個動詞，本是不及物動詞，後面不能帶賓語，現在帶賓語的現象常常看到，如“服務社會”、“聯係我們”
等。」

盧英順注意到虛詞的應用與詞性的關係。如在“爲社會服務”、“跟我們聯係”中，“服務”、“聯係”是不
及物動詞，而在“服務社會”、“聯係我們”中，“服務”、“聯係”是及物動詞，分別相當於“爲(介詞)……服
務(不及物動詞)”、“跟(介詞)……聯係(不及物動詞)”。由此可見，虛詞的運用往往與詞性有很大關係。
再返回頭來看呂叔湘所擧的例句,如果說“這道題類似書中的例題”的話，“類似”是及物動詞，但一旦用介詞
“和”將書中的例題“移到”類似“的前面時，”類似“就不再是及物動詞而是形容詞了。在我們看來，“這道題
和書中的例題類似”與“這次洪水和50年前的那次洪水有些類似”的語法結構相同，呂叔湘將前句中的“類似”視
作動詞，却將後句中的“類似”歸於形容詞，這顯然是前後矛盾的。(案：參見《常用》P997:745）這兩處的“類
似”應該都歸爲形容詞詞類。
此外，呂叔湘所主張的動補結構觀點也值得我們關注。在“太原的柳巷類似北京的大柵欄”、“這種動物的生
活習性類似水獺”、“他剛才說的話類似開玩笑”等例句中，呂叔湘認爲這裏的“類似”都是動詞，其後面的成分
皆爲賓語，這些“類似”實際上就是及物動詞。呂叔湘還提到“類似”後面可以出現“於”字，他將“類似於…”
中的“類似”也視爲動詞，並認爲“於”是引進相比較的事項。13)如在“這裏的氣候類似於昆明”中，“昆明”是
12)呂叔湘，《現代漢語八百詞》，p.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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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這裏的氣候”的比較事項,“於”起到引進“昆明”的作用。這就等於說“類似於…”的結構是“類似+於…”，
卽“類似”是述語，“於…”是介詞結構充當“類似”的補語。
呂叔湘的這種分析是不符合實際的語言現象的。當然這種分析方法也是時代的局限性所造成的，因為在呂叔湘
所處的時代，還沒有介詞前附性的認識。當今學者普遍認爲“類似於”中的“於”已黏附於前面的“類似”，構成
了一個句法單位，“類似於”同“類似”一樣都具有充當述語且帶賓語的功能。

2）及物動詞“類似”的釋義與“類似於”的分析
我們接着看一下在同一本書中所出現的例句：
① 他們認爲語篇結構類似於句子結構，因此語篇結構的分析主要是尋找各種銜接手段並進行分類，把語篇的銜接與
連貫弄得十分複雜。（《英漢詞彙模式對比研究》p146）
② 最高層次的宏觀結構相似於哈桑的“語類結構”（GenericStructure）。（《英漢詞彙模式對比研究》p.83）

在這兩個例句中,“類似於”與“相似於”意思基本相同,可以調換。“類似於”中的“於”可以不用，但“相
似於”中的“於”則是必需的，因爲“相似”沒有及物動詞詞性，故“於”是不能省略的。14)那麽，爲什麽“類似
於”中的“於”却可以省去不用?這種現象又應如何解釋呢？
王還在《漢語近義詞典》(2015:298)中，對“類似於”有如下的闡釋：
「“類似”可加“於”，有時可省略，而“相似”不能這樣用；“近似於”可帶動詞 ◇ 類似 can take 於，which
can be omitted sometimes 相似 cannot be so used. 近似於 can take a verb：
⑤ 這個故事類似於神話。The story is like a myth.
⑥ 寫文章類似於建築房子，要講究層次和布局。That writting an article is like building a house is in th
at both of them have levels and layout.」15)

王還認爲“類似”是形容詞，它後面可以帶“於”，也可以不帶“於”。無論是否帶“於”，都不會改變“類
似”的形容詞詞性。在王氏所擧的例句“這個故事類似於神話”中，“類似”後面的“於”可以省略，但其詞性仍
然是形容詞。16)然而王還的這種觀點是値得商榷的。
13)呂叔湘，《現代漢語八百詞》，p.358。
14) 劉鳳云、王妮在《同義詞 近義詞 反義詞 形近字 組詞 搭配 造句 謎語 歇後語 詞典》(2015:341)中，關於“類似”有如
下的闡釋：「[類似] leìsì 像；相似。造句：∼這樣的修改很多，長句子斷成短句子的地方也不少。[近] 相似」
劉鳳云、王妮給“類似”的釋義是“像”、“相似”，並認爲“相似”是它的近義詞，但例句中的“類似”是及物動詞，賓
語是“這樣的修改”。那麼，這裏“類似”的釋義應是“跟/與……相似/相像”，可見，“相似”與及物動詞“類似”沒有
近義詞關係，而是跟形容詞“類似”具有近義詞關係。
15) 王還，《漢語近義詞典》，p.298。
16)“形容詞(類似)+虛詞(於)”的結構充當述語時，其功能相當於黏賓及物動詞。下面參看一下“形容詞+於”充當述語的例
句：
①它不可能完全等同於客觀世界。(《圖解語言學》p112)
案：“等同”兼有及物動詞和形容詞的詞性。這裏的“等同”是“相等”的意思，是形容詞。如果採取介詞結構，可以將此句改
寫爲“它不可能與客觀世界完全等同”。同時要注意，在“等同於”中，“於”可以不用。例如：
ⓐ夫妻之間的相處絕對不能等同國與國之間的交往。(⟪魅力女人的優雅下午茶》p.185)
ⓑ當然漢字並不完全等同漢語言中的詞。(⟪普通語言學綱要⟫p.174)
ⓒ我就是覺得同過居的人就等同離過婚。(〈主語、賓語及介詞賓語位置上的“V過O”功能考察〉《2015年度秋季國際學術大
會論文集》p.30)
案：這裏的“等同”不再是形容詞，而是及物動詞，及物動詞“等同”相當於“與/跟…等同”、“等同於”。
②這樣別開生面的作文課，有益於培養同學們創新思維的能力。(《英語與中國》p293)
案:“有益於”中的“有益”是形容詞，如果採取介詞結構，可以將此句改寫爲“這樣別開生面的作文課，對培養同學們創新思
維的能力有益”，这时“有益”仍然是形容詞。如果“有益於”中的“於”不用的話，詞性就會發生變化，如在“運動有益
健康”中，“有益”不再是形容詞，而是及物動詞。它的意思相當於“對…有益”、“有益於”。
由於這種語言現象具有系統性，所以用“形容詞+於”充當述語的例句俯拾皆是。“等同”、“有益”等後面出現虛詞“於”
時，它們都是形容詞，但當它們直接帶賓語時，就不再是形容詞，而是及物動詞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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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語大詞典》卷十二(1994:354):
「【類似】大致相像。《東觀漢記·明帝紀》:“臣望顔色儀容，類似先帝。”……巴金《寒夜》十九：“他這種類
似審問的問話使她心煩。”」17)

例句中的“類似”皆是及物動詞，“先帝”、“審問”則分別充當它的賓語。需要着重提出的是，“類似”的
及物動詞用法並不是由“形容詞(類似)+虛詞(於)”中虛詞“於”的省略。
辛菊在《現代漢語》(2014:199)中關於詞類的劃分有如下論述：
「一方面，一類詞有幾個語法特徵，……不能用特殊的(有條件的)或個別的來否定一般的，也不能用一般的來代替
所有的，或把一般、特殊、個別三者混淆起來，否則就沒有多少語言規律可言了，詞類也就不好劃分了。」18)

辛菊認爲研究詞類的時候，應注意區分特殊與一般，這是很有道理的。在“動詞/形容詞+於”結構中，動詞自
然包括不及物動詞和及物動詞兩類。在現代漢語中，“把字句”和“被動句”中的動詞一定是及物動詞。在其他的
“動詞+於”句子中，一般都是不及物動詞。依據區分一般與特殊的原則，我們可以從“動詞/形容詞+於”結構中，
將“把字句”和“被動句”劃分出去。這樣一來，“動詞/形容詞+於”結構，就可以相應地調整爲“不及物動詞/形
容詞+於”了。還要指出的是，現代漢語中，除了把字句和被動句之外，“於”一般出現在不及物動詞或形容詞的後
面，至於及物動詞,後面則不需要再加虛詞“於”。
當“於”具有前附性時，“於”就與其前面的不及物動詞或形容詞結合在一起，構成謂語的中心成分。也就是
說，“不及物動詞/形容詞+於”，它們可能是詞也可能是短語。在“類似於”中，“於”的功能同“與”、“
跟”、“和”等介詞的語法功能極爲相似，例如:
① 這裏的氣候類似於昆明。
② 這裏的氣候與昆明類似。
③ 這裏的氣候類似昆明。

例①、②中的“類似”都具有“相似”、“相像”的意思，是形容詞。例①中的“於”跟例②中的“與”具有

와과

意義上的對應關係，都相當於韓語助詞“ / ”。例③中的“類似”是及物動詞，相當於“類似(形容詞)+於(虛

유사(類似)하다”，但及物動詞“類
似”不能直接用韓語的形容詞“유사(類似)하다”來翻譯，一定要借用助詞“와/과”。將以上三個句子譯爲韓語的
話，它們的意思基本相同，即“…와/과 유사(類似)하다”。可見，及物動詞“類似”實際上已將虛詞“於”的意
詞)”、“與(介詞)……類似(形容詞)”。形容詞“類似”相當於韓語形容詞“

義包含在其中了。
魯川、王玉菊在《漢字信息語法學》(2008:208)中對於語言結構關係有如下論述:
「語言結構關係在最高層上分爲“組合關係”和“聚合關係”。
一種語言的“句式”的總和可以看作一個“行列表”(table)。每一“行”是一種“句式”，每一“列”是一些可能
替換的“詞項”。
①“組合關係”(syntagmatic)是一“行”中橫向的可組合關係。即“下級的語言單位”與“上級的語言單位”之間
的可組成的關係。
②“聚合關係”(paradigmatic)是一“列”中竪向的可聚合關係。即“同級的語言單位”與“同級的語言單位”之
間的可互換的關係。
下面是一個“行列表”:

17)《漢語大詞典》卷十二(1994:354)。
18) 辛菊，《現代漢語》，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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句子成分

主語

狀語

述語

類別

代詞

副詞

動詞

陳述句

我

剛

疑問句

你

也

感歎句

她

又

補語

賓語

完句成分

形容詞

(形容詞)

語調

+(助詞)

+名詞

(標點)

摔

破(了)

(一個)魚缸

。

打

爛(了)

(三塊)玻璃

?

砸

碎(了)

(兩把)洒壺

!
」19)

魯川等人闡述了組合關係與聚合關係的語法意義。基於這種認識，我們來討論一下“類似”與“類似於”之間

히

的關係。試擧例如 下:
① 前者類似習語，後者屬於自由組合。（《現代漢語狀語相關成分探索》p.14）
② 前者類似於形容詞，充當狀語較爲自由。（《現代漢語狀語相關成分探索》p.14）

以上例①和例②中的“類似”和“類似於”具有聚合關係，可以替換,充當述語。唯一不同之處在於:例①是以
及物動詞“類似”充當述語，例②是以“形容詞(類似)+虛詞(於)”的形式充當述語。
黃南松、孫德金在《HSK詞語用法詳解》(2000:331)中，對“類似”的釋義如下：
「類似 leìsì
(vt.) be similar to. ∼+事物 ∼那本書｜∼這件事。①除了前面能加“很”外，前面不能加其他連帶成分：很∼
這裏的情況。②不能重疊。(a.) similar，analogous. 事物+∼：題目∼｜情況∼｜性格∼。①後面不能加趨向詞。②
不能重疊。」20)

黃南松、孫德金將“很類似這裏的情況”中的“類似”視爲及物動詞,這是很有道理的。程度副詞“很”之所以
能及物修飾“類似”，與靜態性及物動詞有密接關係。試擧例如下：
① 相森 很 受 女孩子歡迎，……(《痞子蔡作品集》p.202)
② ……使樂天 更 見 競爭力和凝聚力！(《單身女王》p.56)
③ ……是人文社會科學 最 善於 吸收其他學科的研究成果……(《語言學是什麼》p.297)
④ 類似的概念和類似的關係 最 宜於 用類似的形式做符號。(《語言學是什麼》p.63)
⑤ ……也 更 便於 解釋詞的生成方式、組合關係和詞義結構特點。(《漢語詞法新解》p.219)

在以上例句中,程度副詞修飾非動作性的靜態性及物動詞的“受”、“見”、“善於”、“宜於”、“便於”
等。在現代漢語中,這類例句比比皆是。張誼生的《現代漢語副詞探索》21)、以及刁宴斌的《現代漢語史》22)對程

19) 魯川、王玉菊，《漢字信息語法學》，p.208。
20) 黃南松、孫德金, 《HSK詞語用法詳解》，p.331。
21) 張誼生在《現代漢語副詞探索》(2004:12)中對此有如下論述:
「1.2 非心理動詞
1.2.0 程度副詞並非只能修飾心理動詞，調査發現，還有相當一部分動詞不是心理動詞，但也可以受程度副詞的修飾。這些非
心理動詞，雖然不表示心理意義，但其所指同樣含有靜態性質的性狀義，有的是因爲構詞形式中包含了具有性狀義的形容詞
性語素，有的則是因爲動詞的語義本身含有這種性狀義。
因此,本章按構詞方式與語素特徵，將能受程度副詞修飾的非
心理動詞分爲兩類，含有形容詞性語素的，是語素感染(contagion)類,不含形容詞性語素的，是語義隱含類。
1.2.1 語素感染類
A. 複合式形素感染類。比如:
接近 靠近 親近 貼近 誇大 壯大 深入 熟悉
擅長 强調 取巧 討巧
這類詞多爲及物動詞，受程度副詞修飾後仍能帶賓語。例如:
(1)他最擅長用外國話演說，響亮流利的美國話像天心裏轉滾的雷，擦了油，打上蠟，一滑就是半個上空。(錢鍾書)
(2)不久，那雙眼睛終於耐不住從角落裏轉到他面前，在非常貼近他的地方停下，得承認那是一雙挺秀氣而且營養狀況非常好的
眼睛。(史鐵生)
(3)她叫什麽呢? 眞起個全名全姓未免煞有介事，不妨先用字母代替，就用S吧。這字母的形狀也很接近她的體態。(王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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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副詞修飾靜態性及物動詞的問題講得很淸楚。
我們在第3節已經探討了形容詞“類似”的釋義問題，現在需要對及物動詞“類似”的釋義進行補充。《現漢》
(2016:1312)在解釋形容詞“同”時用的是形容詞“相同”，而對及物動詞“同”的解釋是“跟……相同”。23)形容
詞與及物動詞的兼類詞“類似”的解釋與此相類。第3節已將形容詞“類似”解釋爲“相似；相像”，與之相應，及
物動詞“類似”就是“跟/與……相似/相像”。

5. 結論
綜上所述，我們對“類似”有如下結論:
1.形容詞“類似”能受程度副詞“有點”、“有些”、“很”、“十分”、“非常”、“極爲”等的修飾，同
時也與“相似/相像”等具有近義詞關係。因此，“類似”的釋義不該是“大致相像”而應是“相似/相像”。
2.由於“於”的前附性，“類似於”由形容詞“類似”與虛詞“於”構成一個句法單位，充當述語，其功能相
當於及物動詞。
3.“類似”具有及物動詞的詞性，能直接以及物動詞的身份充當述語帶賓語，這時“類似”中隱含有“於”的
意思，實際上相當於“類似於”。
4.及物動詞“類似”的釋義應是“跟/與……相似/相像”。
基於以上認識，我們認爲《現漢》對“類似”的解析可作如下修訂:
「【類似】lèisì 形容詞 相似；相像：找出犯錯誤的原因，避免再犯∼的錯誤。┃這裏的氣候與昆明很〜┃這
裏的氣候與昆明∼。兩座廟宇的建築風格相〜。┃這裏的氣候〜於昆明┃這道題和書中的例題很〜┃及物動詞

跟/

與……相似/相像：太原的枊巷〜北京的柵欄┃這裏的氣候〜昆明。」

B.加綴式形素感染類，主要是一些由形容詞性語素構成的“~於”式動詞。例如:
樂於、便於、富於、善於、長於、勇於、敢於
這類動詞是粘賓及物動詞，受程度副詞修飾前後都必須帶上賓語。比如“樂於接受/非常樂於接受”、“富於創造性/很富於創造
性”、“勇於承認錯誤/十分勇於承認錯誤”等。例如:
(4)他很勇於寫稿，但這些背後的批評，大約是很傷了半農的心的，他的到法國留學，我疑心大半就爲此。(魯迅)
(5)乾兄乾妹好做親──世鈞想他母親和嫂嫂兩個人在她們的寂寞生涯中，也許很樂於想像到這一頭親事的可能性。(張愛玲)
(6)他最長於裝瘋賣傻的“急進”。(老舍)
語素感染類包含了形容詞性語素，感染了形容詞的部分形狀，幾乎能受各類程度副詞的修飾。」
22) 刁晏斌在《現代漢語史》(2006:355)中，有如下論述：「能受程度副詞修飾的動詞大致都具有以下兩個特點：一是動作性較
弱，像“跑、跳、吃、打”之類動作性非常強的動詞就很難進入這一結構；二是動詞所表示的動作行爲會有程度義，比如
“配合”，就有程度的差異，由低到高的級差是：不太配合——比較配合——很配合——非常配合。」
23)《現漢》(2016:1312) : 「同 tóng ① 形 相同 ; 一樣 : ∼類┃∼歲 ② 動 跟……相同 : ∼上┃∼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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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의 겸류(兼类)현상과 어법화(语法化)의 함정
김정필*1)
중국어 어법연구에서 ‘겸류(兼类)현상’은 하나의 단어(낱말)가 형태 혹은 형체의 변화 없이 둘 이상의 품사
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고대중국어서는 ‘활용(活用)’이라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한국어의
‘품사전성(品詞轉成:conversion of the part of speech)’과 대비시켜 볼 수도 있다. 사실 중국어에는 이러한 하
나의 단어가 두 개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겸류현상’은 너무도 흔한 일이며, ‘겸류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에
는 ‘어법화’ 현상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다.
어법화(grammaticalization)는 “내용어(동사, 형용사, 명사 등 어휘적 내용을 가진 요소)가 기능어(어휘적 내
용이 희박한 조동사, 전치사, 조사 등)으로 통시적인 변화를 하는 것을 말하며, 비유, 추론, 주관화 등의 인지
기제가 작용한다.”1)고 설명한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어법화는 또 담화층위의 주제(topic)가 통사층위의 주
어로 변화하는 현상(화제화)과 어휘의 생태계에서 내용어가 기존의 내용어를 바탕으로 개조되거나 완전히 새
롭게 조어되는 현상(어휘화)까지도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품사분류는 문장성분으로서의 어법기능에 근거를 두게 되는데, 영어와 같은 굴절어에서는 기능
변화에 따른 어휘의 생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립어인 중국어나 교착어인 한국어에서
는 여전히 기능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어휘의 생성보다는 임시적 활용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또 중국어 ‘겸류현상’의 다양한 주장들을 보면, 여전히 어법화 과정에 있거나 완전히 독립된 품사로 전환
되지 않는 성분까지 ‘겸류’로 보거나 ‘전성’으로 보는 것은 경우도 많다.
사실 중국어 품사분류에서 겸류사(한국어의 품사전성을 포함하여)가 많아지는 것은 중국문화 자체의 발전
과 외국 문화의 교류과장에서 나타나는 수용과 충돌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중국어의 특유한 성질에
따른 변화양상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광의(广义)의 어법은 언어규칙 전반을 아우를 수 있기 때
문에, 현재 ‘어법화’이론에서 생성 기제로 삼고 있는 ‘화제화’, ‘기능화’, ‘주관화, ‘어휘화’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록 ‘어법화’가 의미범주를 기저로 하여 나타나는 기능화과정과 다시 실사
로 전이되는 어휘화 과정을 모두 ‘어법화’란 이름으로 포괄하여 설명하는 것은 되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아
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품사전성과 단어의 어법화
우선 한국어 ‘품사전성’을 예를 들어 보면, 대개 어형(語形)의 변화 없이 품사가 달라지는 것으로 정의되며,
‘정말’이란 단어가 ‘그것은 정말이 아니다.’의 ‘정말(명사)과 ‘그것이 정말 틀렸나?’의 ‘정말(부사)’은 서로 다른
품사로 ‘명사→부사’로의 전성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한다.2) 이것은 ‘품사전성’의 규칙 중의 하나인 ‘영변화’3)
*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1) 임지룡 외 옮김 인지언어학키워드사전, 한국문화사, 2004. p.68.
2) 한 단어가 원래 품사와는 다른 문법적 성질을 가져서 다른 품사로 전성되는 일로 정의되며, 엄격한 의미의 품사 전성
은 어형의 변화 없이 품사가 달라지는 것이나, 보통 문법서에서는 파생접사에 의하여 품사가 달라지는 것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예) 먹-(동사) → 먹이(명사), 새(관형사) → 새롭다(형용사).
다른 품사와 비슷하게 쓰인다고 해도, 완전히 그 품사로 굳어지지 않은 경우는 품사전성이 아니다. 용언의 활용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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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정말’이 본래 명사라면 부사어로 사용된다고 해서 그것을 부사라고 단
정할 수 있는지? 아마 여기에서는 품사와 문장성분을 혼동하는 것이 아닌지,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이론을 제
시하면 그 이론을 자기가 연구하고자 하는 언어에 무조건 맞추어 보는 경향이 없지는 않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명사‘신(靴)’이 동사어간 ‘신-다(着靴)’로 활용되는 것 또한 명사의 ‘동사화’ 과정으로 판단하
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어 ‘개사현공(전치사좌초)’4)에서 나타나는 어휘화 과정과 유사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을까? 특히 중국어는 Hopper(1991)에서 주장했던 다섯까지 어법화 원리5)는 중국어 어법화 과정을 설명하
는데 다른 언어에 비해 상당히 유용한 점이 많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어의 ‘겸류현상’에서 동일한 형태의 어휘
가 문장성분이 바뀐다고 해서 과연 품사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또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
의 품사로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교학에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명사류(체언)와 동사류(용언)가 서로 전환되는 경우는 분명히 한 번 더 집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 되기
는 하지만, 중국어의 겸류사가 대부분 술어를 기준으로 앞뒤에서 수식하는 부사어와 보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 번은 되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특히 중국어에서 ‘어법화’ 연구는 개사(전치사, 후치사,
부치사 포함)나 부사, 그리고 접속사에 치중되어 있으며, ‘겸류현상’이 많이 보이는 문장성분 부사어와 보어는
인지적 관점에서 의미의 허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기능화와 허화, 화제화 등은 상호 연관되
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중국어 연구에서 ‘어법화’와 연관된 연구를 정리한 语法化与语法研究는 제1권(2003)을 시작으로 제6
권(2013)까지 살펴보면, 부사 ‘还’, 毕竟, 尽底, 都, 并，否则 등이 보이며, 개사로는 被, 给, 教, 使、连 등이 있
다. 그 외 보어류의 어법화에 대한 연구는 방위사 ‘里’, ‘在里面’ 등, 조사 着, 추향동사의 ‘来’, ‘去’ 등 동추식의
‘走去’, ‘起来’ 등이 있으며, ‘是以’, ‘以是’ 및 于是 등의 어법화 및 어휘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부사의 어법화
먼저 현대중국어에서 시간부사로 귀납되는 ‘从来’의 허화 과정을 살펴보면, 고대중국어의 명사구 ‘所从来’에
서 공간범주의 명사 ‘从来’로, 다시 시간사 ‘从来’에서 시간부사 ‘从来’로 이어지는 어법화 과정으로 파악된다.
먼저 ‘所从来’는 朱德熙(1983)의 분석에 의하면, 본래 ‘所Vp’의 의미적 특징은 ‘所’가 이끄는 ‘Vp’의 목적어에
제약을 받는다고 설명하는데, ‘所从来’ 또한 ‘所’가 이끄는 개사 ‘从’의 목적어에 제약을 받게 된다. ‘所从来’가
가리키는 것은 공간범주로써, 동작의 기점(起点)을 가리킨다. 또한 ‘起点’의 의미는 다시 후행하는 목적어의 영
향으로 점차 ‘来源, 起因’ 등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어법화의 과정에는 ‘所从来’가 나타내는 ‘起点’에는
‘시간(상)의 기점’과 ‘공간(상)의 기점’이 공존하고 있으며, 현대중국어의 시간부사 ‘从来’는 ‘시간기점’이라는 의
미를 토대로 형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毕竟’류 부사는 ‘总’을 제외하고는 서한(西汉)시대부터 출현했다고 전해지는데, 당시에는 동사 및 동사
구로서 ‘종료, 완결, 귀결, 궁극’ 등을 표시하고 있었다.
(1)夫贤主所作，固非浅问者所能知，非博问强记君子者所不能究竟其意。(史记·三王世家)
성어미를 가진 것이 그 예다. 곧 ‘남의 말 하기는 쉽다.’ 의 ’하기’는 조사를 가지고 주어로 쓰이는 점에서 명사라 할
수 있으나, 목적어 '말'을 지배하고 있어 타동사다. 용언이 어미 ‘-기’를 가지고 명사처럼 쓰인 것을 동명사(또는 명사
형)라 설명한다.(국어국문학자료사전, 1998. 한국사전연구사)
3) ‘어떤 단어의 어간이 통사적 기능을 달리하는 다른 품사로 바뀌어도 음장(音長)이나 억양을 포함하여 형태상으로 아무
런 변화를 입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예 : 명사‘신(靴)’과 동사어간 ‘신-다(着靴)’를 비교하였을 때 동사어간 ‘신-’을
명사 ‘신’의 품사전성에 의한 새로운 단어의 형성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영변화가 된다).(상동)
4) 중국어에서 ‘개사현공(介词悬空)’은 개사구문에서 개사목적어의 탈락(생략)되고 ‘개사’만 홀로 남게 되는 상황으로, 현재
의 연구들은 영어의 ‘Preposition stranding’(한국어에서는 ‘전치사 좌초’로 번역됨)의 번역어로 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句法空位’, ‘动词悬空’, ‘零形回指’ 등 다양한 용어들이 있다.
5) Hopper(1991)의 어법화의 원리에는 층위화(Layering), 분화(divergence), 특정화(specialization), 의미지속성(persistence),
탈범주화(decategorializatio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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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所以然者，此八月、九月、十月三月也，天地人正俱毕竟，当复反始。(太平经卷四十八)

예문(1)의 ‘究竟’은 ‘궁극(穷尽义)’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예문(2)의 ‘毕竟’은 ‘종료(终了)’의 의미를 나타낸
다. 동한(东汉)시대에 이르면, 앞에서 언급했던 ‘毕竟’이 표시하는 ‘완결, 종료, 귀결’ 등의 의미에는 ‘最终’이라
는 시간부사의 용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때는 ‘부사어’의 위치에 와야 한다는 것이 선결조건이 된
다.6)
(3)圣贤所作，亦复积多，毕竟各自有事。(太平经卷四十一)

대개 어법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화용(语用), 의미(语义), 인지(认知)의 삼요소를 들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문단의 조직과 교제의 의도와 연관된 화용요소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 즉 화용은 인간이
대상을 구체에서 추상으로 이해하는 인지과정이며, 인지의 주요방식인 ‘은유’는 자연스럽게 허화를 유도하면서
‘주관화’로 가게 된다. 먼저 의미는 이러한 어법화현상의 내적 토대를 구성하게 되는데, ‘毕竟’류 부사(到底, 究
竟 등)의 어법화 과정에 나타는 일련의 규칙은 먼저 ‘의미상관성’을 통해 유의관계를 분석하고, 그 다음으로는
화용적 특징에 따른 어법체계의 제약과 기능화 가능성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어법화는 단일화 방향으로 진
행된다고 하나, 중국어에서는 대부분 다시 어휘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중국어의 개사구조는 문미
가 아닌 문중에 있기 때문에 후행하는 동사나 기타 접속사 등과 재결합을 통해 새로운 어휘가 탄생하게 된다.

2) 접속사의 어법화
먼저 ‘否则’류 접속사는 본래의 구조관계를 뛰어넘어 어법화 과정을 거쳐 현대중국어에서 절을 연결시키는
접속사가 되었다. 사실 어법화는 기능화로 나타나고, 어휘화는 실사화로 나타나는 것으로 상호 반대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Brinton & Traugott(2005) 등의 학자들은 어법화와 어휘화를 어법화와 유사한 선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否则’류가 구절을 거쳐 접속사가 된 것을 어법화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다.
상고(上古)중국어, 즉 주대(周代)부터 ‘否’와 ‘则’가 연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여전히 ‘부정사’와 ‘접속사’라는
상호 독립된 두 개의 품사였다.
(3)听则进，否则退。(国语·晋语)
(4)民归于德，德则民戴，否则民雠。(逸周书)

위의 예문에서 ‘否’는 각각 ‘听’과 ‘德’의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사이고, ‘则’은 순접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이
다. 漢代에 오면, 否则’는 후행절의 문두에서 앞 절, 즉 명제를 부정하는 접속사로 변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否’가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회화체에서 부정의 대답으로 사용되는 ‘不’와 유사하다.
(5) 愿君留意臣之计。否，必为二子所擒矣。(史记·淮阴侯列传)

이후 六朝에서 唐代에 이르면, 두 용법이 같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연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
게 된다. 그리고 宋代에 이르면, 연용의 예들이 대량으로 나타나고, ‘则’가 단독으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적어진다. 그리고 선행절과의 반대관계가 사라지고 거의 순접관계의 형태로 나타난다.
접속사 또한 부사의 어법화와 유사한 현상으로 연용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개사현공’처럼 목적
어가 탈락하고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6) 史金生, ‘毕竟’类副词的功能差异及 , 语法化与语法研究, 제1집. pp.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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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사현공’과 어휘화
앞에서 언급한 부사와 접속사의 어법화 과정에는 또 하나의 어법이론의 도입을 볼 수 있는데, 영어의 ‘전치
사좌초’에 대한 번역어에서 출발한 중국어의 ‘개사현공’이 있다. 이것은 영어에서 전치사목적어가 도치되어 전
치사만 남는 ‘전치사좌초’현상을 중국어 개사구조에서 개사목적어가 생략 혹은 탈락, 도치 등의 과정을 거쳐
개사가 홀로 남는다는 것으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영어의 전치사 좌초와 일치한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생략 이후에 다시 나타나는 구조화 과정을 거쳐 어휘화가 일어난다는 점은 영어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래
서 과연 중국어에 존재하는 ‘개사현공’과 어휘화 과정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아니면 분리시켜 설명할 것
인가에 대한 회답을 찾아야 한다.
우선 朱德熙(1982)의 예문을 통해, ‘개사목적어의 생략’과 ‘개사현공’에 대한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
보자.
(3)房子给(土匪)烧了。
(5)我给(电视机)修好了。

예문(5)는 앞에서 제시했던 예문(3)과 예문(4)처럼 전형적인 중국어 ‘피동문’이며, 이 외에도 ‘叫, 让 등’에
대한 연구도 있다. 본래 주덕희(1982)의 주장은 예문(1)의 ( )안의 목적어 ‘电视机’가 생략되고(제1과정), 홀로
남은 ‘给’는 다시 동사와 어떠한 어법관계를 형성하느냐 하는 것이 ‘어법화’의 초점이라 할 수 있다. 현대중국
어에서 ‘被’나 ‘叫’, ‘让’ 등은 재결합을 통한 품사전성이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개사현공’을 주장하
는 학자들은 고대중국어를 활용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개사와 동사가 결합한 ‘给修’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
한 설명이나 어휘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지금까지 중국의 어법학계에서는 개사 ‘给’를 ‘조사’
로 보는 경향이 많다. 즉 현재까지 중국어 피동문에서 개사와 동사가 결합하여 어떻게 구조화가 되는지에 대
해서는 언급이 되는 단계는 아니며, 다만 ‘목적어생략’을 근거로 ‘개사현공’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현대중국어에서 동사, 접속사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성분 중에는 고대중국어에서 현대중국어로 가는
통시적 과정에서 ‘개사현공’을 거쳐 구조화되어 어휘성분으로 바뀐 것들이 있다. 刘丹青(2004)은 “개사현공은
중국어어법의 역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어법화와 어휘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7)라고
말하면서, 위의 예문 b는 ‘개사현공’으로 목적어가 생략되고, 다시 구조화 과정을 거쳐 ‘用来’, ‘用以’ ‘从中’ 등
접속사로 활용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11) a．我们用汽车来接送客人。
b．汽车我们用[ ]来接送客人。
(12) a．我们用这笔贷款以帮助该县开办铜矿。
b．这笔贷款我们用[ ]以帮助该县开办铜矿。
(13) a．广大干部都要从这个案件中吸取教训。
b．这个案件广大干部都要从[ ]中吸取教训。(电视节目)

위의 예문에서 생략된 목적어에 후행성분인 ‘来’와 ‘以’, 그리고 방위사 ‘中’ 등을 전치하는 개사(전치사)처럼
모두 ‘후치사’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법화의 접목으로 인해 중국어 보어를 허화성분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刘丹青(2004)은 ‘来’와 ‘以’는 연접사(접속사)에서 왔기 때문에 ‘의미기능’은 없으며, 방
위사 ‘中’은 의미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중국어 보어를 모두 허화된 후
치사로 처리해야만 이러한 설명에 설득력이 가능하다. 이것 또한 분포위치에 따른 어법화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어의 모든 보어가 어법화를 거쳤다고 보기는 힘들다.
최근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 ‘개사현공(전치사좌초)’의 주장에서 ‘전치사+명사+후치사’에서 명사가 탈락하고,
7) 刘丹青(2004),

先秦汉语语序特点的类型学观照

, 语言研究, 제24권, 제1기,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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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전치사+후치사’가 새로운 어휘를 생성하는 ‘광식개사(틀구조개사)’의 설명해서 유사한 현상을 볼 수 있
다. 대표적인 예로는 현대중국어의 ‘以为’의 ‘개사현공’과 어휘화 과정에서 볼 수 있다. 董秀芳(1998)나 焦旭(20
11) 등은 현대중국어에서 동사로 사용되는 ‘以为’는 개사 ‘以’의 목적어가 현공되고, 다시 어휘화라는 구조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大王斩臣以询国,以[ ]为王谋不忠者也。(初见秦第一)
(2)齐之清济浊河, 足以[ ]为限,长城巨防,足以[ ]为塞。(初见秦第一)

예문(1)과 예문(2)는 모두 以……为 격식에서 ‘以’의 목적어가 생략된 구문으로, 현대중국어에서 동사로 사
용되는 ‘以为’로 구조화(어휘화)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刘丹靑(2002)은 ‘框式介词’라는 구
조의 틀을 이용하여 전치사와 후치사가 공존하는 ‘从⋯⋯中、用⋯⋯来、用⋯⋯以’ 등을 통해 ‘개사현공’을 설
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어법학계에서는 ‘개사현공’의 존재여부를 놓고 찬반이 논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것은
서구의 이론을 중국어에 무조건적으로 대입하려는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이
론을 도입하여 연구대상의 언어를 무조건 그 이론에 대입하여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잘 활용하여 대상 언어의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실 ‘개사현공’은 비록 영어의 ‘전치사좌초’와는 다른 면이 있지
만, 이론의 도입을 통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현대중국어에서 그 어원을 찾기 어려운 부사나 접속사 등의 원류
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결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법화’의 주요 요인 또한 ‘화용, 의미, 인지’ 등 다양한 방면
을 제기하고 있으며, 대개 의미를 토대로, 화용, 그리고 인지로 넘어가 ‘주관성’, ‘허화’ 등으로 설명하는 경향
이 많다. 하지만,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원인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의 대표적인 인지언어학자 沈家煊(1994) 또한 ‘어법화’가 나타나는 원인과 조건은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언어교류에서 정보가 만족하는 조건에서 출발하여 어법화의 원인
을 찾으며, 언어교류에서 ‘표현’과 ‘이해’의 두 조건을 모두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그래서 대
부분의 학자들은 언어구조의 구성과 교제의 의도 등 화용적 요소가 어법화의 중요 원인으로 삼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은 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인지심리의 각도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인지적 규범은 구체에서 추상으로 길이며, 은
유는 인지의 주요 방식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 대부분 허화된 성분을 통해 어법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경향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법화’를 일으키는 화용요소로는 무엇이 있으며, 왜 실사가 늘 허화과정을
거쳐 허사가 되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또 어떤 실사는 무엇 때문에 전혀 허화를 일으키지 않고, 왜 어떤 실
사는 이러한 방면으로 허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상언어의 특징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활용’과 품사전성에 대한 비교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어에서 ‘활용’은
‘단어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것’을 말하며, 용언(동사, 형용사)만이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
를 들면, 한국어 형용사 ‘빠르다’는 ‘빨리, 빠르기, 빠른, 빠르게, 빨라(서), 빠르고’ 등으로 기능적 형태변이가
일어나는데, 어떤 것은 ‘품사활용’이고 어떤 것은 ‘품사전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어 ‘快’는 실사 중
에는 구문의 기능에 따라 동사와 형용사, 형용사와 명사 그리고 동사와 명사 사이에 품사전성을 통한 겸류(兼
类)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허사는 둘 이상의 기능적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希望’은 명사와 동사의 품사능력(词性)을 동시에 가지며, 조사 ‘了’는 세 가지의 기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런데 과연 어법학자들의 연구에서 이론적 연구가 중요하겠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그러한 연구가 과연
교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론을 현실화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즉 이러한 ‘겸류현상’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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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교학과정에서 어법분석에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품사의 ‘겸류’는 작문과정에서 어려
움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며, 품사분류에 혼돈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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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학 분과Ⅱ】 발표 ⑦

한·중 차등 비교구문의 대조 연구

― ‘보다’ 비교구문과 ‘比’ 비교구문을 중심으로
유효단*1)

1. 서론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차등 비교구문이 다 있지만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도 있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은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등 비교구문을 면밀히 대조하여 이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해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단순히 차등 비교구문과 동등 비교
구문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전의 학술성과를 바탕으로 차등 비교구문에 대한 유형분류, 기본구조와 구
조적인 중의성, 비교대상과 서술어 성분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한·중 차등 비교구문의 유형분류 대조
우선 한국어 차등 비교구문의 유형분류에 대한 분석이다.
한국어에서는 하길종(1999)이 차등 비교구문을 우세 비교구문과 열세 비교구문으로 분류한다. 우세인지 열
세 인지에 대한 판단 표준이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이다. 비교주체는 비교대상에 비해서 비교되는 특성의 정도
성이 우위의 위치에 있을 때는 우세 비교구문이라고 한다. 반대로 비교주체가 비교대상에 비해서 비교되는 특
성의 정도성이 열등의 위치에 있으면 열세 비교구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대 한국어의 용법과 습관에 따라서
우월 차등 비교와 열등 차등 비교라고 한다.
(1) ㄱ. 나는 너보다 (더) 크다.
ㄴ. 나는 너보다 덜 크다.

(2002)은 비교의 범주가 일단 차등 비교와 동등 비교로 분류되고 그다음에 동등 비교가 相同, 类同, 近
似(상동, 유사, 근사)를 포함하는 반면에 차등 비교가 不及，高出， 极端(불급, 우승, 최상급)을 포함한다고 제
시한다. 다음 <표1>는 중국어 차등 비교구문의 유형분류를 보여 준다.
刘焱

<표1> 중국어 차등 비교구문의 유형분류
不及
차등 비교

못하다, 보다...덜...

高出

보다...더...

极端

가장, 제일

중국어 ‘高出’ 비교구문이 ‘比’ 비교구문이고 ‘不及’ 비교구문이 ‘不比’ 비교구문이다. 여기서 보면 중국어의
‘高出’ 차등 비교구문이 한국어의 ‘우월 차등 비교구문’에 해당하는데 ‘不及’차등 비교 구문이 한국어의 ‘우월
차등 비교구문’에 대한 부정형식에 해당한다.
(2) ㄱ. 英姬比姐姐学习更好。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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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가 언니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
ㄴ. 英姬不比姐姐学习好。
영희가 언니보다 공부를 잘하지 않다.

3. 한·중 차등 비교구문의 비교대상 대조
한국어 차등 비교구문의 비교대상은 주로 명사구나 명사절, 부치사구, 수량표현으로 실현한다. 대응되는 중
국어 비교대상에 명사구나 명사절, 부치사구, 수량표현이 올 수 있는지를 분석해보자.

3.1 한·중 명사구나 명사절로 실현하는 비교대상

첫째, 비교대상이 명사구의 경우이다.
명사구가 NP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NP로 구성될 수도 있고 NP1과 NP2가 합해서 구성될 수도
있다.
우선, 명사구는 단순한 NP일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NP는 단순한 명사로 구성된 것이다.
(3) 영희는 여동생보다 더 예쁘다.
英姬

比妹妹

更 漂亮。

다음에 명사구는 NP1+NP2일 경우이다. 명사구는 NP1+NP2일 경우에는 NP1과 NP2사이에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조사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즉 NP1과 NP2사이에 조사 '의'(的)의 생략 문제이다. 한국학
자들은 중국어 ‘的’로 실현하는 명사구를 연구할 때는 비교대상 중의 ‘的’가 생략해야 되는 지에 해갈일 수 있
다. 다음엔 이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중 차이점을 찾을 것이다. 명사구에서 NP1과 NP2의 의미관계에
따라서 한국어'의'와 중국어'的'의 생략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
(4) ㄱ. 나의 사과는 그녀의 사과보다 더 크다. (소유관계)
我的苹果比她的苹果更大。

ㄴ. 나의 사과는 그녀의 것보다 더 크다.
我的苹果比她的更大。

ㄷ.*나의 사과는 그녀보다 더 크다.
*我的苹果比她更大。
(5) ㄱ. 철수의 손이 너의 손보다 더 예쁘다. (전체부분관계)
哲株的手比你的手更漂亮。

ㄴ. 철수의 손이 너의 것보다 더 예쁘다.
哲株的手比你的更漂亮。

ㄷ. *철수의 손이 너보다 더 예쁘다.
哲株的手比你更漂亮。

(6) ㄱ. 내 아들이 너의 아들보다 더 멋있다. (친족관계)
我的儿子比你的儿子更帅。

ㄴ.*내 아들이 너의 것보다 더 멋있다.
我的儿子比你的更帅。

ㄷ. 내 아들이 너보다 더 멋있다. (의미가 달라짐)
我的儿子比你更帅。

소유관계에서 비교대상이 ‘N₂의/的’로 대용할 수 있고 ‘N₂’로 대용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공통점이다. 전체부분관계에서 한국어 비교대상이 ‘N₂의’와 대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N₂’과 대용관계를
실현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어 비교대상이 ‘N₂的/N₂’과 대용관계를 다 형성할 수 있다. 친족관계에서 한국
어 비교대상이 ‘N₂의’로 대용할 수 없는데 ‘N₂’로 대용하면 의미가 달라진다. 중국어 비교대상이 ‘N₂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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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할 수 있는데 ‘N₂’로 대용하면 의미가 달라진다.
둘째, 비교대상이 명사절인 경우이다.
최규수(2011)에 따라서 한국어 명사절은 ‘-음/-기’로 실현하는 명사절과 ‘-은/-는/-을 것’으로 실현하는 명
사절로 구분될 수 있다. 한국어 명사절의 분류에 따라서 대응되는 중국어 명사절을 찾아내고 그 차이점을 찾
을 것이다.
우선 한국어 ‘-음/-기’로 실현하는 명사절과 대응되는 중국어 명사절을 보자.
(7) ㄱ. 버스를 타기는 걸어가기보다 더 빠르다.
ㄴ. 做公交车比走路更快.
(8) ㄱ. 게임을 하기는 공부하기보다 더 재미있다.
ㄴ. 玩游戏比学习更有趣。

위의 예문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의 결론이 내린다. 한국어에서 ‘-음/-기’가 명사절의 표지로서 동사 뒤에
붙여야 하는데 중국어 대응되는 명사절이 표지가 없다.
둘째, 한국어‘-은/-는/-을 것’으로 실현하는 명사절이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의 성분이 일치하는 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된다. 다음에 이 두 가지 유형과 대응되는 중국어 명사절을 분석해보자.
(9) ㄱ. 공부하는 것은 일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
ㄴ. 学习比工作更有趣。
(10) ㄱ. 순희는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다.
ㄴ. 顺姬比我想象中的更聪明。

이때는 한국어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이 일치하든지 일치하지 않든지 명사절표지‘것’이 붙여야 한다. 대응적
으로 중국어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이 일치하는 경우에서 명사절표지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명사화를 실현한
다. 하지만 중국어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서 명사절표지‘的’가 붙여야 명사화를 실현한
다.

3.2 한·중 부치사구로 실현되는 비교대상

부치사는 전치사와 후치사를 포함한다. 전치사로 전치사구를 실현하고 후치사로 후치사구를 형성한다. 다음
에는 비교대상의 성분이 비교대상의 성분과 일치하는 지에 따른 한·중 비교대상의 차이점을 비교하기로 한다.

첫째, 비교대상의 성분이 비교주체의 성분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11) ㄱ.*나는 순희에게 철수에게보다 사과를 더 많이 사주었다.
ㄴ.* 我给顺姬比给哲株买更多苹果。
(12) ㄱ. 나는 철수에게보다 순희에게 사과를 더 많이 사주었다.
ㄴ.*我比给哲株给顺姬买更多苹果。

둘째, 비교대상의 성분이 비교주체의 성분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이다.
(13)ㄱ. 나는 할아버지께 받은 용돈이 부모님께보다 더 많다.
ㄴ. *我从爷爷那里拿到的零用钱比从父母那里更多。
(14) ㄱ. 부모님께보다 나는 할아버지께 받은 용돈이 더 많다.
ㄴ. *比从父母那里我从爷爷那里拿到的零用钱更多。

위의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한국어에서 후치사구가 비교대상의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중국어에서 전치사구가 비교대상의 자리에
올 수 없다. 중국어에서 어떤 전치사구이든지 주어 자리에 올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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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어 자유적인 어순 때문에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의 성분이 불일치하더라도 비교구문이 성립될 수
있고 비교대상의 위치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어 어순이 고정되기 때문에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의
성분이 일치해야 하고 비교대상의 위치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못한다.

3.3 한·중 수량표현으로 실현하는 비교대상

수량표현이 주로 수사, 수사+단위명사, 수사+명사, 수사+단위명사+단위명사 4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 4
가지의 분류에 따라서 한·중 비교대상이 어떤 수량표현에 적합한지를 분석할 것이다.

첫째, 비교대상은 수사일 경우이다.
(15) ㄱ. 2는 1보다 더 크다.
ㄴ. 2比1大。

(15ㄱ)에서 숫자‘2, 1’은 수사이다. 수사가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의 자리에 같이 올 수 있다고 보인다.

둘째, 수량표현이 ‘수사+단위명사’일 경우이다.
(16) ㄱ. 철수는 170cm보다 더 크다.
ㄴ. *哲株比170厘米更高。
(17) ㄱ. *170cm는 철수보다 더 크다.
ㄴ. *170厘米比哲株更高。

셋째, 수량표현이 ‘수사+명사’일 경우이다.
(18) ㄱ. 이 둘의 사랑자리는 우리 둘의 집보다 더 크다.
ㄴ. *这二的爱巢比我们二的家更大。

넷째, 수량표현이 ‘수사+단위명사+명사’일 경우이다.
(19) ㄱ. 두명의 사람의 힘은 한명의 사람의 힘보다 더 강하다.
ㄴ. 两个人的力量比一个人的力量更强大。

위의 대조분석을 보면 한국어 수량표현이 쓰이는 범위가 중국어 수량표현보다 더 크다고 알 수 있다.
<표2> 한·중 비교대상 자리에 올 수 있는 성분분석 대조
비교대상
명사구

명사절

한국어

중국어

‘의’로 실현하는 명사구(나의 책)

‘的’로 실현하는 명사구(我的书）

‘-음/-기’로 실현하는 명사절(걸어가기)

표지가 없는 명사절(走路)

‘-ㄴ/-는/-을 것’으로 실현하는 명사절(공부하는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이 일치하는 경우에 표지
가 필요 없다. (学习比干活有趣）

것은 일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
순희는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다.)

후치사구, 전치사구 ‘명사+후치사’로 실현하는 후치사구(나에게)
수사(숫자1,2,3..)
수량표현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표지‘的’가 붙여야 한다.(顺姬比我想象的聪明）
중국어에서 어떤 전치사구이든지 비교대상의
자리에 올 수 없다.
수사(숫자1,2,3...)
수사+단위명사+명사

수사+단위명사(170cm)
수사+명사(이 둘의 사랑자리)
수사+단위명사+명사(두 명의 사람)

(两个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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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중 차등 비교구문의 서술어 대조
한국어 차등 비교구문의 서술어는 주로 형용사, 동사와 ‘명사+이다’로 실현되는 데 이에 따라서 중국어 차
등 비교구문의 서술어에 어떤 성분이 올 수 있는지를 분석해보자.

4.1 서술어가 형용사일 경우

양철배(1983)에 따라서 한국어 형용사가 상대형용사와 절대형용사로 분류되는데 상대형용사는 다시 성질형
용사와 상태형용사로 분류된다. 중국어에서 朱德熙（1956）에 따라서 형용사가 성질형용사와 상태형용사로 분
류되는데 邵敬敏，刘焱（2002)에 따라서 형용사가 절대형용사와 상대형용사로 분류된다. 하지만 중국어 상태
형용사에서 다시 중첩여부에 따라서 중첩된 형용사와 중첩되지 않은 형용사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서 한중 형
용사의 분류대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3> 형용사 분류
형용사
크다, 작다, 덥다, 춥다...

성질형용사
상대형용사

大， 小， 热，冷...
중첩된 형용사

한국어 없음
干干净净，漂漂亮亮

중첩되지 않은 형용사

깨끗하다, 예쁘다...
干净，漂亮

상태형용사

맞다, 틀리다...

절대형용사

对，错

다음에는 이 분류에 따라서 어떤 형용사가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우선 우월 차등
비교구문일 경우이다. 정도부사‘더’/'更', 수량표현 및 부사어의 삽입에 따라서 네 가지 경우를 분류될 수 있
다. 즉 정도부사가 없어도 되는 경우, 정도부사가 있어야 되는 경우, 정도부사가 있어야 되고 수량표현이 들어
가는 경우, 정도부사가 있어야 되고 부사어가 들어가는 경우이다.
첫째, 정도부사‘더’/'更'이 없어도 되는 경우이다.
(20) 형이 동생보다 키가 (더) 크다.(성질형용사)
哥哥比弟弟(更)高。
(21) 우리집은 이웃집보다 (더) 예쁘다.(상태형용사)
我们家比邻居家(更)漂亮。(중첩되지 않은 상태형용사)
*我们家比邻居家(更)漂漂亮亮。(중첩된 상태형용사)
(22) *이 답은 저 답보다 (더) 틀리다.(절대형용사)
*这个答案比那个答案(更)错。

위의 예를 통해서 다음의 결론을 내린다. 한국어에서 정도부사‘더’가 수의적인 성분일 때 상대형용사(성질형
용사와 상태형용사)가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다. 대응되는 중국어에서 성질형용사와 중첩되지 않은 상태형용
사만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다.
둘째, 정도부사‘더'가 있어야 되는 경우이다.
(23) 이 답은 저 답보다 *(더) 틀리다.(절대형용사)
*这个答案比那个答案更错。

한국어 우월 차등 비교구문에서 ‘더’가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절대형용사만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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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우월 차등 비교구문에서 절대형용사가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없다.
셋째, 정도부사‘더’가 있어야 되고 수량표현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대응되는 중국어에서 '更'이 없어야 되고
수량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24) 철수가 영도보다 10cm *(더) 크다.(성질형용사)
哲洙比英道(*更)高10厘米。
(25) 영희는 동생보다 몇 배 *(더) 귀엽다. (상태형용사)
英姬比弟弟(*更)可爱几倍。(중첩되지 않은 상태형용사)
(26) 교실은 집보다 몇 배 *(더) 깨끗하다.(상태형용사)
教室比家里(*更)干干净净几倍。(중첩된 상태형용사)
(27) *이 답은 저 답보다 몇 배 *(더) 맞다(절대형용사)
*这个答案比那个答案(*更)正确几倍。

위의 예문분석을 통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한국어에서 ‘더’가 필수적인 성분이고 수량표현도 같
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상대형용사(즉 성질형용사와 상태형용사)가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절대형용사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없다. 대응되는 중국어에서 '更'이 없어야 되고 수량표현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성질형용
사와 중첩되지 않은 상태형용사가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중첩된 상태형용사와 절대형용사가 서술어 자
리에 올 수 없다.
넷째, 정도부사‘더’가 있어야 되고 부사어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대응되는 중국어에서 '更'이 없어야 되고
보어가 나타나야 한다.
(28) 이 빌딩은 저 빌딩보다 (더) 많이 높다. (성질형용사)
这个楼比那个楼（*更）高得多。
(29) 언니는 동생보다 (더) 많이 청순하다.(상태형용사)
姐姐比妹妹（*更）清纯得多。
(30) 이 답은 저 답보다 *(더) 많이 틀리다.(절대형용사)
这个答案比那个答案（*更）错得多。

위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의 결론을 내린다. 정도부사‘더’가 필수적인 성분이고 부사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절대형용사만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다. 대응되는 중국어에서 '更'이 없어야 되고 보어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서술어자리에 성질형용사, 중첩되지 않은 형용사가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열등 차등 비교구문의 경우를 보자. 정도부사‘덜’은 열등 차등 비교구문의 표지로서 절대로 생략
될 수 없다. 즉 ‘덜’은 필수적인 성분이다. 대응되는 중국어'不比' 비교구문은 '比'비교구문에 대한 부정형식인
데 정도부사'更'이 삽입될 수 없고 수량표현과 보어도 삽입될 수 없다.
첫째, ‘덜’이 있어야 되는 경우. 대응되는 중국어에서 '更'이 없어야 한다.
(31) 아들은 아빠보다 키가 *(덜) 크다.(성질형용사)
儿子不比爸爸个子高。

(32) 철수가 영도보다 기분이 *(덜) 기쁘다.(상태형용사)
哲洙不比英道心情好。(중첩되지 않은 상태 형용사)
*哲洙不比英道心情好好。(중첩된 상태 형용사)
(33) 이 답은 저 답보다 *(덜) 틀리다.(절대형용사)
*这个答案不比那个答案错误。

한국어 ‘덜’이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상대형용사와 절대형용사가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알 수 있다.
대응되는 중국어에서 정도부사'更'이 없어야 되고 이때 서술어자리에 성질형용사와 중첩되지 않은 상태형용
사가 올 수 있다.
둘째, ‘덜’이 있어야 되고 수량표현이 들어가는 경우이다. 대응되는 중국어에서 '更'이 없어야 되고 수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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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들어가야 한다.
(34) 아들은 아빠보다 키가 5cm *(덜) 크다.(성질형용사)
*儿子不比爸爸高5厘米。
(35) 철수가 영도보다 몇 배 *(덜) 아프다. (상태형용사)
*哲洙不比英道痛苦几倍。
(36) *이 답은 저 답보다 몇 배 *(덜) 틀리다. (절대형용사)
*这个答案不比那个答案错误几倍。

‘덜’과 수량표현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상대형용사가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절대형용사가 서술어 자리
에 올 수 없다. 대응되는 중국어에서 수량표현이 들어가면 비문이 된다.
셋째, ‘덜’이 있어야 되고 부사어가 들어가는 경우이다. 대응되는 중국어에서 '更'이 없어야 되고 보어가
들어가야 한다.
(37) *이 옷은 저 옷보다 덜 많이 두껍다. (성질형용사)
*这件衣服不比那件衣服薄得多。
(38) *이 방은 저 방보다 덜 많이 따뜻하다.(상태형용사)
* 这个房间不比那个房间暖和得多。
(39) *이 답은 저 답보다 덜 많이 맞다.(절대형용사)
* 这个答案不比那个答案正确得多。

부사어가 다시 열등정도부사‘덜’ 뒤에 삽입되는 경우에는 문장이 다 성립되지 않다고 보인다. ‘덜’은 자체가
열등의 정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부사어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대응되는 중국어 ‘不比’비교구문에
서 정도부사‘更’이 없어야 되는 경우에는 성질형용사와 중첩되지 않은 상태형용사가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
다.

4.2 서술어가 동사일 경우

한국어 동사가 의미에 따라서 크게 변성동사, 심리동사와 행위동사 세 가지로 분류된다. 변성동사가 주로
수량, 공간과 시간의 변화를 나타낸다. 심리동사가 다시 파생인지에 따라서 파생 심리동사와 비파생 심리동사
로 분류된다. 행위동사가 다시 의미에 따라서 지속동사, 과정동사와 순간동사로 분류된다.
중국어 동사가 일단 크게 추향동사(변성동사), 심리동사, 행위동사와 조동사 네 가지로 분류된다. 추향동사
는 한국어와 또 같이 수량, 공간과 시간의 변화를 나타낸다. 하지만 중국어 심리동사가 인지적인 의미에 따
라서 분류하는 것이고 행위동사가 더 자세한 분류를 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어 조동사가 있지만 한국어 조동
사가 없다.
<표3> 한·중 동사분류 대조
분류

동사
상승하다, 증가하다, 내리다, 떨어지다...

수량의 변화
변성동사

上升，增加，降低，下降...

공간의 변화

넓히다, 줄이다...
扩大，缩减

시간의 변화

앞당기다, 연장하다, 늦어지다...
提前， 延长， 迟到...

인지의미를 포함하는 심리동사
심리동사
인지의미를 포함하지 않은 심리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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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자다, 읽다, 뛰다

지속동사
행위동사

吃， 睡， 读， 跑
죽다, 녹다, 마르다

과정동사

死， 融化， 干
받다, 묻다
收，问

순간동사

한국어 조동사가 없음.
应该，会， 愿意(should be, will, would)

조동사

우선 우월 차등 비교구문일 경우이다. 이때는 우월정도부사‘더’/'更'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를 분류될 수 있
다. 한국어에서 조동사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대조할 때 조동사는 토론하지 않겠다.
첫째, ‘더’와 '更’가 없어도 되는 경우이다.
(40) 오늘의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올라갔다.(변성동사)
*今天的气温比昨天（更）上升了。
(41)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소식에 동생이 아버지보다 (더) 슬퍼한다. (인지의미를 포함하지 않은 심리동사)
听到爷爷去世的消息，弟弟比爸爸（更）伤心。
(42) *나는 아버지보다 선생님을 (더) 안다.(인지의미를 포함한 심리동사)
*我比爸爸（更）知道老师。
(43) *동생이 나보다 (더) 먹었다. (지속동사)
*弟弟比我（更）吃了。
(44) *큰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더) 죽었다.(과정동사)
*大伯比爸爸更去世了。
(45) *영희가 언니보다 부모님의 편지를 (더) 받았다.(순간동사)
*英姬比姐姐（更）收到了父母的信。

위의 예문을 통하여 정도부사‘더’가 없어도 되는 경우에는 변성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심리동
사와 행위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없다고 알 수 있다. 대응되는 중국어'高出'비교구문에서 '更'이 없어
도 되는 경우에는 인지적인 의미를 포함하지 않은 심리동사만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다.
둘째, 정도부사‘더’가 있어야 되는 경우이다. 대응되는 중국어 '更'이 수의적인 성분이다.
(46) 오늘 수업 시간이 어제보다 (더) 연장했다. (변성동사)
*今天上课时间比昨天更延长了。
(47) 그는 나보다 *(더) 슬퍼하다.(인지의미를 포함하지 않은 심리동사)
他比我（更）伤心。
(48) *영희가 엄마보다 요리를 *(더) 안다.(인지의미를 포함한 심리동사)
*英姬比妈妈更知道料理。
(49) 동생이 나보다 *(더)잤다.(지속동사)
*弟弟比我更睡了。
(50) *눈이 얼음보다 *(더) 녹았다.(과정동사)
*雪比冰更化了。
(51) 나는 다른 후보자들보다 지지를 *(더) 얻는다.(순간동사)
*我比其他候选人更获得了支持。

위의 예문을 종합하여 ‘더’가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파생 심리동사, 지속동사와 순간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직접 올 수 있는데 변성동사, 인지의미를 포함하지 않은 심리동사, 과정동사와 순간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없다. 대응되는 중국어에서 변성동사만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정도부사'更'이 수의적인 성분이다.
셋째, 정도부사‘더’가 있어야 되고 수량표현이 들어가는 경우이다. 대응되는 중국어에서 '更'이 없어야 되고
수량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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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민폐의 환율은 어제보다 5원 (더) 올라갔다.(변성동사)
人民币的汇率比昨天（*更）上升了5块钱。
(53) *나는 누구보다 매운 음식을 몇 배 *(더) 싫어한다.(인지의미를 포함하지 않은 심리동사)
* 我比谁（*更）讨厌辣的几倍。
(54) *아버지는 나보다 선생님을 100 배 *(더) 안다.(인지의미를 포함한 심리동사)
*爸爸比我（*更）知道老师100倍。
(55) 나는 철수보다 한 시간 *(더) 잤다.(지속동사)
*我比哲洙（*更）睡了一个小时。
(56) *여름의 옷은 겨울의 옷보다 하루 *(더) 마를 수 있다.(과정동사)
夏天的衣服比冬天的衣服（*更）早干一天。
(57)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택배를 하루 *(더) 받았다.(순간동사）
* 我比其他朋友（*更）收了一天快递。

위의 예문을 통하여 다음의 결론을 내린다. ‘더’가 있어야 되고 수량표현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변성동
사와 지속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심리동사, 과정동사와 순간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없다.
대응되는 중국어에서 '更'이 없어야 되고 수량표현이 나타나는 경우에 변성동사, 과정동사가 서술어자리에 올
수 있다.
넷째, ‘더’가 있어야 되고 부사어 들어가는 경우이다. 대응되는 중국어에서 '更'이 없어야 되고 보어가 들어
가야 한다.
(58) 새집은 옛날 집보다 면적이 (더) 많이 넓혔다.(변성동사)
新家比以前的家面积（*更）大得多。
(59) 나는 그보다 공부를 *(더) 많이 좋아한다.(인지의미를 포함하지 않은 심리동사)
*我比他（*更）喜欢学习得多。
(60) 아버지가 나보다 선생님을 *(더) 잘 안다.(인지의미를 포함한 심리동사)
*爸爸比我（*更）知道老师得多。
(61) 동생이 나보다 *(더) 많이 먹었다.(지속동사)
弟弟比我（*更）吃得多。
(62) 눈이 얼음보다 *(더) 빨리 녹았다.(과정동사)
雪比冰（*更）化得多。
(63) 나는 동생보다 부모님의 편지를 *(더) 빨리 받았다.(순간동사)
*我比弟弟（*更）快收到了父母的信。

위의 예문을 통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더’가 있어야 되고 부사어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심
리동사와 행위동사가 다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다. 대응되는 중국어에서 정도부사'更'이 없어야 되고 보어가
들어가는 경우에 행위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열등 차등 비교구문일 경우이다. 정도부사‘덜’은 열등 차등 비교구문의 표지로서 생략될 수 없
다. 즉 ‘덜’이 꼭 있어 야 된다. 정도부사‘덜’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분류될 수 있다. 다음에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어떤 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지를 분석해보자.
첫째, ‘덜’이 있어야 되는 경우이다. 대응되는 중국어에서 '更'이 없어야 한다.
(64) 형이 철수보다 *(덜) 늦어졌다. (변성동사)
*哥哥不比哲洙（*更）晚了。
(65) 동생이 엄마보다 아빠 *(덜) 무서워한다.(인지의미를 포함하지 않은 심리동사)
弟弟不比妈妈（*更）害怕爸爸。
(66) 너는 나보다 선생님을 *(덜) 안다.(인지의미를 포함한 심리동사)
* 你不比我（*更）知道老师。
(67) 나는 여동생보다 *(덜) 잤다.(지속동사)

195

ㆍ

東亞大學校 孔子學院 大韓中國學會

2017年度 秋季 國際學術大會 (2017.11.25.)

*我不比妹妹（*更）睡了。
(68) *얼음은 눈보다 *(덜) 녹았다.(과정동사)
*冰不比雪（*更）化了。
(69) *나는 동생보다 편지를 *(덜) 받았다.(순간동사)
*我不比弟弟（*更）收到了信。

위의 예문을 종합하여 열등 차등 비교구문에서 ‘덜’이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변성동사, 심리동사와 지속동
사가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다. 대응되는 중국어에서 ’更'이 없어야 되는 경우에 인지의미를 포함하지 않은
심리동사만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다.
둘째, ‘덜’이 있어야 되고 수량표현이 들어가는 경우이다. 대응되는 중국어에서 '更'이 없어야 되고 수량표
현이 들어가야 한다.
(70) 올해 수입은 작년보다 10% *(덜) 내린다.(변성동사)
*今年收入不比去年（*更）下滑10%。
(71) 동생이 나보다 몇 배 *(덜) 기뻐한다.(인지의미를 포함하지 않은 심리동사)
* 妹妹不比我（*更）高兴几倍。
(72) *나는 아빠보다 선생님을 몇 배 *(덜) 안다.(인지의미를 포함한 심리동사)
我不比爸爸（*更）知道老师几倍。
(73) 나는 동생보다 밥을 한 그릇 *(덜) 먹었다.(지속동사)
*我不比妹妹（*更）吃一碗饭。
(74) *큰아버지가 아버지보다 10년 *(덜) 죽었다.(과정동사)
*大伯不比爸爸（*更）去世十年。
(75) 나는 언니보다 꽃을 한 다발 *(덜) 받았다.(순간동사)
*我不比姐姐（*更）收到一束花。

위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의 결론이 내린다. 열등 차등 비교구문에서 ‘덜’이 있어야 되고 수량표현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변성동사, 인지의미 포함하지 않은 심리동사, 지속동사와 순간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대응되는 중국어에서 '更'이 없어야 되고 수량표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서술어 자리에 모든 동사가
올 수 없다.
셋째, ‘덜’이 있어야 되고 부사어가 들어가는 경우이다. 대응되는 중국어에서 '更'이 없어야 되고 보어가 들
어가야 한다.
(76) *올해 입학한 학생들은 작년보다 *(덜) 많이 증가했다.(변성동사)
今年入学的学生不比去年（*更）增加得多。
(77) *나는 다른 학생들보다 수학을 *(덜) 많이 싫어한다.(인지의미 포함하지 않은 심리동사)
*我不比其他学生（*更）讨厌数学得多。
(74) 아버지는 나보다 선생님을 *(덜) 잘 안다.(인지의미 포함한 심리동사)
*爸爸不比我（*更)认识老师得多。
(75) 나는 동생보다 *(덜) 늦게 잤다.(지속동사)
我不比弟弟（*更）睡得晚。
(76) 큰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덜) 빨리 죽었다.(과정동사)
大伯不比爸爸（*更）去世得早。
(77) 영희가 언니보다 *(덜) 많이 물었다.(순간동사)
英姬不比姐姐（*更）问得多。

위의 예문을 통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한국어 열등 차등 비교구문에서 ‘덜’이 있어야 되고 부
사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인지의미를 포함한 심리동사와 행위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다. 대응되는 중
국어에서 '更'이 없어야 되고 보어가 들어가는 경우에 변성동사와 행위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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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서술어가 명사+'이다'일 경우
한국어 술어 자리에는 명사+‘이다’가 올 수 있다. 한국어 차등 비교 구문에서는 이런 형태가 서술어 자리에
잘 오지 않는다. 명사서술어‘이다’앞에 있는 명사가 받는 제약도 많기 때문이다.
정철주(1983)에서는 명사+‘이다’가 가지는 의미특성에 따라서 두 가지를 분류한다. 첫째, 명사성과 수량성을
가지는 명사+‘이다’이다. 둘째, 명사성만 가지는 명사+‘이다’이다.
<표25> 한국어 명사+‘이다’의 분류
명사+‘이다’
명사성과 수량성을 가지는 서술성명사

부자이다, 겁쟁이다...

명사성만 가지는 서술성 명사

학생이다, 선생님이다...

다음에는 정도부사에 따라서 명사+‘이다’가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지를 분석해보자. 우선 우월 차등 비
교구문일 경우이다.
첫째, 정도부사‘더’가 없어도 되는 경우이다.
(78) 철수는 영도보다 (더) 부자이다.(명사성과 수량성을 가지는 명사서술어)
*哲洙比英道（更）是富豪。
(79) *철수는 영도보다 (더) 학생이다. (명사성을 가지는 명사서술어)
* 哲洙比英道（更）是学生。

위의 예문을 통하여 정도부사가 없어도 되는 경우에는 명사성과 수량성을 가지는 명사서술어가 서술어 자
리에 올 수 있다. 대응되는 중국어에서 '更'이 수의적인 성분일 때 이 두 가지 명사서술어가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없다.
둘째, 정도부사‘더’가 있어야 되는 경우이다. 정도부사‘더’가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수량표현이 들어갈 수 있
지만 부사어가 들어갈 수 없다.
(80) ㄱ.철수는 너보다 몇 배 *(더) 부자이다.(수량성과 명사성이 있음)
ㄴ*.철수는 너보다 *(더) 많이 겁쟁이다.
(81) ㄱ.*철수는 너보다 몇 배 *(더) 학생이다.(명사성만 있음)
ㄴ.* 철수는 너보다 *(더) 많이 학생이다.

위의 예문을 종합하여 다음의 결론이 내린다. 한국어 우월 차등 비교구문에서 '더'가 없어도 되는 경우에는
수량성과 명사성을 가지는 명사+'이다'는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더'가 있어야 되고 수량표현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수량성과 명사성을 가지는 명사+'이다'는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다.
그다음에 열등 차등 비교구문일 경우이다. 정도부사'덜'이 열등 차등 비교구문의 표지로서 절대로 생략될
수 없다. 또한, 정도부사'덜'이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수량표현이나 부사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수량표현이나 부사어가 들어가는 상황을 토론하지 않겠다. 또한, 한국어 명사서술어 명사+‘이다’와 대응하는
중국어 명사적 성분은 ‘是’+명사이다. 하지만 명사적 성분‘是’+명사는 중국어 차등 비교 구문의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정도부사와 수량표현이 삽입되는 경우를 논의할 필요가가 없다고 생각한다.
(81) ㄱ. 영희가 나보다 *(덜) 겁쟁이다. (수량성과 명사성을 가지는 명사+'이다')
ㄴ. *영희가 나보다 *(덜) 학생이다. (명사성을 가지는 명사+'이다')

위의 예문을 통하여 한국어 열등 차등 비교구문에서 '덜'이 있어야 되는 경우에 수량성과 명사성을 가지는
명사+'이다'만 서술어에 올 수 있는데 대응되는 중국어에서 '是‘+명사가 서술어에 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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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에서는 한. 중 차등 비교구문을 중심으로 대조연구를 했다. 기존 연구에서 차등 비교구문과 동등 비교
구문을 같이 묶어서 연구한다는 것과 달리 본고에서 연구 범위를 줄여서 한·중 차등 비교구문의 구조 성분을
분석했다. 특히 한·중 구조적 중의성, 비교대상의 성분분석(명사구나 명사절, 후치사구와 전치사구, 수량표현),
정도부사에 따라서 서술어 자리에 오는 형용사와 동사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본고에서 한. 중 차등 비교구문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을 했지만 아직 부족한 데가 많다고 생
각한다. 특히 중국어는 한국어보다 더 많은 제한을 받는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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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학 분과Ⅱ】 발표 ⑧

汉字文化属性简论汉字简化现象
刘志刚*

1)

【목 차】
1. 引言
2. 先行研究
3. 汉字的文化属性
4. 汉字简化史分析
5. 汉字简化的评述
6. 结语

【摘要】汉字是世界上历史最为悠久的文字之一，更是世界上现存的唯一未曾中断使用的文字符号。汉字的简
化是汉字发展的历史规律，也是社会文化选择的必然结果。数千年中，汉字与汉语正是在不断的互动、磨合中历臻
和谐。但汉字不仅是一种交流的工具，更是文化的载体。如果一味地强调汉字的工具性加以简化，而忽视了其文化
内涵，不利于传统文化的传承和发展。本文将从汉字的文化属性角度评析汉字的简化现象，简述汉字的文化属性也
是汉字简化的基本原则之一。
【关键词】汉字；汉字文化属性；简化字；文化传承。

1. 引 言
汉字是世界上历史最为悠久的文字之一，更是世界上现存唯一未曾中断使用的文字符号。汉字与汉文化的关系
是非常密切的，讨论汉字的性质不可不谈汉字的文化属性。文字是文化的产物, 汉字是汉文化的产物, 汉字本身就
是一种文化。汉字的文化属性也是汉字的内在规定性。
同时还应看到，汉字的简化是伴随着历史发展而展开的，汉字简化是有其发展的历史规律的，是有源可溯，有
理可寻的，也是社会文化选择的必然结果。数千年中，汉字与汉语正是在不断的互动、磨合中历臻和谐的。1)1）但
汉字不仅是一种交流的工具，更是文化的载体。汉字简化本身也从属于汉字文化属性，如果一味地强调汉字的工具
性加以简化，而忽视了其文化内涵，不利于传统文化的传承和发展。特别是习近平主席在19大报告中提出“四个自
信”的新时代，其中尤为强调了文化自信。如何能做到文化自信，首先要对民族的文化自觉。对于中国的文化来
说，最先要强调的根基就是承载了数千年精神食粮的汉字。故此，对汉字文化属性的自觉才能构建文化的真正自
信。
故此，本文通过从汉字的文化属性角度评析汉字的简化现象。首先通过一些具体典型的文字材料的考察来探索
汉字的文化属性和内涵，这样来展示了汉字的这一文化属性和功能。然后通过分析汉字简化的历史和现状层面强调
其简化的历史背景，在此基础上，梳理出一条以汉字文化属性为原则的汉字简化的内在规定性。并试着通过汉字的
历史演变和今天所用的简化字的现实角度从宏观上说明汉字的演化及简化过程本身也是具有时代特征的文化现象，
但汉字简化并不是越简越好，并特别是提倡“文化自信”的今天，要通过对汉字的文化自觉唤起文化认同走向文化
* 釜庆大学 中国学学部 博士课程
1）李如龙,『汉语和汉字的磨合、互动与和谐发展』,福建省语言学会会议论文集,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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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信。从而提出汉字的文化属性是汉字简化和规范化过程的原则性主张。

2. 先行研究
关于汉字文化属性和汉字的简化问题的讨论，学界自上世纪80年代后期开始就有了广泛的讨论，但大多集中在
汉字与文化的关系方面，以及汉字简化的历史阶段性的评述上，而针对明确论述汉字的文化属性及其为汉字简化的
内在规定性原则的文章比较鲜见。
首先，对汉字的文化属性以及从对汉字文化属性与汉字简化关系角度：刘志基的《汉字文化学简论》（1994）
以及《汉字中国文化的元素》（2007）等著作中指出汉字除了语言交际功能以外还有文化功能；饶宗颐先生的《符
号·初文与字母——汉字树》（2000）中谈到“汉字的性质主要体现在汉字与汉语、汉文化的关系上”的论述；李
人凡的《汉字文化研究论纲》（2014）剖析了汉字文化的属性、构成，以及汉字文化研究的意义；汪潮《试论汉字
音义形的文化属性》（2017）更详细的从汉字的字形，字音，字义三个方面详细的论述了汉字的文化属性。申小
龙，孟华的《汉字文化研究的新视角：再汉字化》（2014）一文指出：汉字在中国文化的深层结构中，是有独立意
涵和灵魂的语言符号。并提出了汉字经历“去汉字化”到“再汉汉字”的论点。黄俊的《语文教学中要注意挖掘汉
字的文化内涵》（2016）从对简化字在外汉语教学中应更多发掘汉字的文化性内涵。
其次，从汉字简化的史实背景、简化阶段以及关于汉字简化和简化字的评介来看：远征、余韦在《汉字简化运
动的兴起和发展》（1992）概述汉字简化运动的开端和历史情况，以及汉字简化运动的实践成果和简化趋势等。李
宇明的《简化字的史源与时运》（2008）阐述了民国时期和新中国成立后的汉字简化运动。从文章中可知或可推断
出，汉字简化是伴随着历史的发展和书写方式的变化而展开的，这种简化“古已有之，于今为烈罢了”。邓雪琴的
《关于汉字简化规范化的历史回顾与思考》（1994）对从古到今的汉字简化历史进行了解读，并据此将汉字发展的
必然趋势归纳为简化和规范化。王兴佳的《汉字简化浅谈》（1994）中指出汉字从汉唐至宋元直至明清汉字皆是遵
循趋易避难的原则而演化的，简化应该以稳定为目标，并提出识繁写简的倡议；陈建伟的《建国后的两次汉字简
化》（2009）对新中国成立后两次没字简化实践的背景、推行情况、社会效果和经验教训等进行了探讨。
通过对以上研究的整理，本文试着在确立汉字文化属性的基础上，分析汉字简化的历史和现状，从而梳理出一
个以汉字文化属性为原则的汉字简化的内在规定性。

3. 汉字的文化属性
1) 汉字文化属性的概念
在关于汉字文化属性的讨论之前，先要简单介绍一下汉字的性质问题。汉字的性质是指汉字区别于其它文字的
内在规定性，这种规定性是多方面的。就汉字的性质的研究来看似乎条件还不够成熟，但大体可以界定为表意属
性、文化属性和方块属性，三者之间相互制约, 联系紧密。
那什么是汉字的文化属性？属性一词是指事物所具有的性质、特点，是此事物区别于它事物的内在规定性。由
于事物属性的相同或相异，客观世界中就形成了许多不同的事物类。具有相同属性的事物就形成一类，具有不同属
性的事物就分别地形成不同的类。在从某种程度上来说，一种文字是受民族文化制约的，是一个民族传统文化的组
成部分，它不仅是文化的载体，更是民族文化的凝聚体，其所蕴藏的文化基因足以将该种文字与其它一切文字区别
开来，并规定着这种文字。故此，汉字的文化属性可以概括为：它是指汉字本体上就是一种文化现象，汉字蕴含有
丰富的汉民族文化，它是汉字性质的构成要素之一，也是汉字发展变化的内在规定性原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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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汉字本身就是文化现象
世界上最早的文字都是象形的，然后是表意的，最后才走上字母标音的道路。当今世界的文字大多是用字母拼
语音，只有汉字是表形、表意和表音的三位一体的文字。汉字不是用字母拼写汉语，而是用笔画抑或用部件组成的
“方块字”。汉字的文化属性伴随着其初创到发展的整个过程，汉字本身就是一种文化现象。具体表现在构成汉字
的字形、字义、字音三者的文化属性之中。
首先，汉字成为一种文化首先是因为汉字字形本身既是古代文化外化，又是古代文化的载体，有着丰富的文化
内涵。许慎在编撰《说文》时，从9353个字形中分析构形，按“义类”归纳出540部，各部选一个字形来统领各自大
义类的字，称为“部首”，如与“水”相关的归属“氵”，跟狩猎有关的归属“犭”，与动作有关的归属“扌”
等，条理清晰，纲举目张。据研究者统计大致可分为六大类：人体类字97部、动物类字61部、植物类字31部、自然
界类字37部、器用类字180部、数目类字34部。2)2）这些部字“近取诸身，远取诸物”，正是对社会生活的全面观
察、概况与反映。从这个角度我们可以窥见一斑——它不只是用来记录语言的工具，同时也承载着丰富的中国古代
文化信息。
其次，汉字字义文化属性方面，汉字独特的价值还表现在它的表意性，即能够通过字形来显示它的意义。每个
汉字依据其独特的形体结构，“据义构形，依形释义”，即汉字是根据汉语的语义来构造字形，通过字形来记录汉
语的语义。同时汉字除了记录语义和音义以外，还保存着造字之时的丰富文化信息，体现了汉民族的文化心理，结
构规则甚至带有文化编码性质。“据义构形，依形释义”正说明了造字之初先民以其所处的时代环境和技术特点，
以已具有的认知能力和审美能力来规定汉字的结构和形式，即：“仰则观象于天，俯则观法于地，视鸟兽之文与地
之宜，近取诸身，远取诸物。”3)3）正是，汉字的初创阶段就具有了其独特的文化属性，即，“义”所承载的文化
和造字过程中的文化认知和文化抽象，这个过程本身也是其文化属性的表现。
如《说文解字》中：“仓颉之初作书，盖依类象形，故谓之文，其后形声相益，即谓之字”。又有“独体曰
文，合体曰字”之说，大意是：“文”是按事物形貌勾画线条而成的；“字”是由两个以上的文组合再生出来的。
“文”即六书中不可拆分的独体“象形、指事”之文，“字”即六书中含两个以上构字部件（文）的“会意、形
声”类合体字。文，wén，“文，错画也，象交文”。文甲三九四零，人胸脯上刺花文（图腾），文身。4)4）但胸
脯所画的符号正是“纹”，纹饰的意思，后来以“文”代表独体字叫做“文”。则汉字为了适应语言的需要则另造
了形声字“纹”来表示花纹，纹理，“纟”成为形旁，而原来的“文”则成为声符，并依然保留了其作为意象的特
征。
再次，从文字作为记录汉语的符号层面来看，汉语中的语素大都是单音节的；汉语中单音节语素占绝大多数的
倾向，使得汉字的认知心理倾向于每个音节、每个字都有意义。此外，汉字字符中的音符与真正的表音文字所使用
的音符在功能上也是很不相同的，很大一部分汉字的音符同时还保留了表意的特征。汉字的字音不仅传达着字义，
而且以其优美的音调及音象（以音表象），传递着汉字深层的意象和文化。并以其独特的声、韵、调在表达字义的
基础上，从更深层次上影响了中国文学和文化的发展。
汉字与汉文化有着密切的联系，汉字字形、字义和字音分析上都表现出其独特的文化属性。随着语言和社会的
发展，人们认识的变化，汉字也从最初的图画向符号不断演化。正如前面所提及的“水”—“氵”、“手”—
“扌”等等，而这些的显著特点就是其适应语言和社会需要的过程中，依然保持了其象形和表意甚至是表音的特
征，并且一直被沿用至今，承载了丰富的文化信息。正如学者们所说“汉字的信息量很大，它本身就是一种集成电
路”，“方块字作为一种信息载体，是中国文化的微缩系统”。5)5）总之，汉字不是一种普通的工具，它受民族传
统的制约，是一个民族的文化的组成部分。它不单是文化的载体，而且是文化的凝聚体。因为把文字放在文化整体
的联系中来考察，它就不单单是一种语言工具，它本身就是一种文化现象；它不是文明的外在的推动者，而是文明
2）万献初,『章太炎的<说文>讲授笔记及其文化阐释』,中国典籍与文化, 1994.36.
3）东汉·许慎，『说文解字』, 北京中华书局影印张氏泽存堂本, 1986.
4）杨立国,『汉字简化—既要摆脱繁难,又要传承文化』,福建教育学院学报,2005.4.
5）同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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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最重要标志之一，汉字本身具有特定的文化属性。

3) 汉字是社会文化各个方面的表现
汉字从被创造之始，就承担着中国先民和各个历史时期记录语言和文化的使命，并且汉字的创造及其简化过程
本身就是特定历史时期的文化现象。汉字之所以和思想文化发生牵涉，之所以在数千年的历史长河中不断演化，都
是和其发展过程和独特的认知过程分不开的。先民造字的过程不可避免地“据物取象”，即凭借先民对语言中的词
义的理解去选取外界的物象，来“具象显意”，即创造出汉字来显示所要表达的词义，这时所具之象即是汉字的形
体结构。今天我们依然可以“依象寻理”借助汉字进入先民动态的文化哲学意识圈，去寻绎先民文化意识和文化结
构。6)6）生动的展示了先民的生活方式、风俗习惯、思维特点、价值观念、道德标准、审美情趣等各个方面的文化
因素。限于篇幅，简介如下：
（一）生活方式及饮食劳作
中国古代经历了渔猎、 畜牧、 农业发展的不同时期，在这些不同社会发展阶段中，汉语里出现了不同的有关
生产方面的词语。如“家”字。“家”在甲骨文中作“ ” 像屋里养着一头大腹便便的猪。猪是温顺、繁殖力旺盛
的动物。对先人来说一方面，圈养的驯化的猪能提供食物和安全感；另一方面，强调了旺盛的繁育能力，因此蓄养
生猪便成了定居生活的标志。渔猎时期的鱼，鹿，兔，等等；畜牧时期则有牛，马，羊，鸡，犬，豕等等。商代的
谷类只有五种:黍、 稷、 禾、 稻、 麦。到了周代，已增加到 15 种，反映这个时期的汉语词汇也随之大为增加，
它们是:黍、 稷、 禾、麦、稻、粱、靡、果、菽、麻等。
社会分工是自然选择的结果，同样也是社会文化的反应。我们看到汉字中的“男”、“女”，和“夫”、
“妇”中所体现出的社会分工和社会地位的差异。“男”甲骨文做“ ”

“ ”（田，田野，庄稼地）“ ”

（力，体力），表示种地的劳力。与之相对应比较明显的是“妇”，甲骨文作“ ”，（《殷墟文乙编》八七一
三），表示“ ”（女），持“ ”（帚，扫箒）在家扫地、做家务。”“女”甲骨文作“女”，像一个屈膝跪坐的
人；“夫”甲骨文作“ ”，是一个头插簪的成年男子，威风凛凛的站着。 从中不难看出男女的社会分工和家庭地
位的差异，集中表现出婚姻家庭关系中男尊女卑的地位差异。
（二）中国人的婚俗
婚姻嫁娶是人类最重要的社会活动之一，事关人类自身的延续自先民时代就受到高度的重视。中国人的姓，最
早反应在古文字中“ ”（《殷墟书契前编》六.二八.三），

（生，本字象草木出土上，引申为生育） （女，

母），表示生母，是一种血统的标记。华夏先民古姓多为女字旁：皇帝姬姓，神农姜姓，少昊嬴姓……。在先民的
观念中，孩子的血统维系与母亲身上，正是母系时代的表现。
从婚俗上，可以非常好的反映出中国人的文化观念与文化制度的层次。《说文》:“婚，妇家也。《礼》:娶妇
以昏时，妇人阴也，故曰婚。”许慎所释一周礼规定“娶妇以婚时”；二“妇人阴也”。何谓“昏时”？甲骨文昏
作“ ”（《殷契粹编》七一五）表示：太阳落下地平线。从中也可以反应出先民“抢婚”在“昏”时的习俗遗
留。
(三) 精神生活中的节日和祭祀
在传统节日里，体现出来的大部分是与农业生产(包括畜牧业生产)和祭祀有关的文化。先民生活的时期物质资
料匮乏，最大的问题就是解决生活问题，而正是农业生产与人的生存有着最为密切的联系。
年，甲骨文“ ”（禾，代谷物）“ ”（人，是“千”的省形，迁移），表示农人载谷而归。金文“ ”承续
甲骨文字形。有的金文“ ”将“ ”写成形旁兼声旁的“千”“ ”（迁移），表示搬运收割好的庄稼。造字本
义：将收成的谷物搬运回家。其中《说文》中“年”字的是:“年，谷熟也。从禾千声。《春秋传》曰:‘大有
年。’，《段注》:“《尔雅》曰:‘夏曰岁，商曰祀，周曰年，唐虞曰载。’年者，取禾一孰也。《谷梁传》:‘五
谷皆孰为有年，五谷皆大孰为大有年。’”

7)7）通过这些我们可以发现，过年与农业丰收有着极大的关系。

6）李玲璞， 臧克和， 刘志基，『古汉字与中国文化源』，贵州人民出版社，1997.9.
7）白 萨，『汉字中的文化因素研究』，黑龙江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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庄稼收获了，说明是神灵的赐予，祖先的保佑以及大自然得力量，这些会首先进入人的脑海里，因此，先民们
则会祭祀神灵与先祖。而祭祀的方式也表现除了不同形式，通过汉字的变化我们可以看出：一为置肉以祭，可由
“祭”字见之。甲骨文“祭”写作“ ”，（滴血的肉块“夕”） 加 （又，抓），表示手持鲜肉。（《殷墟书契
前编》）“ ”加“ ”；金文（义楚耑）“ ”将甲骨文的“肉”写成 ，并调整结构。篆文“ ”承续金文字形。
从“祭”字可知人类最初的生产方式是狩猎和采集，肉必然是人们所能奉献的最佳祭品。故此种祭祀方式应产生于
渔猎时代；“祭”字取象于置肉于“示”，成为祭祀的基本方法。
发展到后来还有“置酒以祭”，此时期随着生产的发展和粮食的剩余产生了酒，起先酒并不是我们今天的饮
品，因其香味独特被选为祭祀的专用品。甲骨文“奠”字写作“奠”（《殷墟文字乙编》六五八三），象置酒（甲
骨文“酉”、“酒”同构）于一（指示置酒处）；金文写作“ ”象置酒于几；小篆写作“奠”，象置“酋”于几。
《说文》：“奠，置祭也。从酋，酋，酒也，下其几也。”由此可知“酋”亦为“酒”，是就在容器中溢出的样
子。
从这些汉字我们可以看出先民的生活状态，同时真切生动了反映了丰收后的喜悦和对祖先虔诚的祭祀文化。
（四）道德政治及哲学审美
先民对于抽象的政治、道德等的表述，是我们了解其时代深层次思维的领域，是更高级的哲学和审美的范畴。
甲骨文“

”（《殷墟文字甲编》二三零四）是“

”（行，四通大道）加“ ”（直，不曲折，不犹豫），表示

大道直行。《集传》“景行，大道也”。《説文》：“德，升也。从彳， 聲。”“升”引申为“境界因善行而升
华”。仁甲骨文作“ ”，“ ”（人，包括君与民），“ ”，（等同，表示等值，参见“均”、“齐”等），表
示对君与民“等而视之”。 人不能独立于社会，独则无朋，偶则相亲。君臣、父子、夫妇、兄弟、朋友，社会成员
要依从这种“二人”关系，人与人之间要相互亲爱。“仁”字就是用“二人”相亲来调整人与人之间的关系。孔子
把“仁”上升为人的最高的道德原则、道德标准和道德境界。对后世产生很大的影响，成为了中华文化一种含义极
广的道德范畴。
汉代时期人们就已发现，文字符号中“美”、“善”、都有着“同意”的关系。甲骨文中“美”写作“甲骨文
“ ”（《殷墟甲骨乙编》五三二七），是“ ”（羊，祥）加“ ”（大，人），表示人的神情安祥。一说以此
象征“羊”的肥美；一说头戴羊形或羊头装饰的大人，最初是“羊人为美”，后来演变为“羊大为美”。引申为修
养深厚的大人所表现的安祥、和平。在造字时代的古人眼里，安祥、宁静的人最“美”。这表现出先民图腾文化的
特色，也体现出他们的审美情趣。
限于篇幅不能过多展看，但在所举的事例中不难看出汉字所反映的社会生活的各个方面，无论是生活方式，风
俗习惯，还是道德准则、社会制度、审美情趣等各个方面无不在汉字中充分表现。汉字在中国文化的深层结构中，
是有独立意涵和灵魂的语言符号。文字现象本质上是一种文化现象。汉字实质上是一种意识形态的建构，是中华文
化的深层结构。中华文化是一个“字思维——汉字思维——汉文思维”的演化过程。

4. 汉字简化史分析
汉字本身蕴含了丰富的文化内涵，但并不意味着汉字的形体是一成不变的。汉字的发展史也是中国文化发展史
的具体表现之一，也是汉字文化属性的集中表现，汉字的发展过程正是在与汉语和当时所处的社会文化的冲突中走
向和谐的。汉字在古文字阶段正是伴随着不断的简化和繁化的矛盾中不断发展的，汉字作为语言的工具性属性来
看，其发展趋势总体来说是由繁趋简，由难趋易。
从殷商的甲骨文，到秦始皇统一中国后推行的小篆，再到汉代的隶书，魏晋以后的楷书，汉字大致经历了“甲
骨文、大篆、小篆、隶书、行书、草书、楷书等发展阶段。纵观汉字的发展历史，可以看到两个大阶段：第一阶段
是殷商甲骨文、两周金文至小篆的“古文字”阶段；第二阶段是由小篆隶变到楷化的后期文字及现代文字阶段，统
称为“今汉字”。“古汉字”带有明显的图形性，而“今汉字”经过人为规范、简化，己经不具有明显的图形化特
征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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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古文字阶段的简化及特点
（一）殷商时期古文字简化现象
古文字的材料主要是甲骨文，其次是金文。此时尽管文字已经有了相当的发展，但它距离原始图画还不是太
远，可以说此时的简化相对于原始图画表现得最为凸出。另外，甲骨文相对于此时的金文以及在甲骨文自身的发展
过程中，简化现象也相当普遍。甲骨文相对于原始图画的简化，主要表现在：省略、轮廓化、尽可能地减少线条或
笔道。多数动物形体的足数或人体的手形、趾形不像绘画那样全部描绘出来，而是减少一部分，如手形作“

”,

仅有三指,脚形作“ ”，仅有三趾等；另外，像“牛、羊”等字，也不画出全部，而只剩下代表它们特征的头部，
如“羊”写作“羊”，“
“

”写作“牛”；

8)8再如“车”字由原来的图画形式“

”变为“车”。“齿”由

”变为“齿”等等。不过，此时图形的简化，虽致使字画分流，但还未能破坏象形象意的原则，大体还保留着

形似的特点。
(二)西周春秋战国时期古文字中的简化现象
这一时期的文字资料主要是金文。汉字的象形性逐渐减弱，符号性逐渐增强，构形粗细随意的笔道逐渐演变为
粗细如一的线条，并且修饰性部件逐渐减少，简化现象非常明显。如“天”字,西周早期的盂鼎写作“
时写作“

”。平直化的现象普遍，如“马”字,西周早期的盂鼎写作“

”，春秋

”,春秋石鼓车工则简化成了“

”。

战国时期，社会动荡，战乱频繁，这无疑会对汉字形体的变化产生巨大影响。旧的奴隶主阶级被新兴的地主阶
级所代替，文字的应用不再被上层所把持，使用文字的人越来越多，应用的范围也越来越广，这当然会对文字的简
化产生新的推动力。另外，此时的文字载体的变化，主要有玺印文字、陶文、简帛文字等，用各自不同的质地和书
写方式，无疑也会对汉字简化的进行产生影响。此时人们的文字心理已渐趋成熟，已不再斤斤计较于文字是否严格
象形象意，在汉字彼此能够区别的前提下，人们只求简便易写。
(三)秦朝时期古文字中的简化现象
秦朝时期，秦始皇统一文字，统一度量。这也是中国历史的大变革时期，新的王朝的建立，不仅在政治上要统
一，在文化上也要统一。其功绩显著的是宰相李斯，对当时的文字进行收集整理然后进行删繁就简美化加工后，这
种统一后的文字被称为——“小篆”，亦称为“秦篆”。秦朝时期的“小篆”书写过于规范，书写起来速度很慢，
于是民间就出现了许多的简便字体。这种字体的特点是变“小篆”的圆为方。改“小篆”的曲为直，并分出了一些
偏旁部首，被称之为——“秦隶”。这个时候的文字几乎已经完全没有象形文字的痕迹了。

2)“今文字”的简化及特点
（一）汉朝时期的汉隶
到了汉朝，隶书十分盛行，“秦隶”并没有完全摆脱“小篆”的结构特点，基本上是方形，而“汉隶”就完全
发挥了毛笔的特点，出现了“蚕头雁尾”的波折之笔，书写起来轻松自如。如“马”小篆作“马”，而隶书作
“ ”。西汉时期流行的这种隶书，称之为——“汉隶”。
（二）魏晋时期的楷书
汉朝流行“汉隶”的同时，“楷书”正在萌芽阶段。到魏晋南北朝的时期已经很盛行，晋代的王羲之，王献之
父子是楷书的真正创始人，同时吸取了篆书圆转笔画，也保留了隶书的方正平直，去掉了“蚕头燕尾”。使汉字的
结构大体的固定了下来。当时被称之为——“真书”，后人因为以这种字体作为学习书法的楷模，即改称之为——
“楷书”。
由于楷书的工整，为了书写快捷的需要，和书者为了抒发自己的胸臆，寄情于笔端的创造，产生了一种流动顺
畅，一气呵成，极具有韵律和艺术感染力的字体——“草书”。

8）韩卫斌，『汉字古文字阶段中的简化现象』，平顶山学院学报，2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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介于楷书和草书之间的就是“行书”，行书没有楷书那样规范严肃，也没有草书那样难以识别，而是优雅欢畅
的运笔，字体书写灵活贯通。也是最受大众喜欢最常用的一种字体。草书和行书的书写快捷也成为俗体字渐多，汉
字不断简化的一个途径。
（三）宋明时期的宋体
到了宋朝，雕版印刷和活字印刷术被发明，“宋体字”也应此产生。最早产生于北宋，是有楷书变化而来。有
肥和瘦体之分，可无论肥瘦，都是横细竖粗，方方正正。显得古朴端庄，是人们最喜欢使用的一种规范字体。汉字
发展到楷书阶段字体演变虽然己经基本结束，但是构形的变化却没有停止。
（五）清末的汉字简化运动
清末首倡简体字的当推教育家陆费遗，1909年陆费遗在《教育杂志》创刊号上发表《普通教育当采用俗体字》
一文，阐述了普通教育采用俗字的好处和理由，这里的俗字即指的简体字。
（六）民国时期的汉字简化运动
首次提倡简化汉字并采取切实行动的是钱玄同，1992年，钱玄同发表了《简省现行汉字笔画案》，分析通行于
民众中的俗字，总结了八种构成方法，与现代汉字简化方法基本相同。1932年，国语统一筹备委员会编写了《国语
常用字汇》。字汇在前面的说明中指出:“宋元以来有一种通俗的简体字，旧称破体或小写，其笔画较普通之体锐
减，赴速急就，颇切实用，现在把它推行，使书写处于约易。”

9)9

（七）新中国成立后的汉字简化
1949年10月10日，中国文字改革协会正式成立，标志着汉字整理和简化工作的正式开始。大规模的推行简化
字，这是对汉字构形系统的一次大的调整。1955年10月15日至23日，中国文字改革委员会和教育部联合召开的全国
文字改革会议，一致同意了“约定俗成，稳步前进”的汉字简化八字方针。选用在群众中已经通行的简化字，采用
逐步分批推行的方式。1964年5月，中国文字改革委员会根据这个批示编辑出版了《简化字总表》。《简化字总表》
分为三个表。第一表是352个不作偏旁用的简化字；第二表是132个可作偏旁用的简化字和14个简化偏旁；第三表是
经过偏旁类推而成的1754个简化字；共2238字（因“签”、“须”两字重见，实际为2236字。
1975年5月至1977年5月，文改会拟定出《第二次汉字简化方案(草案)》修订稿，收简化字853个，第一表248
个，第二表605个，其中，第一表的字，于1977年10月起，在图书报刊上先行试用中征求意见。但在征求意见中受到
大部分人的反对，到1978年7，8月份，全国各报刊也先后停止了试用。

3) 海外使用汉字国家的汉字简化
日本使用汉字有1900多年的历史，民间也长期流行一些简化字。1946年11月16日，日本内阁训令第二号，内阁
告示第三十二号公布为数1850个的《当用汉字表》，其中有131个简化字。10)这131个简化字中，与中国相同的有53
个，字形稍异的有9个。
韩国1983年4月26日韩国《朝鲜日报》公布第一批简化字90个，在《朝鲜日报》上使用。其中与中国相同的有29
个，字形稍异的有4个。
新加坡共和国教育部1969年公布第一批简体字502个，供华人社会之用。其中大多与中国公布的简化字相同，不
同的只有67字。1976年5月，新加坡共和国教育部又对《简化字总表》进行修订，颁布《简体字总表》的修订本，删
除10个中国没有简化的字和67个异体简化字，做到与中国的《简化字总表》完全一致。
马来西亚于1972年成立“马来西亚简化汉字委员会”，研究拟订马来西亚华人社会使用的简化汉字。1981年2月
28日出版《简化汉字总表》，收简化字2238个，也与中国的《简化字总表》一致。
泰国教育部本来规定兼教华文的学校一律不准用中国公布的简化字教学，后来联合国接受中国的简化字，国际
上也都承认，于是宣布取消原来的限制，允许一部分兼教华文的学校教学。1983年12月18日又同意所有华文学校都
可教学。泰国教育部还通知各有关部门发行简体字与繁体字对照的手册，并在兼教华文的小学课本上附加简体与繁

9）谢文艳，『建国以来的汉字简化研究』，河北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2006.5.
10）谢世涯，『新中日简体字研究』，语文出版社，198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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体字对照表。
纵观汉字的简化历史可以得出这样的结论，汉字本身的发展史的确是一部逐渐“淡化”自己理据的历史。汉字
从甲骨文、金文到篆书到隶楷再到今天的简化字，每一次的嬗变都是汉字理据逐渐减少的过程。但汉字隶变以后,
特别是发展到楷书以后,汉字字体已基本上固定下来了,因此,汉字简化主要的表现是简体字的出现。下文对汉字简化
的评论也多集中在简化字的角度。

5. 汉字简化的评述
汉字简化想象是伴随着历史的发展和社会选择的必然结果，虽然其中伴随着各种社会甚至是各种思潮和政治的
因素，但汉字的简化是一种社会发展规律的表现。在助推文化自信的今天，我们无法阻挡汉字简化的这一必然趋
势，那又如何保留汉字所隐藏的古文化精髓，如何调试二者之间的矛盾，如何弥补因汉字简化所流失的文化内蕴，
这成为新的文化生态建设的当务之急。本文通过辩证的看待汉字简化的历史过程，简化字理据性的分析，及在简化
字基础上的汉字文化传承角度加以讨论，希望通过对汉字文化属性这一纽带的把握，了解汉字具有广阔的文化拓展
功能。
首先，汉字的演变是其本体性特点和社会发展的必然选择。由于汉字起源于“近取诸身，远取诸物”的图形性
描述，本身存在着笔画繁多、结构复杂、难认、难写的特点，它需要“去繁就简”来克服自身的缺点，同时随着社
会选择及技术、书写工具的变化，也要求需要汉字“去繁就简”。汉字在经历了最初的形体自然演变之后，又经历
工具性和目的性的整理和改革。以“减少笔画，精简字数”为主的改良汉字的简体字运动，即，今天我们使用的简
化字。简化字的理据上是采用简化偏旁、同音代替、草书楷化等方法，使汉字结构进一步简化。简化字在使用和功
利性上有不少可以推荐之处，如：1）它把2235个汉字从平均16.03个笔画减省到10.3个笔画，便于学习；2）消除了
一批异体字；3）构造更为合理，比如“償”容易读成“shǎng”，变成简体字“偿”后就不会误读了；4）在扫盲试
验中，简化字扫盲的效率比繁体字扫盲的效率高出20％等等。11)11）但随着汉字简化的过程对汉字本身的理据性和
其所承载的丰富文化蕴含也客观的随之减损。
其次，汉字简化的历史背景因素来看。从汉字的简化的历史背景来看。汉字难是一个主观感受的政治提升过
程，特别是在“五四”新文化运动之后，汉字则成为了旧文化和新文化的代称符号，主张新文化而要对汉字进行彻
底的革命，这无疑和当时的历史背景有密切的关系，但这个思维却成为社会、政治甚至是意识形态领域改革的惯性
化保留，一直到民国时期和新中国成立初期，汉字的简化脱离了社会的自发而上升为意识形态的教化，此时的汉字
简化难免会出现过激的革命式的改革，从而给汉字的简化也来了一个“大跃进”式的变革。诚然，简化后的汉字有
其可取之处，在一定时期甚至是当下也有这积极的意义。但鉴于汉字的文化属性特点，简化字必然会对汉字所承载
的固有文化特质造成“断代式”的不良影响。值得庆幸的是在今天比较宽松的学术环境下，对汉字的文化自觉开始
为人们唤起，对汉字的文化内涵和文化认知不断达成共识和认同，并对汉字的简化及文化的传承有了更深入的发
掘。
通过学界多年的探讨和发掘，汉字文化属性逐渐为认同，但针对汉字文化属性的具体研究和其内在规定性的概
念内涵和外延并未成熟。故此关于汉字文化属性的原则性问题更是少之又少，今后的语文教学及对外汉语教学的过
程中如何发掘汉字的文化属性特质，并将其应用到教学的实践中去，这将成为汉字研究的一个新的更加细化的方
向。并通过这个实践的过程不断拓展汉字的文化功能，但笔者认为其前提是要把握汉字文化属性这一内在原则，不
能抛弃这一原则只谈汉字的符号功能。
再次，从汉字的简化后的理据分析来看。其理据性依然可寻，并非杂乱无章，这也正得意与汉字的文化属性的
这一特点。汉字是由表意、表形、表音的部件所构成，每个部件都承载了数千年的丰富文化内涵，这就规定了简化
字的部件依然是有理据可依的。通过对简化汉字理据性的分析来看：从古汉字到现代汉字，汉字的理据性虽有所减
损，但整体并没有改变它的基本性质，大多数字形仍具有理据。古汉字是表意文字系统，每个汉字的构形都是以来
11）陈建伟，『建国后的两次汉字简化』，北京档案，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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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词义的字意为依据的，是有字理可循的；现代汉字经过隶变、楷化阶段，并没有改变它的基本性质，大多数字形
仍具有理据。简化字依然保留了汉字的部件构形特点，故此也是有理据可寻的。尽管少部分字形构字理据有所变
化，太明显了，但依然可以在汉字之间的关系之中，通过历史的溯源分析出来。从个体看汉字构形，有意义作为依
据，从总体看，有系统中的前后左右关系加以制约，它是有客观规律的。12)12）根据张智慧，宋春淑对《汉语水平
词汇与汉字等级大纲》2905个汉字的分析结果来看，总理据度为77.13%，13)13）即，四分之三强的简化字可以从理
据入手，通过形义联系或形音联系使形、音、义三者形成一个有机的整体。这也就为汉语教学中文化导入式的汉字
教学提供了便利。汉字作为工具性的符号不断简化，不断适应着其所植根的文化，不断适应国际交流的需要，在也
在一定程度上扩展了汉字的功能和影响范围；另一方面，从汉字的文化属性来看，汉字不断为其使用者所改造，以
适应他们的需要的同时，使用者们也必须深入的了解汉字自身的文化特性，在“约定俗成，稳步前进”的基础上，
做到在简化的过程将汉字的文化属性作为参考的原则。
最后，现代简化在的理据性大体在77%左右，只有不到30%的汉字理据性减损或失去理据性。通过上面的分析我
们也知道，汉字的理据性还可以从其所在的关系得到再现，也就是说，没有理据性的简化字可能会更少，故此汉语
教学的一个任务则是可以整理出这不足30%的汉字，从繁体字理据性中表意文化，从简化字中说明简化的理据和意
义，“写简识繁”，从而兼顾文化性和符号性的功能。汉字难写、难识是期客观存在的特征之一，但这个问题更多
是特定时期的“语境”，当下中国台湾，香港不还是继续沿用繁体字吗？当今的教育资源和教育条件下这个工作应
该不难实现。这其中，或许我们不能回避是特定时期的意识形态分歧。所以当下，要做到文化的复兴，文化更应首
当其冲，不能一味的强调汉字难写、难识，在汉字教学过程中“写简识繁”，这个工作并不复杂，但对汉语教学和
文化传承及文化推广来说意义重大，这也是汉字文化属性的新时代的意涵。
综合观之，汉字的文化属性贯穿于汉字的初创和发展的始终，文化属性应该作为汉字变迁抑或简化的原则性标
准。汉字的理据既是沟通文化历史与现代文明的结合点，又是保持其原有构形系统的纽带。不重视对汉字文化属性
的把握而有意无意地去破坏它是违背汉字的科学规律性的；但同时不能立足现实，而一味夸大它，又是违背文字的
社会约定性，其结果也正是对汉字文化属性的违背。所以，“自觉地遵照汉字的科学规律性，同时因势利导地调整
汉字的社会约定性，立足现代，尊重历史，许多问题将会得到合理的解决”。14)14）当下有必要清晰地看到简化是
一种趋势，伴随着社会文化的变迁和语言沟通手段的变化，可以想象的将来，汉字以其功能扩展的广阔性来看，汉
字还会出现多元化的发展。但同时但其核心所在即文化属性作为原则的规定性应加以保留甚至是强化，这与文化生
态变迁密不可分，也与中国文化自信和文化走出去的战略向洽。

6. 结语
本文通过大篇幅的对文化属性和汉字简化过程中文化因素的影响的分析，期望说明汉字在简化的过程中，汉字
的文化属性不能忽视和逾越。要把汉字的现在跟汉字的过去、将来联系起来考虑，不能割断汉字的文化传承性特
点，放开眼光，从大处着眼，这样才能确立全面的“简化字”。既去繁难，实现汉字作为工具性的最大优化和规范
化，又能传承文化，在识记汉字的过程中品读民族传统，汲取先民智慧。更应该放眼世界，为汉字新的发展注入更
丰富的文化内涵。
习近平主席在19大报告中提出“四个自信”，其中就有文化自信，如何能做到文化自信，首先要对民族的文化
自觉。对于中国的文化来说，最先要强调的根基就是承载了数千年精神食粮的汉字。故此，对汉字文化属性的自觉
才能构建文化的真正自信。这相对于“五四”新文化时期的西方语言中心主义的立场，否定汉字废除汉字、提倡文
字拉丁化和白话文，进而对中国传统文化进行颠覆的不自信形成鲜明的对比。针对上个世纪八十年代的“去汉字
化”，在当时成为中国学术和文化界的主流意识形态，这种似乎狂热的思潮所造成的传统断层越来越受到关注和批

12）王 宁，『汉字构形理论和现代汉字部件拆分』，语文建设，1997.03.
13）张智慧，宋春淑，『现代汉字构形模式与理据度分析』，唐山师范学院学报，2014.05.
14）王 宁，『汉字构形理论和现代汉字部件拆分』，语文建设，19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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评。在提倡文化自信的今天，也不能回避当时的这种思潮，更应从中吸取历史的教训。汉字文化属性的自觉过程是
汉字转向的核心问题是汉字与汉语、汉字与汉文化的关系以及汉字在这种关系中的内在规定性，历史传承性和本位
性要求。因此汉字其文化的独特属性，发挥汉字的广阔的文化拓展的功能，在文化推广的大潮下积极开发汉字的文
化内涵，助力语言教学和语言推广，打好基础，开拓更广阔的空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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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현대문학 분과】 발표 ①

1930년 대 초 상하이의 도시 성격

― 마오둔(茅盾)의 상하이 글쓰기를 중심으로
이재희*1)

1. 머리말
이 글은 마오둔(茅盾)의 상하이 글쓰기1)를 통해 식민과 근대의 관계 속에서 1930년 대 초, 중국 상하이의
도시 성격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의의 주요한 논점 중 하나는 20세기 초중반에 개화한 상하이 도
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하이 도시문화연구를 논의하는 데 있어 그 스펙트럼이 모더
니티나 식민주의뿐만 아니라 코즈모폴리터니즘, 반(半)식민주의의 질문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2)은 중국의 모
든 사회문제가 상하이 도시에 에 집중되고 있으며, 또한 도시 자체가 매우 복잡다단하고 문제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하이파이(海派) 문학의 범주에서 수많은 작가들이 상하이 글쓰기를 시도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 중 우리가 다시 마오둔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시대성’3)을 획득한 좌익을 대표하는 도시작가이
자 리얼리스트의 눈으로 예민하고 광범위하게 도시를 포착하여 작품 속에 담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창작
은 상하이 도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마오둔은 ‘대혁명(大革命)’ 실패부터 중일전쟁 직전까지 일본과
꾸링(牯嶺)에 있던 시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기를 상하이에서 보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오둔이 단
지 자신의 생활 환경을 기반으로 상하이 도시생활을 그렸다고 보기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상하이 글쓰기
를 시도한 또 다른 작가 무스잉(穆時英)이나 장아이링(張愛玲)의 경우 자신과 익숙한 사회계층과 문화 범위
내에서 창작활동을 했다면, 마오둔은 자신의 생활 울타리 밖에서 상하이에 대한 정치, 사회, 경제구조 등을 총
체적으로 그려냈다. 바꿔 말하면, 마오둔의 상하이 도시 인식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닌 그의 리얼리
즘 문학이론과 관련이 있다. 그의 이론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것이 바로 전형성인데, 마오둔의 상하이 글쓰기4)
가 “생활 본질에 접근하여 표면적인 현상 타파”5)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당시 상하이 도시 성격을 이
해하는데 중요한 텍스트로 작용한다는 점은 관과할 수 없을 것이다.
상하이 도시문화연구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학자 리어우판(李歐梵) 역시 그의 저작인 상하이 모던(上海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상하이 글쓰기는 임춘성이 포스트사회주의 중국의 상하이 글쓰기와 도시공간 담론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설 중
국’, ‘영화 상하이’처럼 상하이에 관한 글쓰기를 지칭한다. 여기에 더 첨언을 하자면, 상하이 글쓰기는 작가가 단순히
상하이를 쓰는(writing) 행위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 시민 생활, 도시 정신 등을 글쓰기 대상으로 삼아 작가 스스로 도
시의 관찰자가 되거나 관찰자를 설정한 뒤 언어를 통해 텍스트 속에 각종 묘사와 상징 부호로 재현(representation)하
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현은 ‘허구’와 ‘비허구’적으로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고, 그 안에는 상하이에 대한 정치, 경
제, 사회, 문화에 대한 주체의 인식, 태도, 체험 등이 녹아있다. 다시 말하면, 글쓰기로서의 상하이는 단순히 객체로서
의 의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된 이후의 풍경을 말하는 것이다.
2) 상하이 도시 문화 성격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박자영, 동아시아 식민도시 방법론 연구 를 참고하시오. 265~266
쪽.
3) 김영철, 茅盾소설과 시대성 , 영남중국어문학회, 1994, 182쪽
4) 마오둔의 상하이 글쓰기는 산문의 경우, 상하이(上海) , 거래소 스케치(交易所速寫) , ‘근대화라는 말(“現代化”的話) ,
상하이의 섣달 그믐 저녁(上海大年夜) , 카니발 해부(狂歡的解剖) , 대도시 상하이(上海——大都市之一) , 꾸다오
견문(孤島見聞) , 도시문학(都市文學) , 기계에 대한 예찬(機械的頌讚) 등이 있고, 소설의 경우, 식蝕 무지개虹 
자야(子夜) 제1단계 이야기(第一階段的故事) 단련(鍛鍊) 일터로 가자(走上崗位)등이 있다.
5) 茅盾， 談 子夜 ， 茅盾研究資料中卷，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3，第90頁，觸及生活本質，突破表面現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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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머리에 마오둔의 자야(子夜)7)를 인용한 바 있다. 그는 탈식민주의 담론으로써의 상하이를 해체
하고자 시도했는데, 마오둔 소설의 아이러니를 통해 좌익작가가 재현한 상하이의 번영을 부각시켰다. 예컨데,
“마오둔이 근대성의 수많은 물질적 상징을 소설 경관 속에 집어넣고 상세하게 기술 한 점은 마오둔이 발견한
새로운 리얼리티 중의 일부이며, 이는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자 그러한 번영 앞에서 갖게 되는
지식인의 초조함과 모순된 심리를 상징하는 것”8)이다. 그렇다면 마오둔은 물질적 근대성에 대해 어떠한 태도
를 가졌는가? 만약 리오우판의 견해대로라면, 마천루가 즐비한 건축들, 번화한 거리, 상품이 넘치는 백화점 등
속 따위는 도시의 화려함이자 번영의 상징이 된다. 과연 마오둔은 근대적 문물에 매료되어 자신의 이념과 현
실 속에서 모순된 태도를 보였을까? 그의 인식과 태도는 상하이 도시를 어떠한 성격으로 규정하였는가? 필자
는 마오둔의 상하이 글쓰기 작품 겹쳐읽기를 통해 상하이에 관한 표상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주체의 태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1930년 대 초 상하이의 도시 성격의 한 단면
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摩登 6)

2. ‘트로츠키파’에 답하다: 마오둔의 ‘근대 상하이’ 인식
1930년대 초반에 일어난 중국사회성질논전은 사회의 변혁운동의 방향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고민한 과정이
다. 그 발단은 1927년 장제스의 쿠테타로, 중국혁명이 저조기에 접어든 이후 중국의 정치가와 지식인들 사이
에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혁명실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당면의 정치노선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당시
논전을 거칠게나마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자면, 중국은 여전히 봉건사회라는 인식하에 반(反)봉건 부르주아
혁명을 주장한 파, 둘째는 반봉건(半封建), 반식민지(半殖民地) 상태이므로 반제반봉건(反帝反封建)의 민족주
의혁명을 주장한 파, 셋째로 중국은 이미 완벽한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으므로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해야한다
고 주장한 파들이다.9) 그 중 공산당에서 갈라져 나온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세번째에 속하는 집단으로, 1931년
상하이에 중앙기구를 설립하고 천두슈(陳獨秀)를 총서기로 임명한 뒤 그들의 기관지인 불꽃(火花)간행하기
로 했다. 그들의 논지는 제국주의 침략이 중국 봉건 경제의 해체와 민족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왔고,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그들은 자본주의를 더 발전시킨 후에 프롤레탈리아 혁명
을 이루자는 이론을 제출했다.
우리들은 중국이 ‘자본주의적 사회에 이미 진입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중국에서의 자본주의는 한편
으로는 선진국 자본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생하여 도약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에 대한 방해로 말미
암아 고도의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방대한 상업자본이 아직도 완전 공업화되지는 못했으며, 농업의 공업
화는 더군다나 입에 올릴 수 없다. 통일적 국내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못했으며, 산업공업과 생산도구공업은 거의
없다. 따라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현재의 중국은 일개 ‘초기자본주의 국가’에 불과하지만, 중국에서의 자본
주의는 장차 아직도 무한히 발전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10)

다시 말하면, 트로츠키파들은 중국을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는데 도움을 준 외국자본에 긍정하는 입장인
것이다. 특히 ‘개항 자본주의’가 중국의 경제면모를 변화시켰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항구도시 상하이에서 근대
화의 특징으로 확인되는 기계화, 공업화의 부단한 발전은 이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마오둔은 이러한 ‘근대 상하이’ 논조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6) 그는 중국적 코즈모폴리터니즘으로 상하이 조계의 중국 작가들이 서구 문화를 열성적으로 수용한 현상을 규명 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의 대중문학은 상하이에 대해 양가적인 유산을 남겼는데, 그 중 상하이에 대한 부정적인 형상이 널리
퍼진 이유 중의 하나가 중국 좌익 작가와 공산당 계열의 학자들이 심화시킨 탓이라고 여겼다. 리어우판 저, 장동천 옮
김, 상하이 모던,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493~496쪽.
7) 원제는 子夜로 국내에는 새벽이 오는 깊은밤(1989),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1997)라는 제목으로 김하림이 옮겼다.
8) 앞의 책, 33~34쪽.
9) 김하림, 자야(子夜)와 마오둔 ,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한울, 1997, 558쪽
10) 陳獨秀, 資本主義在中國 , 陳獨秀著作選（第三卷），上海：上海人民出版社，1993，第49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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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둔의 산문 ‘근대화’라는 말(“現代化”的話)11)을 보면 그의 상하이 ‘근대화’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작가는 상하이 동쪽 끝에 위치한 양수푸(楊樹浦) 일대의 방직공장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 고도로
공업화된 상하이의 모습을 그려놓았다. 기계는 작가에 의해 “철강 거인(鐵鋼巨人)”으로 비유되고, 그것에 의해
인간의 노동이 대체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방직 공장에서 (양행의 선륜차를 -인용자) 봤다면, 공장 문으로
나설 때 한시름 놓으며 아마도 중국은 벌써 자본주의의 길로 들어섰고, 민족자본주의 역시 수립되었을 거라는
환상에 빠지겠지요.——적어도 인도처럼은 말이죠.”12)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트로츠키파의 입장에서
볼 때, 기계화와 자동화는 중국이 자본주의로 진입했다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렇다면 작가의 이러한 묘사
는 트로츠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혁명파의 입장에 서서 이러한 인식을 부정하는 것인가?
이어서 그는 상하이의 외국자본과 중국자본의 비교 속에서 수치를 통해 서구 열강들의 자본수출에 대한 견
해를 서술하면서 “중국이 앞으로 (외국에게- 인용자) 더욱 ‘개발’당하고, 외국자본을 ‘이용’할 것!”13)이라고 강
조한다. 즉, 외국자본을 통한 기계화와 공업화가 중국에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착취의 도
구로 바라 본 것이다. 또한 도농관계 맥락 속에서 농촌의 처참한 경제 상황을 묘사하면서 농촌의 ‘근대화’ 징
후는 도로건설, 외국상품, 도시유행 등의 표면적인 것이 아닌 토지 집중현상이라는 점을 언급한다. 그는 “누가
중국이 ‘진보’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무모한 게 아니면 실성한 미치광이겠지요!”14)라고 재차 강조하며, 자본주
의 경영하의 대농장 출현이 사실상 노동자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대량실업을 야기하며, 대다수의 농민들을 파
산 상태로 몰고 갔다고 규탄한다.
“수년 동안 이루어진 농촌경제의 파산은 농민 폭동의 물결을 일으켰다. 농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농촌 자금이
도시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론상으로는 도시의 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 농촌경제의 파산은 대대적으로 농민의 구매력을 저하시켰고 그로인해 상품시장이 축소되었다. 동시
에 도시로 유입된 자금은 생산 발전을 촉진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켰다. 도
시로 흘러든 자금이 생산 쪽으로 투입되지 않고 투기시장으로 몰려든 것이다.”15)

한편, 마오둔은 산문 상하이(上海)16)에서 서술자가 집을 구하러 다니는 경험을 통해 도시의 주거환경과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평가한 바 있다. 300만 상하이 인구 중 거의 대부분은 ‘정어리’처럼 포개어 사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개탄한다. 높은 인구밀도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도시 근대화의 한 증후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집을 더 많이 지어질수록, 도시인은 더욱 더 비좁은 생활을 해야 하는 처지”17)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도시
의 주택 부족현상은 “방을 나누어 임대하는”18) 업종이 성행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얼팡동(二房東)“이라 부른다. 그들은 자신의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차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 해
주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세를 준다. 예컨데, 거
실에 임시로 침대2 ~3개를 배치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화장실 조차 방으로 만든다. 그렇다고 얼팡동의 생활이
녹록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금융업에 봉사하는 집단으로, 고리 이자를 빌려 이자를 떼고 나면,
별로 남는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주택난’ 현상 이외에도 작가는 문화 시설의 열악한 상황을
고발한다. 상하이가 비록 출판문화의 일류 도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문화와 복지시설은 취약한 형편이다. 예
컨데 ‘농탕 소학교’ 주변 환경은 시끄러운데다 운동장 시설도 없다. 그들은 신식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공공
11) 茅盾, “現代化”的話 ， 茅盾全集（第11卷、散文1集），北京：人民文學出版社，1986，第162頁
12) 위의 책, 164쪽. 如果你到紗廠里看過，走出場門來鬆一口氣的時候，也許就幻想到中國已經走上了資本主義的路而且民族
資本主義已經確立——至少像印度似的。
13) 위의 책, 這也可見中國將更被“開發，”，而且“利用”了外資！
14) 위의 책, 167쪽, 誰以爲中國沒有‘進步’，不是盲目，就是喪心病狂！
15) 茅盾：《<子夜>是怎樣寫成的》，《茅盾全集》（第22卷、中國文論5集），北京：人民文學出版社，1993，第52-56頁，
數年來農村經濟的破産掀起了農民暴動的浪潮，因爲農村的不安定，農村資金便向都市集中。論理這本來可以使都市的工業
發展，然而實際並不是這樣，農村經濟的破産大大地減低了農民的購買力，因而縮小了商品的市場，同時流在都市中的資金
不但不能促進生産的發展，反而增添了市場的不安定性。流在都市的資金並未投入生産方面，而是投入投機市場。
16) 中學生第41期，1934.01
17) 茅盾, 上海 , 茅盾全集（第11卷），北京：人民文學出版社，1986，第198頁, 新房子愈多造，則城市人愈加擠得緊些。
18) 위의 책, 195쪽, 余屋分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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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꿈조차 못 꾼다. 그들은 기껏해야 만화로 된 고소설을 배우거나 여가시간에 거리의 서점에 가서 무
협소설과 같은 통속소설을 빌려볼 뿐이다.
마오둔은 도시문학(都市文學)에서 글 첫머리에 “상하이 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된 중국의 일류 도시
이자, ‘동방의 파리’다.”19) 라고 서술했으나 이는 곧 풍자적인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다시 상하이에서
“세계에서 상하이와 같은 도시를 찾을 수 있을까?” 20)라며 반어적인 뉘앙스를 풍긴다. 왜냐하면 상하이의 발
전은 ‘공업 생산’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오락 소비’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그는 생산이 축소되고 소비
가 팽창하는 것 자체가 기형적인 발전이라며 정상적인 발전과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문학
은 마땅히 소외된 노동자 계층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는 마오둔의 상하이 글쓰기를 통해 상하이 도시에 대한 견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실제로 상하이 공장의 기계화, 금융기구의 발전, 유행에 대한 “찬양”에는 별 관심이 없다.
사실상 작가가 표출하고 싶은 바는 서구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중국인들을 위해 개발을 도와줄리 없다는
점이다. 본질적으로는 상하이를 식민지와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시 ‘근대화’라는 말로 돌
아와 방직공장에 대한 행간에서 흐르는 묘사를 확인해 보자. 그는 공장의 분위기를 “귀에 거슬리는 소음(煩
囂)”으로 규정짓고, 프레스 기계를 “납작한 엉덩이 같은 눈(扁屁股眼)”으로, 이 곳에서 나온 면화를 “납작한
똥(扁屎)”에 비유한다. 이러한 단어의 사용은 작가가 이른바 상하이 “근대화”에 대한 멸시를 보여준다.
마오둔은 트로츠키의 대립각인 혁명파의 입장에서 ‘근대 상하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혁명파는 중국
사회를 반식민 반봉건 사회로 보는 입장으로, 제국주의의 침략이 중국의 식민화를 가속화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작가는 당시 트로츠키파와 부르주아 계급 학
자들이 주창하는 자본주의 ‘근대화’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근대화’가 중국인들에게 가져오는
악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3. 설정된 ‘글쓰기’: 자야(子夜)를 통해 ‘근대화’에 대한 미몽을 부수다
마오둔은 ‘근대화’라는 말발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소설 자야에 대한 창작을 구상했다. 자야의 출
발점은 트로츠키파의 ‘근대 상하이’ 논조를 반박하기 위함이다. 그는 기왕 상하이가 “근대화”의 표상으로 알려
져 있으니, 소설 배경을 1930년대 상하이로 선택하여 그들의 근대화에 대한 미몽을 부수고자 했다. 마오둔이
소설을 쓰기 전 국민당 내전, 유럽 경제 공황, 민족자본계급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 농민과 공산당의 무장봉
기21) 등 각종 모티브를 구상 한 점으로 보아 이는 단지 간단하게 도시생활이나 유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소일거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사회정치적 이념이 담겨있는 소설로 ‘문이재도(文以載道)’의 현실판이라
고 할 수 있겠다. 말하자면, 자야는 상하이라는 공간 속에서 전형인물의 활동을 통해 어떻게 근대 중국의
엄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마오둔의 해답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은 작가의 주관적인 인
식이 아닌, 중국사회성질 문제에 대한 의견의 총합인 것이다.
천쓰허(陳思和)는 자야의 사유모델이 “인물의 설계로 생활 속의 전형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이러한 전형
적인 환경은 이론적으로 이른바 ‘생활의 본질’을 규정하기 위함이다.”22)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상징주의 색채
의 소설 자야는 작가의 근대 상하이의 태도와 그 이면에 존재하는 중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 각
19) 茅盾, 都市文學 ， 茅盾全集（第19卷、中國文論2集），北京：人民文學出版社，1991，第421-423頁, 對上海城市是壹
天比壹‘發展’的中國第壹大城市，也是‘東方的巴黎’。
20) 위의 책, 214쪽, 世界上找得出向上海那樣的第二個大都市麽？
21) 마오둔은 소설의 형식을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구상했다. 첫째, 민족공업은 제국주의의 경제 침략에 대한 압력, 세
계경제 공황의 영향, 농촌 파산이라는 환경 아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더 잔혹한 수단으로 프롤레탈리아 계급
을 착취했다. 둘째, 이 때문에 민족공업은 프롤레탈리아 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투쟁을 야기시켰다. 셋째, 당시 남북대
전, 농촌 경제 파산과 농민 폭동 또한 민족공업의 공황을 더욱 가중시켰다. 마오둔, ‘자야’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 위
의책, 56쪽
22) 陳思和, 中國現當代文學名篇十五講，北京：北京大學出版社，2013.02，第262頁

212

1930년 대 초 상하이의 도시 성격 ― 마오둔(茅盾)의 상하이 글쓰기를 중심으로 / 이재희 ․ 213

각의 인물들이 대표하는 중국사회성질에 대한 인식들은 최종적으로는 소설의 서사 속에서 작가의 주체적 목
소리를 뒷바침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마오둔은 전형인물이 갖고 있는 근대 상하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
해 어떻게 표현했는가? 최후에 그는 어떠한 책략으로 전형인물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했는가? 필자는 소설 속
에 장치된 서술자의 언행과 생각을 통해 각각의 상징되는 인물들의 ‘근대 상하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확인
하고, 인물과 작가 사이의 인식차를 비교했다.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 마오둔의 상하이 글쓰기가 어떠한 서술
장치를 이용해 텍스트 이면의 주체 인식을 승리로 이끌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인물의 전형을 살펴보자면, 우(吳)나리는 농촌의 향신계층으로, 변화를 거부하고 전통을 고수하는 봉
건성을 상징한다. 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만이 그의 유일한 사회적 근본이 된다. 우나리는 애초에 상하이에
머물고 싶지 않았지만, 토비의 폭동으로 인해 하는 수 없이 도시로 피난을 온 것이다. 그러나 그는 상하이에
닿자마자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님을 직감했다.
기계들의 소음, 자동차의 매연, 네온 사인의 붉은빛, 여인들의 몸에서 나는 향기 등은 모든 게 우나리에게는 악
마 같은 도시의 혼령처럼 여겨졌다. 이런 것들이 가혹하게 우나리의 낡고 약한 마음을 압도하여, 끝내는 눈이 어
지럽고 귀가 울리며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23)

그의 눈 속에 비친 상하이는 “악마의 소굴”이다. 자동차, 전등, 선풍기, 도시의 스카이 라인 등 도시의 물질
적 경관이 그를 혼란스럽게 한다. 전통사상을 갖고 있는 나으리에게 “강렬한” 자극은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심지어 상하이를 “증오, 분노”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 우나리는 결국 상하이에 온지 얼마 안 되어 “사악한
것들!”이라는 비명과 함께 뇌출혈로 죽음을 맞게 된다.
천쓰허는 “그의 ‘죽음’은 봉건 전통의 시체를 상징하며, ‘식민화’를 몰고 오는 유럽의 폭풍우 속에서 풍화되
었다”고 보았다.24)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우나리는 ‘식민화’된 근대를 발견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
이다. 그는 단지 봉건적 이념과 질서를 고수하는 입장에서 도시의 근대화, 더 나아가 농촌의 도시화에 반대한
것 다름 아니다. 여자는 바깥출입을 해서는 안되고, 적나라한 옷을 입어서도 안된다. 그는 자동차에서 반나체
의 여인과 흰 종아리를 목격했다. 또한 자신의 사상으로 훈육한 “금동옥녀”가 도시화에 물들 자 그의 공고했
던 지위도 흔들리기 시작한다. 우나리가 인식한 것은 봉건 전통으로서 근대화에 대한 비판이며 결국에는 죽음
으로 끝을 맺는다. 마오둔이 말한 바와 같이 봉건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며, 이 “오천년이나 썩은 시체”는
신(新)시대의 폭풍우 속에서 재빠르게 풍화되었다.
마오둔은 이렇게 전통 농경문화의 입장에서 상하이의 근대화를 비판한 전형인물을 설정한 동시에, 각각의
계급(민족자본가, 매판자본가, 중소자본가, 금융자본가)을 대표하는 인물을 빚어냈다. 그 중 우쑨푸(吳孫莆)는
민족자본가의 전형으로, 근대화의 세례를 받고 근대화의 ‘이기’를 향유한 인물이다. 그는 일찍이 독일로 유학
한 뒤 바로 상하이 산업계의 거두가 된다. 그가 세운 방직공장 또한 근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초기 자
본주의 경공업의 격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당시 중국의 방직공장은 두 가지 상황에 맞닥뜨린다. 하나는 동양
사(紗)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다른 하나는 세계자본의 습격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산업 측면으로
우쑨푸는 국내사 대신 원가가 저렴한 일본사를 수입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중소민족기업과 합병을 진행
했다. 금융 측면으로는 “익중회사”를 조직해 공채에 투기하는 방식으로 세계자본과 대항했다. 우쑨푸는 애국
주의자이자 영웅으로, “나라가 나라답고, 정부가 정부다우면 중국 산업은 반드시 희망이 있다”25)는 믿음을 갖
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식민화가 가파르게 진행될수록 제국주의와 매판공업은 우쑨푸가 일궈놓은 민족산업의
출로를 더욱 더 봉쇄할 뿐이다. 매판자본가 자오보타오(赵伯韬)의 압박 속에서 그는 위기에 벗어나고자 노동
자에 대한 착취를 가중시켰고 급기야 파업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우쑨푸는 결국 자오보타오에게 패
하고, 자신의 회사를 제국주의에게 넘기고 매판의 길을 가게 된다.
사실 마오둔은 초기에 민족자본가 우쑨푸와 매판자본가 자오보타오가 서로 악수하며 끝을 맺는 결말을 구
23) 마오둔, 위의 책, 19쪽
24) 천쓰허, 위의 책, 248쪽
25) 위의 책,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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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말은 트로츠키주의의 입장과 비슷하다는 취치우바이(瞿秋白)의 의견을 고려하여 우
쑨푸가 제국주의 경제침략에 의해 처절하게 무너지는 쪽을 택했다. 이는 마오둔이 민족국가는 반(反) 식민 투
쟁의 승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 민족자본계급은 출로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만약 우쑨푸의 결말이 민족자신
계급이 매판화가 될 운명을 제시했다면, 자오보타오의 승리는 제국주의 경제 착취의 위험성을 한층 더 강조하
는 것이 된다. 자오보타오가 보기에 “중국인이 산업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도움이 없으면 용두사미격
이 될 뿐”26)이다. 그는 주동적으로 제국주의의 입장에 서서 미국 금융자본의 지원을 받아 공채시장을 조종한
다. 또한 은행 트러스트 회사를 설립하여 민족공업에 대한 공격과 통제를 통해 중국경제를 식민지 경제로 만
들고자 했다. 그는 익중회사에 경제 봉쇄를 가하는 한편, 공채시장의 전장에서 최후의 승리를 맞게 된다.
소설 속 성냥공장을 운영하는 저우중웨이(周仲偉)는 민족소자본가의 대변인으로 소설 결말은 작가가 상하
이 경제의 각축 속에서 중소민족자본이 어떻게 최후의 운명을 맞는지 잘 나타내고 있다. 저우중웨이는 원래
“나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의 국산품 공장을 보호해야 합니다”27)라고 생각하지만 “큰 물고기가 작은 고기
를 먹고, 작은 고기는 새우를 먹는” 약육강식의 경쟁 속에서 소자본가라면 반드시 겪는 곤경에 처하고 만다.
그들은 언제든지 외국 대자본에 먹힐 위험이 있다. 하지만 저우중웨이는 일본인이 자신의 공장을 매수하려할
때 애국주의라는 이름으로 반대한다.
“일본인 사장은 이해관계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로야 같은 동양 사람으로 중국과 일본은 지금껏
친선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같은 문화, 같은 종족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코쟁이 스웨덴 성냥업자들하고는 다르
다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수긍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는 내 이익금을 익중회사에 주어 버리렵니다.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을 봐주는 게 이치에 맞으니까요! 그래요, 나는 지금 당장 우쑨푸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
다!”28)

하지만 익중회사가 합병을 망설이자 그는 또 일본인에게 팔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하고 일본은 이제껏 친선관계를 유지해 왔고 문화나 종족도 같기 때문에 코쟁이보다 낫다. 애국에는 길이
따로 없어.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다고 그래! 하물며 서양놈과 결탁하는 것도 나 혼자만이 아니잖아!”29)

저우중웨이는 애국의 길을 걷지 못하자 쓴웃음을 지으며 조소한다. “맨 처음 매판을 하다, 그 뒤 독립해 사
장이 되고, 그리고는 또다시 매판-양상이 달라진 매판-을 하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 유명무실한 사장노릇이
시작되었다! 일장춘몽! 인생의 윤회!”30) 저우중웨이의 운명 역시 자야가 설정한 규칙 중의 하나로, 민족자
본가는 최후 매판이라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오둔은 민족자본가가 상하이에서 경제인의 꿈이 좌절되는 운명을 그리고 있다.
오직 매판 대자본가의 자오보타오의 승리만 있을 뿐이다. 작가는 대표적인 계급의 전형인물들이 자멸하거나
승리하므로써, 우리에게 외래자본이 유입된 경제 틀 속에서 중국 경제의 근대화는 단지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외국자본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민족자본은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한다. 경
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외국 자본은 실제로 중국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거대한 이익을 창출하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자본의 희생을 대가로 한다. 상하이는 단지 서구 식민자가 중국자원을 약탈하는 집산지에 다름 아니
다. 다시 말하면, 마오둔은 외국자본의 도입이 중국의 근대화 실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
다.
또한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사회 근대성에 대한 인식을 상하이라는 공간에서 완성시킨다. 서구열강은
이미 근대사회로 진입했으나 중국은 아직 반식민, 반봉건 사회로, 민족자산계급은 주권이 없으며, 상하이의 근
26) 위의 책, 300쪽
27) 위의 책, 465쪽
28) 위의 책, 465쪽
29) 위의 책, 471쪽
30) 위의 책, 473쪽

214

1930년 대 초 상하이의 도시 성격 ― 마오둔(茅盾)의 상하이 글쓰기를 중심으로 / 이재희 ․ 215

대화는 제국주의의 압력 속에서 피동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러한 의존적이고 피동적인 경제 근대화는 사
실상 ‘허상’의 근대이며, 한 번의 공격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식민지를 벗어나지 않는 전제
속에서 근대경관의 표상은 식민성이 본질인 것이다. 바꿔말하면, 근대화는 사실상 식민화를 가속화 한다. 이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상하이 근대화에 주입시킨 음모와 죄악이다. 비록 일부 중소자본가가 동양(일본)에게
침식될지언정, 서구에게 먹히지 않길 바라는 것은 천진한 생각일 뿐이다. 민족의 경제 독립과 진정한 근대화
로 봤을 때 이 둘은 모두 치명적인 공격이다. 즉 “상하이 공업의 파산은 일종의 자본주의 세계의 틀 속에서
필연적이며, 상하이는 중국 최대 공업의 중심으로 그것의 파산은 중국 공업의 파산을 의미한다.”31) 그렇기 때
문에 마오둔의 입장은 반제반봉건(反帝反封建)이자 종주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소설은 이렇게
발단, 전개, 갈등, 절정, 결말이라는 전형적인 이야기 흐름을 따르면서 최후에 서술자의 목소리를 부각시킨다.
즉, 우쑨푸와 저우중웨이의 비극은 마오둔에 의해 전형화되어 나타나는데, 그들의 실패는 개인의 비극이 아니
라 중국 전체 민족자산계급이 피할수 없는 역사적인 비극이다.

4. 반(半)식민지 국가에 대한 상상
마오둔이 그린 상하이 풍경은 식민과 근대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표상이 된다. 즉 마오둔이 그린
공업화된 상하이는 주체 이데올로기가 뚜렷한 공간으로 도시 글쓰기 속에서 작가의 태도가 잘 녹아있다. 우나
으리의 죽음, 우쑨푸와 저우중웨이의 파산, 자오보타오의 승리라는 서사가 최후에는 모두 하나의 ‘목소리’로
향해 나아간다. 바꿔 말하면, 식민과 근대의 관계 속에서 작가의 주체적 관념과 상이한 ‘대표성’이 있는 인물
을 등장시켜 경쟁구도 속에 놓이게 한 뒤 종래에는 비주체를 ‘매몰’시킨다. 주체의 음성은 일종의 나래이션으
로 문자를 넘나들어 또렷하게 전달되고, 이렇게 확립된 주체정신은 공고화된다. 마오둔은 일찍이 중국 자산계
급의 출로에 대해 두 가지 길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제국주의에 투항하여 매판의 길로 가거나 둘째, 봉건세
력과 타협하는 것이다.32) 마오둔이 우쑨푸를 ‘매판화’ 했다는 점, 중소자본가가 외국 자본에게 흡수된 점은 모
두 ‘혁명파’의 입장이자 ‘트로츠키파’와 ‘진보적 부르주아학자’의 논리에 대한 강렬한 비판이다.
마오둔의 근대 상하이에 대한 견해는 상하이의 ‘조계’에 대한 특수성을 덮어버리고, 전형적인 ‘국가’의 표본
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상하이 글쓰기가 아주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개체의 도시에 대한 독특한 체험을 상실한 면이 있다는 점이다. 마오둔에 의하면, ‘상하이=중국’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데, 실제로 상하이 도시의 논리는 종종 국가의 논리와 상반된다. 그러나 마오둔의 상하이 글
쓰기는 식민의 침략과 민족자산의 굴기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운용되는 ‘근대 경제로서의 중국’이라는
공공의 텍스트로 읽을 수 있다. 그의 ‘상하이’는 네이션을 의미하며, 그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은 나름대로
규칙성을 띄고 있다. 이는 하나의 ‘사례’로서의 상하이이며, 마오둔은 그것을 해부함으로써 우리에게 당시의
근대성에 대한 근본적인 속성 파헤치고 진정한 근대화 실현의 길을 제출한다. ‘중국=상하이’라는 설정 속에서
이러한 산업의 각축은 우리에게 서구에 의해 주변화된 중국을 보여준다. 이러한 서사는 이중적인 서술구조를
갖고 있는데, 서구(중심)/동양(주변)이라는 식민 서사와 도시(중심)/농촌(주변)이라는 근대성에 대한 서사이다.
이렇게 식민지라는 속성과 근대화 과정에 대한 반성이 마오둔의 상하이 글쓰기에 녹아 완성된다. 즉, 그가 제
출한 상하이 도시의 성격은 ‘반(半)식민지’ 국가에 대한 상상인 것이다.

31) 張鴻聲, 文學中的上海想象，北京：人民出版社，2011，第405頁
32) 茅盾,  子夜 是怎樣寫成的，同上，第52-56頁，(壹)投降帝國主義，走向買辦化；(二)與封建勢力妥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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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현대문학 분과】 발표 ②

류전윈(劉震雲) 소설 핸드폰(手機)에 나타난 일상성의 이중구조
― ‘언어’를 중심으로

손

주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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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사실주의 소설과 일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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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핸드폰에 드러난 이중적 현실인식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1980년대 후반, 중국은 정치적·경제적 격동기를 겪게 된다. 1966년부터 1977년까지 이어졌던 문화대혁명이
끝나면서 중국 전역에 드리워졌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점철되어 있었던 중국 사
회는 개방된 분위기 속에서 다시금 백화제방(百花齊放)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문학 영역에서는 그간의 공
백을 메우기라도 하듯, 서양의 예술 사조들을 들여와 다양한 문학적 실험들이 시도되었고, 이러한 문학적 실
험들의 일환으로 상흔(傷痕), 반사(反思), 심근(尋根) 등의 문예사조들이 등장하게 되었다.1) 1989년 6·4 천안
문 사건은 이러한 문단의 서구화 경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으로 인해 “80년대
후기 파란만장했던 관념의 변혁과 형식의 실험은 이제 그 합법성에 대한 대대적 질의를 마주하게”2)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서양의 문예사조를 중국으로 들여와 그에 근거하여 문학을 창작하고, 더 나아가 이를 기준으로
현실을 비평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중국의 문단은 당시의 문
학적 상황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재설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신사실주의(新寫實主義), 신역사주의(新歷史主義), 그리고 선봉문학(先鋒文學)이다.
그 중에서도 신사실주의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이어졌던 문예사조로, 그 이름에서도 드
러나듯 사실주의(즉, 리얼리즘 Realism)3)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한 문학 창작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사
* 고려대학교 BK21중일사업단 연구교수
1) 상흔문학과 반사문학은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이어진 문예사조로서 모두 문화대혁명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돌아보며 상처를 어루만지는 한편 역사를 반성하려는 문학적 시도였다. 그러나 문학을 통한 역사적 반성은 엘리트주의
로 귀결됐고 이러한 문학적 태도는 사회 전반과 사상계의 비판을 받게 된다. 이어 1980년대 중반에 이르자 중국의 문
화적 뿌리를 되찾고자 하는 심근문학이 등장하게 된다. 심근문학은 개혁개방 시대를 맞이하여 ‘현대화’를 이루고자 하
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나타났다. 서양을 모범으로 하여 현대화를 추구하되 이는 중국의 문화적 상황과 맥락 속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그렇다면 중국의 문화 전통이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해야
하는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이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전통 문화를 연구하고자 하는 문화열로 이어졌다. 정리하
자면 심근문학의 목표는 전통으로의 회귀가 아닌 서양 현대문화를 보다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한 사상적 지평을 마련하
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2) 조혜영, 1990년대 중국 문단 맥락 일별 , 중국문화연구 제21집, p.278.
3) 중국에 리얼리즘이 유입된 것은 5·4신문화운동 시기였다. 이 시기에 리얼리즘이라는 외래어는 역어‘사실주의(寫實主義)’
와 혼용되어 사용되었는데, 30년대에 이르면 취추바이(瞿秋白)를 필두로 하여 ‘현실주의(現實主義)’를 리얼리즘의 역어
로 사용하였으나 여전히 사실주의를 쓰기도 하였다. 현재까지도 중국어에서는 리얼리즘은 사실주의 혹은 현실주의를
역어로 사용하는데, 본문에서의 ‘신사실주의’는 문예사조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문학적 성향을 논할 땐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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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주의는 심근문학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나 심근문학의 뿌리 찾기가 다소 편협하고 비현실적이라면 신사실
주의는 민간의 일상생활에서 출발하여 현실을 세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새로운 각도에서의 뿌리 찾기를 시도한
다. 이는 중국의 문학적 전통에서의 리얼리즘과 엘리트주의로 경도되었던 80년대 초반의 상흔문학과 반사문학
을 극복하는 한편, 30년대부터 이어져내려 왔던 경전(經典)적 리얼리즘도 동시에 극복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신사실주의 문학 사조를 대표하는 작가로 류전윈(劉震雲, 1958~)이 있다.
류전윈은 1982년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1987년 인민문학(人民文學)에 단편소설 타푸(塔铺) 를 발표하면
서 작가로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이후 관리들(官人) , 닭털 같은 나날(一地鷄毛) , 1942년을 돌
아보다(溫故一九四二) 등의 중단편, 그리고 고향 하늘 아래 노란 꽃(故鄕天下黃花), 가슴 가득 헛소리(一
腔廢話, 핸드폰(手機) 등의 작품들을 내놓았다. 그의 작품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는 별다를 것 없이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반인의 삶이다. 류전윈의 이와 같은 창작경향은 전형적인
인물 형상을 창조하는 데 주력하였던 기존의 리얼리즘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작가의 감정을 배
제한 채 작품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문학 창작 방식은 독자들로 하여금 소설이라
는 객체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작가는 자신의 개인적 판단을 작품에
가미하는 대신,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다.
류전윈의 소설은 그 해석에 따라 몇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80년대 후반에 발표된 초기 작품들,
닭털같은 나날 , 관리들 , 단위 등은 ‘공직사회’ 및 ‘직장’ 관련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관장(官場) 시리즈
로 분류된다. 그리고 90년대를 거치면서 발표된 고향 하늘 아래 노란 꽃, 고향은 서로 부딪히고 흐른다(故
鄕相處流傳), 고향의 얼굴과 꽃송이(故鄕面和花朵)는 고향 3부작으로, 가슴 가득 헛소리, 핸드폰, 그리
고 만 마디를 대신하는 한 마디(一句頂一萬句)는 ‘말(說話)’ 3부작으로 분류할 수 있다.4) 특히 최근에 창작
된 할 수 있는 말 3부작은 일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말’이라는 요소에 주목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언어의 다채로운 면모들을 재치 있게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2003년 발표된 장편소설 핸드폰을 중심으로 소설 속에서 ‘말’이라는 요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인물들의 성격을 대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사실주의 문예사조가 어떻게 일상성이라는 요소에 주목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동시에 르페브르의 일상성 이론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신사실주의, 더 나아가 류전윈의 소설을 바
라봤을 때 소설 속에서 언어라는 요소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이중적으로 구성해 나가고 있는지 검토해 본
다.

2. 신사실주의 소설과 일상성
신사실주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주의, 즉 리얼리즘 예술 사조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80년대 중순, 중국에서 이러한 신사실주의 문예사조가 나타난 배경에는 중국의 정치·경제·
사회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1989년 천안문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치 시스템 전반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은 급속도로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어갔고, 그로 인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구매력은 상승되었으나 개인의 소외 등의 문제
들이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의 문단은 서구의 모더니즘 양식을 도입하여 엘리트주의를 드
리즘’으로 그 용어를 통일하도록 한다. “주재희, 중국 현실주의 문학의 深化 혹은 反動 , 中國硏究 제30호, 2002년” 참
고.
4) 야오샤오레이(姚曉雷)는 류전윈의 소설에서 ‘향토의 분위기’와 ‘도시의 분위기’를 모두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마음
가득 헛소리, 핸드폰, 만 마디를 대신하는 한 마디를 고향 시리즈를 잇는 말 시리즈로 보았다. 姚曉雷, ‘都市氣’
與‘鄕土氣’的衝突與融合 , 文學評論, 2011年 第5期. 이 외에도 다양한 분류법이 있다. ‘현실’( 닭털같은 나날 , 단위 )에
서 ‘역사’( 1942년을 돌아보다 , 고향 하늘 아래 노란 꽃 )로, 그리고 다시 ‘현실’(마음 가득 헛소리, 핸드폰)으로
돌아오는 ‘나선형’ 창작 방식으로 보기도 하고(史曉婧), 마음 가득 헛소리, 핸드폰, 나는 유약진이다(我叫劉躍進),
나는 판진롄이 아니다(我不是潘金蓮) 모두를 ‘언어’를 중심으로 한 소설로 분류하기도 한다. (周顯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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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냈던 80년대의 문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한편, 대중화되고 세속화 된 사회 현상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신사실’ 소설의 등장은 시장 경제 사회의 ‘세속 문화’의 등장과 일정 정도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80년대 후반
이후, ‘심근’ 소설은 전통 리얼리즘 문학에 치우쳐 있었고, 이로써 문학 관념에 극심한 변혁을 가져왔으나 그 문학
적 사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종결을 고했다. 대중화 사회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이 계층의 독자들은 문학
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평범한 삶’에 주목하기를 바랐고, 그들의 생활에 더욱 근접한 문학의 정서, 형식
및 언어를 요구하였다. 반면 순수한 ‘형식’ 상의 과도한 실험은 갈수록 견딜 수 없게 되었다.5)

신사실주의 소설에 대한 정의를 최초로 시도한 것은 종산(鍾山)이다. 1988년 종산은 문학평론(文學評
論)과 연합하여 ‘리얼리즘과 선봉파 문학(現實主義與先鋒派文學)’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는데, 이듬해 1
989년, 종산지는 3기에 걸쳐 ‘신현실소설대련전(新現實小說大聯展)’ 특별란을 마련하여 신사실주의 소설에
대한 정의를 시도한다. “소위 신사실 소설은, 간단하게 말해서 역사상 이미 존재하는 리얼리즘과 다르며 모더
니즘의 ‘선봉파’ 문학과도 다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소설 창작의 저조함을 뚫고 출현한 새로운 문학적 경향
이다. 이러한 신사실소설의 창작방법은 실제를 서술하는 것을 주요한 특징으로 삼지만 현실적 삶의 본래적 생
태로 환원시키는 것, 진정으로 현실과 인생을 직면하는 것을 특히 중요시 한다. 비록 전체적 문학 정신에서
보자면 신사실주의는 리얼리즘의 대범주에 속하지만, 의심의 여지없이 새로운 개방성과 포용성을 갖추고 있으
며, 모더니즘의 각종 유파가 거둔 예술적 장점을 잘 흡수하는 한편 이러한 장점에 근접해 있다.”6)
여기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신사실주의 소설이 등장하면서 ‘일반인’의 ‘일상생활’이 문학의 영역으로 진입
했다는 점이다. 5·4신문화운동 시기 서구의 리얼리즘 예술사조가 중국에 유입된 이후 리얼리즘은 사회주의 사
상과 빠른 속도로 결합하게 된다. 이에 중국에서의 ‘전통’ 리얼리즘은 영웅으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인물 형상
을 그려내는 데 주력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을 묘사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짙은 창작 유파로
거듭났다. 그러나 8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 소위 중국의 ‘일반인’들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사상적 자
유를 맛보게 되었고, 개혁개방과 함께 유입된 자본주의로 인해 ‘인민대중’은 구매력을 지닌 소비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신사실주의는 기존의 리얼리즘이 중요시하였던 ‘전형화’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이 본래 지니고 있었던 ‘원생태(原生態)’로 ‘환원’7)하고자 했다. 이에 평범하기 그지없는 인민대중의
자질구레한 일상에 문학 텍스트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류전윈의 소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 혹은 작가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는 ‘0도의
글쓰기’8)는 그의 작품 세계를 관철하는 하나의 작품 성향으로 파악된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닭털 같은
나날 에서도 작가는 주인공 샤오린(小林)이 두부를 사는 일, 딸을 유치원에 보내는 일, 고기를 파는 일 등을
소상하게 그러나 담담하게 서술하였다. 그러나 그 서술에 담긴 침착하고도 냉정한 태도는 독자들과도 다를 것
없는 일상적인 삶을 객관화시켜 그들 앞에 늘어놓음으로써 더 큰 문학적 힘을 얻게 된다. 닭털 같은 나날 을
꿰뚫고 있는 침착함, 냉정함, 객관성은 모두 “생존의 비극성, 주체정신의 몰락이라는 필연적인 추세”를 “의도
적으로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 또한 이러한 ‘평민(平民)’ 서사는 “지식인들의 주체 의식의
5) 嚴家炎主編, 二十世紀中國文學史, 高等敎育出版社, 2010年, 255頁.
6) 新寫實主義大聯展卷首言 , 鐘山 第3期, 1989년. “조혜영, 1990년대 중국 문단 맥락 일별 , p.227”의 번역 부분 수정.
7) ‘원생태’로의 ‘환원’은 후설(E. Hussel)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한국어로는 일반적으로 ‘본질적 환원’으로 번역된다. 후설
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에 나타난 대상이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현상학적 목적이고,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는
과정이 현상학적 기술이며, 그러한 기술 뒤에 대상이 포착되는 것이 바로 ‘본질적 환원’이다. “박이문, 현상학과 분석
철학, 지와 사랑, 2007년, p.107” 그러나 현상학의 ‘환원’은 신사실주의 소설에 이르러 다른 맥락을 지니게 된다. 후설
의 ‘환원’은 주관성과 객관성의 통일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 의식이 객관적 대상을 포착했을 때 ‘환원’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는 곧 순수한 주관성과 객관성 사이의 구별을 제거한 것이다. 그러나 신사실주의 이론에서 ‘환원’ 혹은
‘원생태’라는 용어는 “곧 사실성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삶의 원래의 모습을 묘사하고 기록하
는 것”을 의미한다. 陳曉明, 中國當代文學主潮, 北京大學出版社, 2009年, 378~379頁.
8) 0도의 글쓰기는 바르트(R. Barthes)의 용어다. 바르트가 글쓰기의 0도에서 말한 ‘글쓰기의 0도’라는 것은 “이데올로기
와 ‘문화적 약속’과 같은 순수 형식주의적 전략을 거부하는 것인데, 이는 역사적 리얼리즘 서술에서의 언어적 유토피아
주의을 만들어내는 선봉파적 글쓰기를 반대”하는 것이다. 신사실주의에서의 ‘0도의 글쓰기’는 냉정하고도 객관적으로
사실적 삶을 서술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陳曉明, 中國當代文學主潮, 37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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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 및 거대한 역사의 불완전성과 불확실성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9) 핸드폰에서도 이러한 창작
성향은 바뀌지 않았다. 그저 일상의 풍경이 1980년대에서 2000년대로 바뀌었을 뿐이다.
류전윈이 그의 소설에서 일상을 대하는 태도, 다시 말하면 소설의 영역에 일상을 들여와 일상을 텍스트의
대상으로 삼는 이러한 소설 창작 방법은 르페브르(H. Lefèbvre) 의 일상생활 비판과 맞닿아 있다. 르페브르는
마르크스주의(Marxism)에서 출발하여 일상에 분석적으로 접근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론에는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르페브르는 ‘일상’이 철학이 아님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철학이 아닌’ 일상생활을 철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오히려 일상이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철
학이라는 학문 내에서 “정교하게 이론화된 체계를 벗어나” “자연과 예술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0) 르페브르의 이론에서 일상성은 “단순한 일상적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산업사회의 도시적 특징”11)이다. 르페브르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 소비 구조
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을 고발하여 우리가 이미 상실한 일상성(달리 말하면
인간성)을 회복하길 바랐다. 이러한 맥락에서 르페브르의 일상성은 일상에 숨겨진 현대성의 폭력적인 일면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르페브르가 일상성을 두 개의 지층으로 나뉘어 파악했다는 점이다.
거기(일상생활비판 입문-저자주)서 아주 대조적인 두 장의 그림이 나타났다. 그 첫 번째 그림, 그것은 일상의
비참함이다. 즉 지루한 임무들, 모욕적인 일들, 노동계급의 삶, 일상성에 짓눌리는 여성들의 삶 등이 그것이다. (중
략) 즉 경제·절제·박탈·억압·욕망 및 비천한 인생의 영역이다. 두 번째 그림, 그것은 일상의 위대성, 즉 지속성이다.
삶은 땅 위에 뿌리를 박고 영원히 지속된다.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은 육체·공간·시간·욕망 등의 전유(專有)이
다.12)

르페브르의 이론에서 말하는 일상은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 영역에 속하는 가정이나 교회, 대중문학, 학교,
여가활동, 그리고 직장 등 노동과 비노동의 범주를 포함한 ‘삶의 총체’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은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정착된 ‘비참한’ 삶이다. 이러한 삶은 노동에서 소외된 채 하루
하루를 무의미한 반복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다. 이때의 일상성이란 “자본주의하에서 단순히 억압
받고 그에 따라 나타난 단조로운 삶으로 누군가에 의해 행동과 삶의 수단을 박탈당한 채 얽매이고 같은 내용
을 단순히 반복할 뿐이며 세계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를 갖추게 되”13)는 일상성이다. 이와 동시에 르페브르는
일상을 장기지속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일상은 하루하루의 반복된다. 이러한 무한한 반복 속에서 지속되는 요
소들-육체·공간·시간·욕망 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외관상 빈약한 일상성의 밑에 숨겨진 풍요로움을 폭로
하는 일, 경박성 밑에 깔린 심오함을 드러내는 일, 범상함의 비범상함에 도달하는 일”을 일상성 연구의 목표
로 삼아야 하며, “노동자의 생활에 근거를 둠으로써만, 그리고 노동자의 창조력을 부각시킴으로써만 분명해지
고, 또 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14) 우리의 일상은 단조롭지만 단조롭지 않고 경박해 보이지만 그 안에
무한한 풍요로움과 심오함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은 비참하지만 위대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상의 이중구조는 자본주의 ‘언어’를 파헤침으로써 가능하다. 르페브르는 ‘언어’를 매개로
하여 자본주의 사회 체제를 분석한다. 그는 글쓰기, 담론뿐만 아니라 TV광고와 같은 사회적 기제 역시 언어
적 기호로 보았다. 그리고 인간 역시 스스로를 언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텍스트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중요한 점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어는 시니피앙(기의, signifiant)과 시니피에(기표,
9) 천쓰허 著, 노정은· 박난영 譯, 중국당대문학사, 문학동네, 2008년, pp.450~451.
10) 앙리 르페브르 著, 박정자 譯, 현대 세계의 일상성, 도서출판 기파랑, 2005년, p.67.
11) 위의 책, p.15.
12) 위의 책, pp.94~95.
13) H. Lefèbvre,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Introduction”, Paris: L’Arche Edituer, 1958, p.192. “이영빈, 앙리 르
페브르 H. Lefèbvre와 그의 일상생활비판론 연구–1920년대와 1930년대 문학작품에 대한 비평들을 중심으로 , 서양사
론 제54집, p.67”에서 재인용. 이 논문에서 이영빈은 르페브르가 말하는 일상성이란 곧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겪게 되
는 소외 상태”를 의미하며 르페브르의 맥락에서 소외란 곧 일상성을 지칭한다고 주장한다.
14) 앙리 르페브르, 현대 세계의 일상성,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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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é)로 분리되어 그 형식이(시니피앙) 내용(시니피에)을 담지하지 못하는 ‘말의 물질화 현상’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오직 언어의 형식만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소외당하고 있
다는 지적이다.15)
이러한 맥락에서 류전윈의 소설을 분석해보면 류전윈이 소설 속에서 그려낸 소소하고 보잘 것 없는 ‘일상’
이 문학적 힘을 획득하게 되는 연유를 이해할 수 있다. 류전윈 소설에서의 일상은 평범한 사람의 지루하고 반
복된 삶을 그려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일상의 비참함이 행간에 서려있다. 이 때 우리는 류전윈 소
설에서의 일상성 역시 이중적 구조(평범해 보이는 지루한 일상과 그 이면의 억압받는 비참한 삶)로 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0도의 글쓰기’가 주는 냉정함과 객관성은 일상의 비참함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성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는 류전윈의 소설 핸드폰을 전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언어 텍스트로 등장하는 핸드폰의 인물들
류전윈은 자신의 소설에서 ‘언어’라는 요소를 잘 활용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핸드폰은 류전윈
의 ‘말’ 시리즈로 분류되는데,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핸드폰을 둘러싼 (그리고 ‘언어’를 둘러싼) 현대인
의 일상의 단면을 그리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핸드폰은 현대인의 삶을 가장 많이 바꾸어놓은 문명의 이기다.
핸드폰은 중국에서 2003년에 출판되었고 한국어 번역본은 2007년에 출판되었으니 출판 이후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로 하여 핸드폰은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었고, 그 뒤로 발전을 거듭
해가며 우리의 삶 깊숙이에 침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그리고 있는 일상은 현재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핸드폰이 소통의 도구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핸드폰에서 언어는
홀시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핸드폰의 플롯을 이끌어가는 인물들은 총 5명이다. 주인공 옌서우이(嚴守一)는 진실을 말한다 라는 TV
프로그램의 진행자다. 그의 친구 페이모(費墨)는 옌서우이를 도와 진실을 말한다 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옌서우이와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다. 그 외에 옌서우이를 둘러싼 여성 세 명이 등장한다. 첫 번째 인물은 옌
서우이의 아내 위원쥐안(于文娟)이다. 그러나 위원쥐안은 옌서우이가 우웨(伍月)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이혼하게 된다. 우웨는 판다(熊猫)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는 나이가 젊고 육감적인 여성이다. 마지막으로 션
쉐(沈雪)는 희극학원 여강사로 옌서우이는 위원쥐안과 이혼한 뒤 션쉐와 동거한다.16) 옌서우이는 세 명의 여
성들과 각각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를 맺어나가는 방식은 세 명의 여성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형태로 진행
된다. 페이모는 옌서우이의 거짓말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옌서우이와 세 명의 여성과의 관계가 핸드폰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옌서우이를 둘러싼 이 세 명의 여성은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인물들로 등장한다. 우선 위원쥐안의 경우
과묵하며 정숙한 인물로서, 이상적인 아내로 등장한다. 그러나 위원쥐안은 시종일관 소통하기 힘든 모습을 보
여준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 풍파 없이 조용하게 살아 왔다.”17) 그러나 이 조용함
은 ‘풍파’가 없는 관계, 문제가 없는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부재로 이어지면서 더 큰 문제를 야
기하게 된다. 위원쥐안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소통의 부재를 더욱 부각시켜준다. 임신에 대한 두 사
람의 입장은 확연히 갈린다. 위원쥐안은 매일 족욕을 하고, 기공을 연마하고, 한약까지 먹었으나 옌서우이는
그러한 위원쥐안의 모습이 ‘우습다’고 느낀다. 임신이 소통의 결실이라는 상징을 지닌다면 두 사람은 이러한
소통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소통의 부재는 두 가지 상징적인 장면으로 드러난다. 첫 번째는 위원쥐안이 침대에 걸터앉아 개를
15) 위의 책, “제3장 언어현상” 참고.
16) 등장인물의 한국어 표기는 “교육부 한글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다. 2007년에 번역 및 출판된 핸드폰의 표기와는 상
이하다. 본고에서는 작품 인용 시 “교육부 한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인물의 이름을 수정하였다.
17) 류전윈 著, 김태성 譯, 핸드폰, 도서출판 황매, 2007년, p.78. 結婚十年風平浪靜。劉震雲, 手機, 長江文藝出版社, 20
10年, 4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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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안고 중얼중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는 위원쥐안이 원래 말이 없는 인물이 아니라 그저 옌서우
이와의 대화를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른 한 장면은 ‘핸드폰’을 매개로 하여 등장한다. 이혼을 하고
난 뒤에야 임신사실을 깨달은 위원쥐안은 옌서우이에게 알리지 않고 홀로 아들을 낳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옌서우이는 핸드폰을 한 대 사서 위원쥐안에게 다가간다.
그가 핸드폰을 그녀의 머리맡에 놓으며 말했다.
“당신 주려고 산 거야. 당신과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도록 해. 오늘부터 당신과 아이를 위해 2
4시간 켜놓을테니까 말이야.”
페이모가 얼른 나서서 거들었다.
“맞아!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위원쥐엔이 눈물을 닦으며 리옌에게 말했다.
“리옌 씨! 부탁 하나만 할게요.”
“어서 말해 봐!”
위원쥐안이 말했다.
“저 핸드폰 좀 치워 줘요. 더러워요.”18)

이 장면에서 옌서우이는 소통의 창구로 핸드폰을 선물한다. 그러나 위원쥐안은 핸드폰을 받지 않음으로써
소통을 거부하는 한편, 그와의 소통에 ‘더럽다’는 도덕적 판단까지 가미한다. 이는 옌서우이와 우웨의 관계에
대한, 그로 인한 옌서우이라는 인물의 사람됨에 대한 도덕적 판단으로 연결된다.
우웨는 위원쥐안과는 대조적인 여성상을 보여준다. 소설에서 그녀의 외모는 짧은 상의 밑으로 드러나는 가
느다란 허리와 농구공 같은 가슴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와의 정사는 ‘음담패설’로 대변된다.
우웨가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 짓을 하는 동안 내내 우웨는 세상에서 가장 지
저분한 음담패설과 욕지거리들을 마구 쏟아냈다. 그녀에게 홀린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깊은 곳에 있
던 가장 은밀하고 지저분한, 평소에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던 말들을 전부 내뱉었다.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두
사람은 한 순간도 쉬지 않았다.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였고 한순간도 입술을 멈추지 않았다. 몸의 갈증만 해소된
것이 아니라 위장도 더러운 욕으로 세척된 것 같았다. 철저하게 더러워지고 나니 오히려 때 묻은 옷을 벗어놓고
새 와이셔츠로 갈아입은 것처럼 온몸이 깨끗하고 상쾌해진 기분이었다. 어둠이 지나가면 환한 대낮을 맞이하는 법
이다. 옌서우이는 처음으로 욕설의 장점을 알게 되었다. 욕을 실컷 하고 나니 환골탈태한 듯이 마음이 정화된 기
분이었다. 그 짓이 마치 소독약처럼 느껴졌다.19)

이러한 대목은 우웨와의 관계가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옌서우
이와 우웨와의 관계는 그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로 규정되고, 그 텍스트는 음담패설로 가득 차 있다. 우웨를
통한 욕망의 충족은 신체적 못지않게 언어적이다. 이 때문에 다른 인물들과는 다르게 우웨를 향한 욕망은 핸
드폰 문자 메시지로 충족되는 경우가 많다. 우웨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음담패설로 채워져 있고, 마지막에는
알몸 사진까지 보낸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문자를 통한 욕망의 충족은 끝내 실질적 충족으로 이루어지지 않
는다. 옌서우이의 욕망이라는 내용(시니피앙)은 핸드폰이라는 매체를 통해 문자메시지라는 형식(시피니에)으
로 드러나지만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로 인해 욕망이 소외되고 마는 것이다. 또한 핸드폰은 옌서우이의 “타락
과 욕망을 매개하고 증폭시키는 장치”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욕망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욕망까지도 매개하고 증폭”시키고 있다.20)

18) 위의 책, pp.225~226. 也放到于文娟枕頭旁：“這個手機是给你買的。你和孩子有什麽事, 隨時能找到我。從今兒起, 我的手
機, 二十四小時爲你們開着。”费墨赶緊帮腔：“這就對了。一個人照顧孩子，不容易。” 这時于文娟擦擦泪, 對李燕說：“燕
子, 麻煩你一件事行嗎？”李燕忙站起来：“你說。” 于文娟：“帮我把手機拿開, 髒。” 劉震雲, 手機, 132~133頁.
19) 위의 책, p.111. 但讓人解渴的還不止是這些，而是在整個過程中，伍月嘴里都在說着世界上最髒最亂的話。嚴守一被她勾
得，也把心底最隱秘最脏最亂平時從無說過的話都說了出来。從凌晨兩點，到清早六點，兩人一直没有消停。身體解渴還不
說，腸胃也好像被髒話洗了一遍。彻底髒了以後，反倒像脱下髒衣服換上新衬衫一樣，渾身倒幹淨了。 劉震雲, 手機, 60
頁.
20) 박민호, 류전윈(劉震雲)의 핸드폰(手機)에 나타난 ‘장치’, ‘주체’, 그리고 ‘욕망’의 관계 , 중국어문학논집 제66호,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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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쉐는 위의 두 사람과는 또 다른 형태의 인물로 등장한다. 션쉐는 옌서우이가 위원쥐안과 이혼하고 난 뒤
에 만나게 된 여성인데, 션쉐는 뉴스 앵커와도 같은 예쁜 외모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옌서우이는 션쉐의 외
모가 아니 그녀의 ‘말’에 매력을 느낀다. 이는 그녀의 말에 일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입만 열었다 하면 철부지
같은 소리를 잔뜩 내뱉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배꼽을 잡고 웃게 했”21)기 때문이다. 옌서우이는
그녀를 홍루몽(紅樓夢)에 등장한 시녀에 비유한다. 옌서우이는 “실없는 말들이 얼핏 듣기에는 어이가 없지
만 사실 잘 들어보면 제법 명랑한 면이 있어 먹구름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을 깨달”22)았다.
옌서우이는 이러한 점이 션쉐가 위원쥐안, 그리고 우웨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옌서우이는
우웨와 ‘갈증해소’를 하지 못했으나 그러지 못하였고, 위원쥐안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녀와 이혼하게
된 것은 ‘재수 없는’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션쉐의 말들은 ‘실없다’. 다시 말하면, 션쉐의 말들은 진지한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23) 내용의 부재 끝에는 언어의 형식만이 남는다. 그러나 언어가 내용을 결여한 채 그
형식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옌서우이는 도리어 위안을 받는다. 션쉐의 말은 그 어느 것도 진지하게 받아들
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옌서우이가 션쉐와 결혼할 생각이 없이 동거하는 것 역시 이러한 언어적 관계를 반영
한다. 결혼이라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관계의 진중함은 결여한 채 ‘동거’라는 형식적 관계만이 남게 된 것이
다.
이처럼 옌서우이와 그를 둘러싼 세 명의 여성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관계를 맺고 있다. 옌서우이가 이 세
여성을 언어로 인지하는 순간, 3명의 여성들은 모두 옌서우이 앞에서 하나의 텍스트로 기능하게 되고, 텍스트
의 형태로 소비된다. (위원쥐안의 경우 소통을 단절시킴으로서 소비되길 거부한다.) 이러한 텍스트를 소비하
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에 불과한 ‘허구’를 소비하는 것과 다름없다. 르페브르는 실체와 형식이 실제로는 일
치하지 않지만 일치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자본주의적 장치를 ‘허구적 통일성’이라 부른다. 그리고 소비자
들은 이러한 ‘허구적 통일성’을 통해 소비의 기호를 소비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때 소비의 기호는 ‘기술·부·행
복·사랑’과 같은 기호들로, 이러한 “기호와 의미작용이 감각을 대신”하게 된다.24) 이와 마찬가지로, 핸드폰
에서 인물들 사이의 관계가 ‘언어’로 드러나는 순간, 이들 사이의 관계는 기호화 된다. 이 때문에 옌서우이가
언어를 통해 받아들이는 대상(소비의 기호)과 그 실질적 대상 것(소비하고자 하는 실체) 사이에 불일치가 일
어난다. 이는 옌서우이도 마찬가지다. 옌서우이는 각각의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 세 명의 여성들
이 바라고 생각하는 옌서우이의 모습은 상이하다. 옌서우이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그 여성들이 원하는 모습
으로 자기 자신을 표출하기 때문이며,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매개체는 바로 ‘핸드폰’이다.

4. 핸드폰에 드러난 이중적 현실인식
초기 소설부터 시작하여 류전윈은 평범한 중국 인민들의 일상에 주목했다. 류전윈이 소설 속에서 그려내고
있는 일상은 바닥에 하나 가득 깔린 ‘닭털’ 같은 것이다. 닭털처럼 가볍고,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널
려 있다. 류전윈은 소설에서 바닥에 깔려 있는 하찮은 닭털들을 묘사한다. 그러나 류전윈의 그 묘사 이면에는
보다 더 심오한 일상이 자리 잡고 있다.
류전윈은 핸드폰의 한국어판 서문 에서 “핸드폰은 비밀을 들춰내기 위해 쓰인 소설이 아니라 모든 사
람들에게 말의 역사를 밝히기 위한 작품”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온갖 헛소리들이 인간의 사회관계와 가치지
향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고 모든 개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이는 곧 “언어의 범람이 모든 사
람들의 신변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25) 따라서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일상이 곧 핸드폰에서의 ‘닭털’

1년.
21) 류전윈, 핸드폰, p.150. 她一張口就傻不棱登, 句句讓人好笑。劉震雲, 手機, 85頁.
22) 위의 책, p.150. 傻話看似傻，原來理邊還有明朗的一面。劉震雲, 手機, 85頁.
23) 옌서우이는 “예전에는 그녀가 위원쥐안이나 뉴스앵커처럼 겉모습은 예쁘지만 속은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느껴졌었다”
라고 말한다. 위의 책, p.150 過去覺得她像于文娟一樣, 或像新聞節目主持人, 中看不吃中. 劉震雲, 手機, 85頁.
24) 르페브르, 현대세계의 일상성, p.214.
25) 류전윈, 핸드폰,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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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설 속 인물의 형상 및 인물 간의 관계가 ‘언어’로 드러난다는 것은 소설 속
일상 역시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상이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이
상, 류전윈 소설 속 일상은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일상을 향한 이중적 인식, 즉 이중적 현
실 인식은 두 가지 상징적인 장면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장면은 류전윈이 션쉐를 따라 실험 연극을 보러 갔을 때의 일이다. 션쉐는 옌서우이는 동거를 시
작하고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와의 결혼을 꿈꾼다. 옌서우이는 션쉐의 말과 눈빛, 행동거지가 달려졌다
고 느꼈다. 이러한 션쉐의 변화에서 동거 이면에 또 다른 목적(즉, 결혼)을 향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게 된다. 그는 “방금 본 실험연극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것 같지만 그 속에 뭔가 목적이
숨어 있듯이 그들의 생활에서도 실험과 시적 분위기는 어느새 슬그머니 사라지고 없었다”26)고 생각한다. 션
쉐와 옌서우이의 동거도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 실험 연극도 모두 ‘급진적’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급진적 형식과 그 형식이 담지하고 있는 실체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다. 션쉐는 동거라는 관계를 결
혼으로 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 때문에 옌서우이가 실험적이며 시적이라고 생각했던 동거는 기존의 사회 체
제 내로 흡수되고 만다. 그들이 보고 있는 실험연극 8과1/2 또한 마찬가지다. 연극의 내용은 아연판으로 건
물 안에 있는 창문들을 가리는 것이었는데, 연극 감독 후라라(胡拉拉)가 이러한 작업을 노동력과 경제적가치
로 환산시킴으로써 예술 영역에 존재하던 연극이 현실로 편입된다. 그 순간 연극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서게 된다. 옌서우이는 이러한 점을 예리하게 포착한다.
“어쨌든 저는 오늘의 연극이 우리의 실제 삶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삶이면서도 삶
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이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할까요. 때문에 제 사촌 형은 농사꾼
이지만 후라라 씨는 뛰어난 연출자입니다. 이런 연극은 한 번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아쉽게도 내일
이 건물을 허물어 버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연극은 다시 볼 수 없게 되겠죠.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
다. 저는 돌아가서 천천히 오늘 본 것들을 소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27)

옌서우이는 창문에 아연판을 붙이는 연극의 행위를 현실에서 이루어졌던 일, 산시(陝西)의 시골집에서 담장
을 올렸던 일에 비유한다. 전자는 연극이고 후자는 현실이지만 연극이 현실을 모방함으로써 연극과 현실의 경
계는 모호해진다. 이 말을 마친 뒤 옌서우이는 연극이 끝났다는 생각에 공연장을 떠나려고 한다. 이 때 션쉐
는 아직 연극이 끝나지 않았으며 옌서우이의 공연평 마저도 연극의 일부였음을 일깨워준다. 이는 소설과 현실
의 관계에도 대입시킬 수 있다. 핸드폰에 묘사된 현실은 현실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현실은
아니다. 그렇다면 소설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은 페이모가 쓴 책에서도 드러난다. 페이모는 말하기라는 제목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펴내는데, 옌서우이는 이 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을 내린다.
이해를 못했다는 것은 책에 대단히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문제는 책에 담긴 글 전
체가 너무 난해하고 껄끄럽다는 것이었다. 이런 글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책을 읽는 맛이 마치 초를 씹는 것 같
았다. 사람들의 ‘말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책에 ‘사람이 말한다’는 대목은 한 군데도 없었다. 페이모는 평소에 꽤나
유머감각이 있는 사람이고 진실을 말한다 를 위해 훌륭한 아이디어도 많이 내놓았지만 책에서는 완전히 얼굴이
굳어져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 28)
26) 위의 책, p.204. 好像同居並不是目的，同居之後還有别的。也像正演的實驗話劇一樣，表面看先鋒和試驗，其實骨子里也有
目的，這時試驗和詩意便消解了。
27) 위의 책, pp.206~207. 但我覺得今天的演出比生活深刻。是生活，又高於生活。是它，又不是它。所以我堂哥是一農民，胡
拉拉是一位非凡的導演。這樣的話劇，看一遍是不够的，可惜我聽說這座廠房明天就要拆，演出又不能重複。好。很好。我
回去再好好消化消化。劉震雲, 手機, 120頁.
28) 위의 책, pp.280~281. 没看懂可以證明書中學問大,問題是費墨書理的每一句話都顯得艱澀和擰巴，這些艱澀的句子連成一
片，讀起來就味同嚼蠟。硏究人們“說話”的書，通篇没有一句是“人話”。費墨在生活中還是一個挺幽默的人，給有一说一出
了不少好主意，怎麽一到書理，就板起臉來成了一個無趣的人呢？劉震雲, 手機, 16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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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방법을 연구한 책에 실제로 사람이 말을 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실제 내용은 일치 하지 않는다. 등장인물들이 언어로 표현됐을 때, 그 언어적 표현이 인물들의 주
체성을 담지하지 못하듯 말하기라는 책의 제목도 ‘말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을 표현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
에 옌서우이는 페이모의 책에서 션쉐와 함께 봤던 실험연극 8과 1/2 을 떠올리게 된다. “양자의 목표와 표현
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았다”.29) 우리가 감각으로 포착하는 언어, 책, 혹은 연극이라는 것은 형식
에 불과하다. 그 내용은 형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핸드폰에서 묘사하는 일상성은 이렇듯 형식과 내용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과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류전윈이 감정을 배제한 ‘0도의 글쓰기’로 담담하게 그려낸 일상성은
어찌 보면 일상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류전윈은 그 형식 이면에 존재하는 실체와 형식이 불일치함
을 암시하면서 독자들에게 우리의 일상은 이중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일상의 형식 너머에 존재하는
실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안타까운 점은 핸드폰이 일상의 이중적 형식을 드러내는 데 만족한다는 점이다.30) 속 등장인물들, 그 중
에서도 특히 옌서우이는 그저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며 ‘혁명’의 축제31)를 외면한다는 점이다.32) 션쉐와 페이
모의 아내인 리옌만이 남편의 통화 내역서를 뽑아보는 소심한 혁명을 시도해 보았으나 그 역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옌서우이는 더더욱 현실 도피적 성향을 보인다. 그는 핸드폰을 매개로 하여 끊임없이 거짓말을
늘어놓지만 결국 그 거짓말들 사이에서 질식할 지경에 놓인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옌서우이는 하늘에 대고 손가락으로 “할머니! 얘기 좀 하고 싶어요.”라는 글귀를 써
넣는다. 이러한 옌서우이의 행위 역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는 옌서우이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되기
이전, 즉 TV 예능 프로 사회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갖기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언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어린 시절 가지고 있었던 가장 원초적 감정이라 할 수 있는 엄마를 향한 감정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
러나 이 감정은 ‘말’을 매개로 하지 않았다. 오직 하늘을 향해 손가락으로 “엄마, 어디 있어요”라는 글귀를 새
겨 넣을 뿐이었다. ‘말’을 매개로 하지 않은 그의 감정은 엄마를 향한 감정과 할머니를 향한 감정 밖에 없다.
소설에 등장하는 세 명의 여성을 향한 감정이 모두 이중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단일한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은 오직 엄마와 할머니를 향한 감정뿐이다. 그러나 그 글씨마저도 5분, 7분이라는 시간만 지속될 뿐이다. 엄
마와 할머니를 향한 감정 역시 그리 길게 지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우리는 옌서우이가
자신의 감정을 애써 ‘말’로 표현하기 보다는 그 ‘말’을 회피해버리는 쪽을 택해 버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말’이 아닌 허공에 글씨를 쓰는 행위는 오직 이 방법만이 자신의 감정을 온전하게 담지 해 낼 수 있다
는 메시지로 다가온다.

5. 나오는 말
르페브르는 ‘리듬’33)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 사회 및 그 사회 내의 존재를 새롭게 분석할 필요성을 역설했
29) 위의 책, p.281. 他们雖然追求不同，表現不同，但最後是殊途同歸。劉震雲, 手機, 168頁.
30) 이 이중적 형식을 드러내는 방식 역시 전면적으로 그려내기 보다는 ‘0도의 글쓰기’,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일상성에
주목하는 것에 그친다.
31) 르페브르는 혁명이 폭력성을 지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상과의 단절, 그리고 축제의 부활”로 해석한다. 이는 곧
소외를 재생산하는 반복되는 일상에 개입하여 반복의 고리를 끊어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은 “경제적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측면만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일상의 종식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혁명은 일상의 근간이라
고 할 수 있는 반복을 거부하고, 새로운 일상을 구성하는 ‘축제’인 것이다. 르페브르, 현대세계의 일상성, p.96.
32) 천쓰허는 신사실주의 작가들이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원인이 중국 사회의 현실적 한계에 있다고 보았다. “90년대 초
많은 지식인들은 정치 개혁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5·4 신문학 운동 이래 점진적으로 형성된 엘리트 의식을 부정하거
나 회피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신문학 전통으로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하던 현실 전투정신 역시 점차 약화되었기 때
문이다. 신사실소설은 이러한 특수한 배경 아래 뚜렷하게 현실 도피적 경향을 드러낸다.” 천쓰허, 중국당대문학사, p
p.438~439.
33) 리듬은 “공간의 시간성, 시간의 공간성을 매개하는 장치”이며, 리듬을 분석함으로써 “시공간의 변증법적 작용의 결과

225

ㆍ

東亞大學校 孔子學院 大韓中國學會

2017年度 秋季 國際學術大會 (2017.11.25.)

다. 그렇기 때문에 ‘리듬분석가(rhythmanalyst)’는 이러한 사회의 리듬을 관찰하여 우리의 생활을 억압하는 단
일한 리듬을 지양하고,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리듬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리듬의 구조를 파헤
치는 일을 우선시한다. 리듬분석가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리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류전윈은 어떤 의미에서 ‘리듬 분석가’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핸드폰이
라는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둘러싼 사회의 각종 현상들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여 ‘언어’를 매개
로 한 일상성을 새롭게 구성해 냈다. 각각의 인물들은 ‘언어’로 표현되고, 또 그 표현된 ‘언어’로 소비된다. 그
러나 이 언어는 인물들의 실체를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하면서 소외를 불러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옌서우이
는 하나의 여성을 만나고,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반복된 리듬 속에서 감정적 만족을 느끼
지 못한 채 한 여성에서 다음 여성으로 옮겨가게 된다.
류전윈이 소설에서 축제와도 같은 ‘혁명’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으로 남을 수는 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성이라는 소재를 소설 전면에 부각시킨 점, 그리고 그 일상의 이중구조를 ‘리듬분석가’적
인 자세로 파헤친 점 등은 일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삶의 실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이
유에서 류전윈 소설 속의 소소하고도 보잘 것 없는 현실 묘사, 그리고 담담한 문체는 더 큰 문학적 역량을 발
휘하며 우리에게 소외의 반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자그마한 실마리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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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 몸이 현전하는 것’”을 규명하고자 했다. “혹자는 리듬을 ‘공간의 시간적 물화(物化)’라 했다.” 르페브르는 리듬이
정확히 무엇이라고 정의내리지 않았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과 공간이 변증법적으로 결합된 산물이라고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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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현대문학 분과】 발표 ③

의 東西文化觀

錢鍾書 談藝錄

― 西學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지연*1)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錢鍾書 西學 인식의 知的 토대
3. 錢鍾書 談藝錄의 東西文化觀: ‘合致’와 ‘相補’
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첸중수(錢鍾書, 1910-1998)의 문예비평서 담예록(談藝錄)1)은 관추편(管錐編)(1979)과 더불어 그의 학문
적 이상, 지향점을 고스란히 담아낸 대표적인 학술저서로 평가받고 있다. 담예록의 집필은 본래 중국 고전
시가(詩歌)에 대한 첸중수 개인의 관심과 감상의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는 단순한 감상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문학정론에 대해 ‘비평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좁게는 문학사적(文學史的)으로, 넓게는
동서고금의 문예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쟁점에 관한 오류를 지적하고 보완하고자 했으며, 중국과 서양의 고전
및 문학이론에 대해 상호 비교(參較), 상호 참조(參互)를 진행하여 동서고금의 문예 전반을 포괄적으로 아우
르고자 했다.2)
흥미로운 사실은 담예록 초판본 출판 이후 담예록은 당시 민국(民國) 평론계의 호평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혹자는 이를 가리켜 “시비를 분명히 가리는데 소홀히 함(疏於辩正)”, “조어(造語)가 부적절함(造语失
贴)”, “인용이 면밀하지 못함(證引未周)”, “문장에 오류가 있음(文有脱误)”, “해석이 타당하지 못함(诠释欠妥)”,
“평어(評語)가 모순적임(评语自相矛盾)”, “주해(註解)가 넘치거나 누락되어 있음(註或衍或漏)”3)이라는 7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이는 담예록이 형식적으로는 ‘시화(詩話)’의 전통 문체와 난삽한 문언(文言)
으로 작성된 점, 방법론적으로는 백여 종 이상의 중국 역대 시화를 논거로 삼은 점, 더불어 동서고금의 문예
제반에 관한 방대한 화두들을 다루었기에 비평가들마다 상이한 수용 양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
80년대 초반에 이르러 담예록 개정판이 출간된 후 중국 출판계, 전학(錢學)4) 학파를 비롯한 학계의 주목을
* 한밭대학교 중국어과 강사
1) 본 논문에서는 1948년에 상하이(上海) 개명서점(開明書店)에서 출간된 담예록 초판본이 아닌, 1984년에 베이징(北京)
중화서국(中華書局)에서 출간된 ‘개정판(補訂本)’을 주요 판본으로 삼고자 한다. 이하 본문과 각주에서는 출판정보(출판
지, 출판사명, 출판연도)를 제외하고 저자명, 저서명 및 쪽수만 명기하고자 하며, 담예록 번역문은 이홍진의 談藝
錄飜譯 을 일부 참고하고자 한다. 이 외에 담예록의 탈고와 출간 과정, 초판본과 개정판의 차이, 담예록이 국내
학계에 소개된 경로에 대해서는 拙稿, 錢鍾書 談藝錄 에 나타난 비평의식 - 第一則 詩分唐宋 을 중심으로 (중국학
연구, 제70집, 중국학연구회, 2014), 69-70쪽을 참고할 수 있다.
2) 上同, 87쪽 참고.
3) 阎简弼, 评钱锺书著谈艺錄, 燕京学报第35期, 1948年12月, 271-283쪽.
4) 전학(錢學)의 형성 배경과 역사, 그리고 전학 연구자들의 주요 연구 성과(단행본 및 논문류)는 龚刚의 钱锺书與文艺的
西潮(天津, 南开大学出版社, 2014), 240-250쪽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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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으며, 후대 연구자들에 의해 점차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저서의 새로운 학술적 가치를 발굴해낼 수 있었
다. 이에 근거하여 국내 학계와는 달리5) 중국 학계의 연구 동향을 살펴봤을 때, 최근까지도 담예록에 대한
학술논문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점6)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은 담예록을 비롯한 첸중수의 학술
저서가 비단 소위 첸중수의 학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파7)인 전학의 영역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바이다.
상기 내용을 통해 문예비평서로서의 담예록이 지닌 학술성과 그 연구 가치가 충분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더불어 담예록에 대한 국내 학계의 연구 성과가 상당히 미비한 점을 인지했을 때, 추후 다방면에서의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 또한 환기시켜주고 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담예록은 동서고금의 문예에
대해 상당히 포괄적으로 다룬 문학비평서로서 역대 중요 문인(작가)들과 작품들에 대해 분석과 고증을 진행
하였다.8) 이처럼 문예 제반의 각종 화두들을 논함에 있어 그는 자신의 생각을 먼저 명시한 뒤 여러 전적(典
籍)에서 관련된 부분을 찾아내거나, 먼저 전적을 인용한 뒤 그 안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증명이나 반박을 하면
서 겹겹이 인용을 하는데, 그 논리와 자료 제시가 주도면밀하다. 또한 담예록의 각 장절은 ‘독립적’이면서도
장절 사이가 ‘유기적’9)이며, 모두 더 큰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10)되고 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본 논문은
첸중수와 서학(西學) 간의 상관성을 연구의 진입점(entry point, 切入點)으로 삼아 중국 최초의 ‘중서(中西) 비
교 시학서(詩學書)’11)로 평가 받는 담예록의 동서문화관(東西文化觀)12)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
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첸중수와 그의 모든 저서(문학작품, 학술저서)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름 아닌 ‘통섭성(打通, theory of
merging)’이다. 그는 여러 외국어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13), 특정 분야, 영역에 얽매이지 않고 인문학의 모든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통섭적’으로 여러 학문을 수용하였다. 특히 서양 고전과의 상호 비교, 서양 문학이
론을 연구의 주요 참조계(參照系)로 삼아 중국 고전을 새롭게 해석하고 동서비교시학 및 비교문학이라는 학
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러한 점은 비단 중국 고전 및 중국 전통학문 못지않게 ‘서학’이 첸중수의 학자
적 사유 및 그의 학문 형성에 커다란 영향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적 측면이든, 콘
텍스트적 측면이든 국내에서 첸중수와 서학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개별 연구 성과에서 간단한 언급에만 그
쳤을 뿐, 이를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 성과는 전무하다. 심지어 첸중수의 영문 저작에 대한 연구14) 역시 전혀
5) 이홍진의 번역논문 談藝錄飜譯 을 제외하고 담예록에 관련된, 혹은 이를 직접 연구한 국내 학술논문은 이치수의
錢鍾書의 陸游論 (중국어문학, 70권, 영남중국어문학회, 2015)과 한지연의 錢鍾書 談藝錄 에 나타난 비평의식 第一則 詩分唐宋 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70집, 중국학연구회, 2014) 두 편뿐이다.
6) 현재(2017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첸중수 담예록 관련 주요 연구 성과로는 浅谈钱钟书谈艺錄中李
长吉诗论 (钱甜甜, 大众文艺, 2016年11期), 再论钱钟书对“神韵说”的误解 (曹顺庆；芦思宏, 武汉大学学报, 2016年05
期), 论钱钟书谈艺錄中引文翻译的创新性 (王凤, 陝西教育, 2015年04期), 思想的、学术的怎样成为诗歌艺术的?――
谈艺錄的谈艺標準探析 (温玉林, 阴山学刊, 2015年06期), 从人境庐诗草到静庵诗稿――对钱钟书谈艺錄的“照着
说”與“接著说” (夏中义, 华东師範大學学报, 2014年06期), 谈艺錄校读献疑三则 (刘雄, 西南民族大学学报, 2013年05
期) 등이 있다. 상기 연구 성과는 중국 학술논문 웹사이트 CNKI에서 검색하였다.
7) 程裕禎編, 中國學術通覽, 北京, 北京語言學院, 1995, 572쪽 참고.
8) “這本書是作者在文藝批評方面的創作，裡面有中西文藝理論的比較硏究，歷代重要作家與作品的批判及重要作品的箋釋和考
證，每一論述無不詳證博引，考證精博。” 開明書店初版新書三十七年四五六月份欄目 , 國文月刊, 第70期, 1948.8.
9) 이는 ‘전체’와 ‘부분’의 상호 관계를 중시했던 첸중수의 학문적 지향점과 그의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해석의 순환(闡
釋之循環, Hermeneutics circle)’을 가리킨다.
10) 동아시아출판인회의 기획, 동아시아 책의 사상 책의 힘: 동아시아 100권의 인문도서를 읽는다, 한길사, 2010, 198쪽
참고.
11) 赵杰，赵卜筠编著, 中国人应该知道的文学之最, 南寧, 廣西人民出版社, 2014, 216쪽 참고.
12) 여기서 사용한 ‘동서문화관’이라는 용어는 동서고금을 모두 아우르는 첸중수 학문의 ‘통섭성(統攝性)’ 및 그의 폭넓은
사유와 학문적 통찰력에 근거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13) 이와 관련하여 벨기에 출신 한학자 피에르 릭만(Pierre Ryckmans)은 1983년 6월 10일에 일간지 르 몽드(Le Mond
e)에 발표한 글에서 첸중수를 가리켜 “오늘날의 중국 및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유일무이
하다.(Sa connaissance de la littérature chinoise du patrimoine occidental, de la littérature universalle, est prodigieus
e. Qian Zhongshu n’ a pas son pareil aujourd hui en Chine et même dans le monde.)”고 평가한 적이 있다.
14) 張隆溪는 첸중수를 오롯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중문 저서뿐만 아니라, 영문 저서에도 필히 주목해야 한다고 자신
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張隆溪, 17、18世纪英国文学中的中国中译本序 (任繼愈主编,国际汉学第11辑, 郑州, 大象
出版社, 2004), 95-96쪽 및 张隆溪著；韩晗主编, 张隆溪文集第三卷, 臺北, 秀威资讯科技股份有限公司, 2013, 364쪽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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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지 않았으며, 첸중수의 서학관(西學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위논문과 학술
논문을 막론하고 첸중수를 논한 기존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그의 장편소설 포위된 성(圍城)(1947)을 분석한
것이고, 그의 학술저서를 논한 학술논문은 수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의 첸중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그지없다. 이는 첸중수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수식어인 ‘국학대사(國學大師)’, ‘문화곤
륜(文化崑侖)’15) 등 소위 후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론(定論)을 당연하게, 혹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데에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겠다.
둘째, 첸중수와 서학과 관련하여 국내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이미 연구가 진행된 바, 해당 연구는 해석학,
해체주의, 형식주의 비평, 비교문학, 심리학, 신(新)역사주의 등 총 6가지 영역에서 첸중수와 서학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하였다.16) 특히 해당 연구가 단행본의 형식으로 첸중수와 서양 학문과의 상관성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한 점은 첸중수 연구 영역 개척에 일조한 바, 필자 역시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위 분과 학문의
이론적 특성과 ‘틀’만 가지고 담예록의 동서문화관을 오롯이 읽어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
하는 바이다. 더불어 첸중수의 동서문화관은 소위 동도서기(東道西器), 중체서용(中體西用), 화혼양재(和魂洋
才) 등의 이원적 일원론(二元的一元論)식 사상(정신)과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기에, 이 역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이러한 판단을 한 근거는 다름 아닌 첸중수라는 인물과 그의 모든 글쓰기가 지닌 ‘비(非)체계
성’에 착안하였다. 첸중수의 글쓰기는 대부분 그의 개인적 독서(讀書) 습관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첸중수
가 소위 ‘국학대사’, ‘문화곤륜’ 등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때와 장소, 장르와 분야를 가리지 않는 그만의 폭
넓은 ‘독서습관(讀書習慣)’과 꾸준한 ‘독서필기(讀書筆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축적된
첸중수의 방대한 지식, 감회 및 사유의 ‘파편’들은 다양한 문장체재(文章體裁)와 문체의 혼용 하에 매우 무질
서하게 흩어져 있으며17), 이러한 문체적 특성은 특히 담예록, 관추편에서 더욱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즉,
첸중수의 ‘동서문화관’이라는 사상적 측면을 논함에 있어 특정 서양 이론의 틀에 맞추는 것보다는, 서양의 문
학, 학문과 문화를 접했던 일련의 경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어진 첸중수만의 ‘체득(體得)’, ‘심득(心得)’과 학
문적 ‘감회(感懷)’를 통해 논하는 것이 본 논문의 취지와 부합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첸중수와 그의 학문
을 이해하는데 더욱 유용할 것이라 여기는 바이다.
담예록을 이해하는 데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우선 첸중수와 서학의 수용 경로
를 총체적으로 검토함으로서 1차적으로 선행연구의 미비함을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담
예록에 반영된 첸중수의 동서문화관과 (동도서기, 중체서용, 화혼양재 등의) 일반적인 동서문화론과의 차이점
을 밝혀 학자 첸중수와 그의 학문에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2. 錢鍾書 西學 인식의 知的 토대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첸중수와 그의 저서에 대한 연구는 당시 중국 대륙의 전학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
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첸중수 열풍(錢鍾書熱)’으로 지칭되는 문화 현상 역시 첸중수라는 인
물을 알리는 데 일조하였던 바,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서구 한학자(漢學者)들 역시 중국 못지않게 첸중수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서구 학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점은 다름 아닌 서양의 문학과 분과 학
문에 정통했던 첸중수의 박학다식함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저명 한학자 시어도어 후터스(Theodore D.
Huters)는 홍콩 명보월간(明報月刊)에 발표한 글에서 “중국문학 연구자들도 첸중수처럼 동서 문화 차이의
견고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유럽의 문인 세계로 들어오기를 바란다.”18)고 언급하였고, 포위된 성을 번역한
고.
15) ‘문화곤륜’이라는 용어는 1986년 전후에 작가이자 전학의 대표 연구자인 수잔(舒展)이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당사자
였던 첸중수는 전학 학자들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한다.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白文刚编著, 大师(北京, 光明
日报出版社, 2004), 379쪽을 참고할 수 있다.
16) 季进의 钱钟书與现代西学(上海, 上海三联书店, 2002)이 이에 해당된다.
17) 拙稿, 錢鍾書의 비평적 글쓰기와 管錐編 연구를 위한 小考 ,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중국현대문학, 제67호, 2013, 35
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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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한학자 모니카 모쉬(Monika Motsch)는 “포위된 성은 세계적으로 중국문학과 서양문학이 융합된 첫
번째 소설”19)이라고 호평을 내렸다. 이들의 평가가 공통적으로 주목한 점은 바로 동양(중국)과 서양을 아울렀
던 첸중수의 깊고도 넓은 문학적, 학문적 스펙트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하단의 인용문에 중요한 단서가 제
시되어 있다.
나는 린수의 번역소설을 읽고 나서 외국어에 대한 흥미가 생겨났다.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발간한 린수
번역소설총서(林譯小說叢書)는 내가 12세 때의 대발견이었던 바, 그의 번역소설은 나를 수호전(水滸傳), 서유
기(西遊記), 요재지이(聊齋志异) 이외의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었다. 나는 먼저 량치차오(梁啓超)가 번역한 십
오소호걸(十五小豪傑), 저우구이성(周桂笙)이 번역한 탐정소설 등을 읽었지만, 모두 재미없었다. 린수의 번역소설
을 접한 후 나는 비로소 서양소설의 매력을 알게 되었다. 나는 린수가 번역한 해거드(Henry Rider Haggard), 디
킨스(Charles Dickens), 어빙(Washington Irving), 스콧(Walter Scott), 스위프트(Jonathan Swift) 등의 작품을 여
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 만약 내가 그 당시에 영어를 배워야 할 동기를 꼽으라면 해거드 및 그들의 모험소설을 걸
림돌 없이 읽는 것이었다.20)

상기 인용문의 핵심은 바로 린수(林紓, 1852-1924)의 번역소설이다. 린수가 번역한 소설은 소위 ‘임역소설
(林譯小說)’이라고 지칭될 정도로, 중국의 번역사(飜譯史)에서 린수가 남긴 업적과 그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린수의 번역소설은 세계문학에 대한 당시 독자들의 안목을 넓히고 심미적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
니라, 더 나아가 중국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세계문학을 통해 자국문학인 중국문학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일
조하였다.21) 이러한 문화적 현상은 당시 임역소설이 지녔던 보편적 영향력을 의미하는 바, 이를 첸중수에게
적용하였을 때 임역소설은 그가 유년 시절의 가학(家學) 및 중국 전통 학문 습득이라는 필연적 배경 하에서
도22) 첸중수의 문학 창작 이상을 고무하는 발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만의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구축하게 된 중요한 동기였다.
소위 서학의 수용이라는 문제는 당시 근현대 중국 지식인들의 사상 전개와 학문에 있어 긍정적, 부정적 측
면을 막론하고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중국에서의 서학 수용은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라는 질곡의 근현대사에서 기인하고 있는 바, 이러한 현실은 오히려 서학의 수용을 더욱 가능하
게 할 수 있었던 직접적 원인이었다. 이를 학술 영역에 적용하였을 때 소위 국학으로 지칭되는 중국의 학문
(中學)과는 달리 서학은 그 자체의 실용성과 체계성으로 인해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첸중수의 학술 연구에 있어 서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체계는 그의 학문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었기
때문에, 첸중수의 서학 인식과 수용 과정을 ‘역추적’하는 작업의 진행은 일정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 여
겨지는 바이다.
이에 근거했을 때 우리는 ‘칭화대학(淸華大學)’ 수학(修學)과 ‘구미(歐美) 유학’ 경험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겠다. 비록 첸중수와 동시대(同時代)를 살았던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이국(異國)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
사하고 유학을 다녀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당시 칭화대학 출신들이 대체적으로 일본이 아닌 구미 국가
에 유학을 갔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의 학문 연구 저변에
깔려있는 ‘통섭성’은 소위 민족 존망과 계몽 등의 국가적 차원에서 비롯된, 혹은 의식적으로 ‘서양을 학습한
18) 胡志德(T．D．Huters), 寻找钱钟书 , 明报月刊, 1999年2月號.
19) 포위된 성의 독일어판 서명은 “Die umzingelte Festung”(SchirmerGraf, 2008)이다.
20) “我自己就是读了林译而增加学习外国语文的兴趣的。商务印书馆发行的那两小箱《林译小说丛书》是我十一二岁时的大发
现，带领我进了一個新天地、一個在《水浒》、《西游记》、《聊斋志異》以外另辟的世界。我事先也看过梁启超译的《十
五小豪傑》、周桂笙译的侦探小说等，都觉得沈闷乏味。接觸了林译，我才知道西洋小说会那麽迷人。我把林译哈葛德、迭
更司、欧文、司各德、斯威夫特的作品反復不厌地阅览。假如我當时学习英语有什麽自己意识到的動機，其中之一就是有一
天能够痛痛快快地读遍哈葛德以及旁人的探险小说。” 钱锺书, 林紓的翻譯 , 七缀集(修订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
94, 82-83쪽. 이하 저자명, 편명(篇名) 혹은 저서명, 쪽수만 명기.
21) 阿英著, 晚清小说史,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1980, 182쪽.
22) “余童时从先伯父與先君读书，经, 史, ‘古文’而外，有《唐诗三百首》，心焉好之。独索冥行，渐解声律对偶，又发家藏清代
名家诗集泛览焉。及毕业中学，居然自信成章，实则如鹦鹉猩猩之学人语，所谓‘不離鸟兽’者也。” 钱锺书, 槐聚诗存ㆍ序,
北京, 三联书店,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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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向西方學習)’이 아닌, 학문을 향한 강렬한 욕구 충족과 학문적 소양의 심화라는 ‘개인적’ 차원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경험들은 좁게는 첸중수와 서학과의 연관성 뿐만 아니라 넓게는 청
년 첸중수의 지적(知的) 성장 및 그가 본격적인 학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데 결정적인 환경과 토대를 마련
해 주었던 중요한 배경이기에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첸중수와 칭화대학과 관련된 일련의 일화들은 현재까지도 첸중수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있
는 영역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특정 인물의 개인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
기가 쉽지 않기에 일종의 가십거리로 간주되기가 쉽다. 하지만 적어도 민국(民國) 시기 학술사(學術史)를 논
함에 있어 이러한 가십거리 이면에 내재된 문헌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을 것
이다. 당시 칭화대학 초대 총장이었던 뤄자룬(羅家倫, 1897-1969)이 기존의 전례를 깨고 수학 성적 미달이었
던 첸중수의 입학(1929)을 허가한 일23), 첸중수가 칭화대학 영문과 재학 시절 우한(吴晗, 1909-1969)24), 샤나
이(夏鼐, 1910-1985)25)와 더불어 ‘칭화 삼재자(三才子)’로 불리면서 대학 도서관의 수많은 장서(藏書)들을 섭렵
한 사실 등은 여전히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유명한 일화이다. 더불어 문과와 이과, 과거와 현재, 중국과 외국
의 ‘회통(會通)’을 주요 교육 이념으로 삼아26) 다방면에 능통한 인재(通才) 양성을 추구했던 칭화의 혁신적인
‘학풍(學風)’이라는 객관적 측면27)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칭화 경험이 청년 첸중수에게 실로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첸중수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대학에 입학하고서는 오로지 서양의 언어와 문학을 공부하였다. 아직도 틈이 많아서 옛날에 좋아했던 것을 허
락하고 힘썼다.……주(註)를 가지고 본문과 대조하여 바로 잡아서 訴訟을 들을 때의 양쪽과 같이 하였다. 때때로
또 인용된 책을 검색하여 그것의 시비(是非)를 증명하였다. 따라서 문장을 쓰고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屬詞比事)
심혈을 기울여야 함(慘淡經營)을 체득하고 고찰하여 내가 붓을 잡을 때 스스로 운용하는 도움으로 삼았다. 점차
종파(宗派)가 판연히 나누어지고 체재(體裁)가 구별되며, 심지어는 말이 현격하게 다르고 땅을 마주하여 막히고 끊
어짐을 깨닫게 되었지만, 시적 안목(詩眼)과 글을 이해하는 마음(文心)은 언제나 (내 마음에) 거슬림이 없었고 은
연중에 들어맞았다. 작자의 신세와 교유에 이르러서는 서로 비교하여 말단적인 것은 억제하고, 단지 남은 여력으
로 곁에서 언급했을 뿐이다. 외로이 어두운 곳을 향했으니(孤往冥行), 얻지 못하고도 얻었다고 일컫는 것이다(未得
謂得).28)

상기 인용문에는 그 어떠한 유파 혹은 학파에 속하는 것을 철저히 거부했던 첸중수의 ‘비주류적(非主流的,
against the mainstream)’·‘반조류적(反潮流的 anti-current)29)’ 기질과 자기의식,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내
23) 첸중수와 입학 동기였던 저우페이즈(周培智)의 회고문 오십년 전의 칭화(五十年前的清华) (清华通讯新67期)에 첸중
수의 입학과 관련된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凡是国、英、算三门主科中。有一科目考分在85分以上，一定錄取……各科
平均分数及格，合乎入大学標準，也能錄取。” 상기 내용은 1차 자료 확보의 한계로 인해 汤晏著, 一代才子钱鍾书(上
海, 上海人民出版社, 2005), 92쪽에서 재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24) 본명은 우춘한(吴春晗)이며, 명사(明史) 연구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다. 윈난대학(雲南大学), 시난롄허대학(西南联合大
学), 칭화대학 등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후에 베이징시 부시장,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역사연구소 학술위원 및 베이
징시 정협(政協) 부주석 등을 역임하였다. 1961년에 역사극 해서파관(海瑞罷官)을 발표하였으나, 문화대혁명 시기 필
화 사건에 휘말리며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나머지 옥중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25) 본명은 쭤밍(作铭)이며, 고고학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칭화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중국과학원(中国
科学院) 원사(院士)를 비롯하여 고고학(考古)연구소 부소장, 소장 및 명예소장을 역임하였다.
26) 이를 소위 통재(通才)교육, 박아(博雅)교육이라고 지칭한다.
27) 1993년 3월 18일 첸중수는 吳宓日記 서문(序文)을 작성, 당시 칭화대학 스승이었던 우미(吳宓, 1894-1978)를 회상하
며 그가 추구했던 학문 연구의 ‘박아(博雅)’ 정신을 기리며 존경을 표한 바 있다.(“先君與先师雅故，不才入清华时，诸承
先师知爱。本毕业於美国教会中学，於英美文学浅尝一二。及闻先师於课程规劃倡‘博雅’之说，心眼大开，稍识祈向。……且
先师为人诚悫，胸無城府，常以其言情篇什中本事，为同学笺释之。”) 吴宓著；吴学昭整理註釋, 吴宓日记第1册(1910-19
15), 北京, 三联书店, 1998.
28) “及入大學，專習西方語文。尙多暇日，許敦宿好。妄企親炙古人，不由師授。……以註對質本文，若聽訟之兩造然；時復
檢閱所引書，驗其是非。慾從而體察屬詞比事之慘淡經營，吾操觚自運之助。漸悟宗派判分，體裁別異，甚且言語懸殊，
封疆阻絶，而詩眼文心，往往莫逆闇契。至於作者之身世交游，相形抑末，餘力旁及而已。孤往冥行，未得謂得。” 錢鍾
書, 談藝錄(補訂本), 346쪽 및 李鴻鎭, 談藝錄飜譯 (2), 중국어문학, 제17집, 영남중국어문학회, 1990, 348-349
쪽.
29) 汪榮祖著, 槐聚心史: 錢鍾書的自我及其微世界, 對北, 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 2014,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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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변적(思辨的) 분석을 선호했던 그의 연구 성향이 반영되어 있다.
1933년 칭화대학 졸업 후 첸중수는 그의 아내 양장(楊絳, 1911-2016)과 함께 유학길에 오르게 되며, 1935년
11월에 공비(公費) 유학생의 자격으로 영국 옥스퍼드대(University of Oxford) 영문과에 입학한다. 여기서 우
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첸중수의 옥스퍼드대 학위논문 17, 18세기 영국문헌30) 속 중국 (China in the E
nglish Literature of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31)이다.
이 논문은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옥스퍼드에서 쓴 학위논문의 일부분이다. 당시 중국과 유럽은 전쟁 전야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논문을 겨우 완성하긴 했지만,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내버려 둬 버렸다. 오늘 나는 이
논문을 평화의 기념으로 삼고자 한다.(물론 이는 아지 미약하기 그지없는 평화일 뿐이다.)……지금 이 글은 내가
상하이에 있었을 때 인쇄한 원고를 아내가 정리한 것이다. 조건 상 여러 제약이 있었기에 직접 정리할 수가 없었
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위안퉁리(袁同禮) 박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 그가 발표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면
이 글은 이미 서랍 속에 계속 갇혀 있었을 지도 모른다.32)

첸중수는 상기 학위논문으로 1937년에 문학사 학위(B. Litt.)33)를 받았으며, 1940년부터 1941년까지 베이징
도서관이 발행했던 영문 잡지 중국서목계간(中國書目季刊, Quarterly Bulletin of Chinese Bibliography)에
발표되었다. 그 후 2005년에 이르러 첸중수의 영문 저작들을 수합한 단행본 錢鍾書英文文集 (A Collection of
Qian Zhongshu’s English Essays, 北京, 外語敎學與硏究出版社, 2005, pp.82-280)에 수록되어 세간에 널리 알
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칭화대학 졸업증서

옥스퍼드대 신청서

옥스퍼드대

옥스퍼드대

(1933.6.22)

(1935.11.5)

학위논문 표지

학위논문 본문

30) 본 논문에서 ‘literature’를 ‘문학’이 아닌 ‘문헌’으로 번역한 연유는 첸중수의 영문 학위논문이 비단 문학작품(시, 소설,
희극 등) 뿐만 아니라, 견문록, 여행기, 일기, 서신, 에세이 등도 다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문학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당시 영국인을 비롯한 서양인들의 중국 인식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학’이라는 용어보다는 ‘문헌’이라고
번역하는 게 적합하리라고 여겨지는 바이다.
31) 이하 해당 원문 인용 시 저자명, 서명 및 쪽수만 기입하고자 한다.
32) “This article formed originally part of a thesis written at Oxford in the years 1935-1937, years immediately befor
e the outbreak of the War in China and then in Europe. Once the Prufungshetzerei was over, I have left the thesi
s alone. And I now value it chiefly as a reminder of those years of peace (peace precarious, ’tis true) when the u
ndertaking of such work was still possible.……My wife prepared the present article out of my typescript left at ho
me in Shanghai, because I was prevented by circumstances from doing it myself. I wish to express my warm tha
nks to Dr. T. L. Yuan for kindly of fering me an opportunity of ‘releasing’ this Work from the drawer where it la
y for one third the number of years of the Horatian injunction, and perhaps should have remained.” 錢鍾書著, 錢
鍾書英文文集 , 82쪽.
33) 첸중수의 학위명에 대해 일전에 중국 학계에서 논의가 있었다. 해당 논의의 쟁점은 B. Litt. 학위에 대한 번역의 문제
였는데, 혹자는 이를 가리켜 학사 또는 석사, 혹자는 부(副)박사로도 번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옥스퍼드대 학위
규정에 따르면 당시 첸중수가 수여받았던 B. Litt. 학위는 석사학위(postgraduate degrees)에 준하는 개념이라 지칭하
고 있다.(“Due to pressure from employers and overseas applicants to conform with United States practice, which i
s also that of most other UK universities, the BLitt, BSc, and BPhil [in degrees other than philosophy] were re-tit
led master’s degrees.” https://en.wikipedia.org/wiki/Degrees_of_the_University_of_Oxford) 그럼에도 불구하고 첸중수
는 자신의 학위를 가리켜 그저 ‘학사학위’라고 지칭할 뿐, 학위 명칭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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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중수의 학위논문은 크게 ‘17세기 영국문헌 속 중국(China in the English Literature of the Seventeenth
Century)’, ‘18세기 영국문헌 속 중국(China in the English Literature of the Eighteenth Century)으로 나누어
져 있다. 편폭 관계 상 해당 논문의 주요 논지만 선별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17, 18세기는 서양의 중국학(Sinology) 연구의 전반기(前期, the pre-sinological age of Chinese studies)
에 해당한다. 17, 18세기에는 중국에 대한 직업적·전문적(professional)인 연구가 아닌, 비(非)전문적(amateur)
인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첸중수에 따르면) 비록
17, 18세기의 중국 연구가 아마추어적인 성향이 두드러졌지만, 당시 서양인들은 중국의 ‘인문적 특성’에 주목
했다고 한다.34)
2) 중국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이태리 여행가의 구술(口述)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여기에서 최초로 중국문
학과 중국시에 대해 언급하였다.35)
3) 중국을 소재로 한 첫 번째 영문 작품은 엘카나 세틀(Elkannah Settle, 1648-1724)의 비극작품 만주족의
중국 정복기(The Conquest of China by the Tartars, 1676)이다. 이 작품은 명청 교체기 이자성(李自成)의
난 및 청에 투항했던 오삼계(吳三桂)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역사에 근거한 허구 작품이다.36)
4) 우스터 주교(Bishop of Worcester)이자 작가였던 리차드 허드(Richard Hurd, 1720-1808)는 중국과 서양
의 문학을 최초로 비교 연구한 영국인이다. 그는 볼테르(Voltaire, 1694-1778) 이후 조씨고아(趙氏孤兒)37)의
비극성에 주목한 인물로서, 이는 중국 전통 희곡에서 비극의 존재를 인정했던 왕궈웨이(王國維, 1877-1927)의
주장38)에 일정 정도 호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비극과 희극(喜劇, comedies)과의 상호 비교에 있어서는 양자
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39)
5) 1793년 영국이 공식적인 외교관계의 수립을 통해 조지 매카트니(George Macartney) 백작이 이끄는 사
절단을 파견한 이래로 중국학은 영국 학계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았으나, 일반인들 사이에서 대(對)중
국 인식은 그다지 확산되지 못하였다.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중국에 대한 인식 이면에는 적지 않은 이견과 오
해가 존재하고 있다.40)
34) “Both the seventeenth century and the eighteenth belong to what may be called the pre-sinological age of Chines
e studies: the interest in China was at that time rather humanistic than philological or pragmatic.……The nineteen
th century saw the moving of the waters; this humanistic interest ceased to exist with the establishment of officia
l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England.” 錢鍾書著, 錢鍾書英文文集 , 82쪽.
35) “The first substantial reference to China, however, is not derived from any of those accounts mentioned above an
d appears to have been based on information given viva voce by an Italian traveller.……This is positively the earl
iest mention of Chinese literature in an English book.” 위의 책, 88-89쪽.
36) “We now come to the first piece of imaginative English literature on a Chinese subject―The Conquest of China
by the Tartars, a tragedy by Elkannah Settle, acted at the Duke’s Theatre from 1673-1674, and published in 1676.
In the epilogue, Settle said that ‘his Muse Had History and Truth for her Excuse.’” 위의 책, 118쪽.
37) 1755년 볼테르는 중국의 고아(L’orphelin de la Chine)라는 제목으로 극본을 만들어 성공적인 공연을 이끌어내었다.
그는 극본 서문에서 이 작품이야말로 “이성과 지혜가 종국적으로 우애와 야만을 제압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극”이라
고 논평하였다.
38) “明以後传奇，無非喜剧，而元则有悲剧在其中。就其存者言之，如《汉宫秋》、《梧桐雨》、《西蜀梦》、《火烧介子
推》、《张千替杀妻》等，初無所谓先離後合、始困终亨之事也。其最有悲剧之性质者，则如关汉卿之《窦娥冤》，纪君祥
之《赵氏孤兒》，剧中虽有恶人交構其问，而其蹈汤赴火者，仍出於其主人翁之意志，即列之於世界大悲剧中．亦無愧色
也。” 王國維, 宋元戲曲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98-99쪽.
39) “Richard Hurd deserves to be remembered if only for his contribution to Chinese studies in England. Just an Sir
William Temple had been the first Englishman to make a comparative study of Chinese philosophy and Western p
hilosophy, so Hurd was the first Englishman to make a comparative study of Chinese literature and Western litera
ture.……Hurd discussed the Chinese play The Orphan of the House of Chao to show the universality of the rules
of tragedy laid down in Aristotle’s Poetics.……The Chinese, who as P. de Premare acquaints us, make no distincti
on betwixt tragedies and comedies.” 위의 책, 178-180쪽.
40) “The survey of books which we have made in this essay thus reinforces the conclusions we have arrived at in t
he preceding one. Since the embassy, we notice a slight change for the better in the English attitude towards Chi
na. The undercurrent of xenophobia among the Chinese, however, soon made itself manifest; the amicable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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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언급한 바, 편폭 관계상 첸중수 학위논문의 주요 부분만 선별하여 정리하였기에 내용 분석 면에
있어서 다소 부족함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상기 논의를 통해 첸중수와 서학의 상관성 및 그 함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예로부터 동양과 서양은 소위 이분법적 논리를 통해 상호 분리된 상태에서 인식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유
로 인해 양자는 비교의 대상이 아닌 ‘대조’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논리 이면에는 자신들의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합리화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게 되었고, 소위 민족주의라는 근대적
이념과 담론 속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렇다면 상기 논리를 첸중수라는 개인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
자.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첸중수의 학문 형성의 출발점은 가학과 중국 전통학문이며, 중국 고전 연구는 그
가 평생 연구한 분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은 그의 중국 고전 연구를 위한
일종의 ‘보조(補助)’ 학문이자 유효했던 방법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첸중수 학문연구에 있
어 서학이라는 학문체계를 ‘보조적’, 혹은 ‘부차적’으로 보는 견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대학에서의 경험과 서
양 경험은 청년 첸중수의 학문적 욕구를 자극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합리적인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
주었으며, ‘서학’이라는 현대 학문을 체계적으로 습득케 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요컨대 중학이 ‘수양’
으로서의 학문이었다면 서학은 ‘체계’로서의 학문이었다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 같다. 첸중수에게 있어 서학은
자국의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간의 상호 순환을 가능케 한 매개체였으며, 동서(중서)의 문예(文藝)에서 공통적
으로 엿보였던 ‘시심(詩心)’과 ‘문심(文心)’41)이 기반이 된 ‘중서회통(中西會通)’의 학문적 이상을 이루게 한 지
적(知的) 토대였던 것이다.

3. 錢鍾書 談藝錄의 東西文化觀: ‘合致’와 ‘相補’
‘동서문화관’이라는 상당히 방대하면서도 포괄적인 키워드 이면에는 중국 문화와 서양 문명을 어떻게 ‘융회
(融會)’하고 ‘관통(貫通)’할 것인지,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관한 문제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첸중수라는 특정 인물과 저서 談藝錄에 반영된 동서문화관을 논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중
체서용(中體西用)’ 이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다. 왜냐하면 이는 중국 근·현대 학술 및 문화 분야에서 주도
적인 지위를 차지했음과 동시에, 서학이라는 신학문에 대응했던 중국 지식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근대 이래 제기된 중체서용론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사회·정치적
측면에서의 중체서용론이다. 이는 중체서용론의 초기 형태로서 장즈둥(張之洞, 1837-1909) 등이 대표적인 인
물이다. 여기에는 서양문화에는 용(用)은 있으나 체(體)가 없으며42), 중국문화의 위기는 다만 순수하게 물질과
제조의 측면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양무(洋務)에 힘쓸 것을 주장하였고, 서양 기술의 흡수를 통해 중국 봉건사
회의 윤리도덕과 정치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 두 번째는 문화 측면에서의 중체서용론이다. 이는 중체서용론
발전의 두 번째 형태로 량수밍(梁漱溟, 1893-1988) 등 소위 현대 신유가(新儒家)를 대표하고 있다. 중체서용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체’와 ‘용’의 분리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총체적인 관점에서 동서문화의 차이를 논하였다.
그들의 입장에서 동서 문화의 실제적 양상에서 서양은 물질문명, 동양은 정신문명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
며, 역사 발전의 기나긴 과정에서 불 때 중국문화는 서양문화에 비해 인류문화와 문명발전에 있어 본질적으로
between China and England patched up by the embassy was, like all international friendships, only made to be br
oken, and mutual mud-slinging soon became the order of the day.……However, both nineteenth-century abuse and
twentieth-century encomium of China fall beyond our scope.” 위의 책, 262-264쪽.
41) 문학창작이나 문학감상 또는 문학비평 등의 활동을 하는 인간 마음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일컫는다. 김민나 등저, 동
양의 고전을 읽는다 4(문학下), 서울, 휴머니스트, 2006, 173쪽 참고.
42) “中学为内学，西学为外学。中学治身心，西学应世事。不必尽索之於经文，而必無悖於经义。” 张之洞著, 张文襄公全集
卷二O三, 北京, 中国书店, 1990, 588-5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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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에 있다고 여겼다. 세 번째는 철학 측면에서의 중체서용론이다. 이는 중체서용론 발전의 세 번째 형태로
그 대표적인 인물은 모우쭝싼(牟宗三, 1909-1995) 등이 있다. 이 이론은 중국철학은 초월적인 측면에서 양극
대립과 원죄설을 주장하는 서양철학보다 우월하며, 그것은 사람들을 물아일여(物我一如)와 천인합일(天人合一)
의 형이상적 경지로 이끌어 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지에서는 사람들은 정서의 만족을 얻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가지는 무한하고 원만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여겼다.43)
이처럼 중체서용을 둘러싼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이 제기되었으나, 동서 문화의 ‘융회’와 ‘관통’을 둘러싸고
여전히 입장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첸중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적지 않은 원로 문인들이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번증상(樊增祥, 1846-1931)의 시구(詩句)
가 이를 대표하고 있다. “중국의 경사(經史) 이외에도 중국의 문학은 깊고 방대한데, 서양인들이 쓴 것은 도대체
무슨 시인가?”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이 과학 분야에서는 서양보다 못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에, 문학을 민
족적 우월감의 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점에서 린수의 식견은 자신보다 박학다식한 동년배들을 능가하였다.……기
타 동방 옛 나라의 사람들 역시 이와 같은 비슷한 태도를 취한 적이 있는데, 공쿠르(Goncourt)는 페르시아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유럽인들은 시계 및 각종 기기들을 능숙히 제작할 수 있지만, 그래도 페르시아인
들이 더 출중하다. 유럽에도 문인과 시인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44)

위의 인용문에는 당시 청말민초(淸末民初) 구(舊)문인들의 서학 인식의 양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소위 구
학(舊學)은 그들의 학문적 사유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바, (서양의) 신학(新學)의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구(舊)
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쉽사리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첸중수가 이처럼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제기하고
자 한 점은 다름 아닌 동서 양자(兩者)의 ‘본말(本末)’을 둘러싼 주장과 논쟁에서 비롯된 인식적 한계였다. 동
서 문화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혹은 중립적이든 막론하고, 첸중수는 당시 지식인들의 사유
내면에 (중체서용론의) ‘체’와 ‘용’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45)에 주목, 중국(동양) 문화에 대한 지나친
맹신과 서양 문화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미비함이 잉태시킨 자국중심주의와 이원적 동서문화론의 문제점과
한계를 은연중에 드러내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첸중수는 담예록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담예록은 비록 감상·분석의 책이지만 실은 우환의 책이다.……하늘이 바야흐로 내려앉을까 걱정하여 땅을 피
하려고 하지만 갈 데가 없었다. 비록 대문을 나서서 서쪽을 향하였지만, 웃고 감히 하지 못하였다. 시름을 씻고 분
노를 풀며 옛날을 서술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무능한 말에 부쳐서 유한한 날을 보낼 뿐이었다.……옛 사람들은 본
디 마음을 전하여 죽지 않았고, 늙은 나의 혀를 잡는 자가 아직 있다. 바야흐로 이것을 이어 다시 말하고자 한다.
내가 이 책에서 고찰하여 논한 바는 자못 서방요기(西方要紀)46)와 (청[淸] 전조망[全祖望, 1704-1755]의) 이서
시(二西詩)를 취하여 학문적 영감을 얻으려 했다. 대체로 외국에서 자료를 취한 데에는 어찌 한낱 빛깔과 즐거움
과 재간(器用) 뿐이겠는가? 사방에 널리 퍼뜨려 외국의 풍토인정(風土人情)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사(李斯,
43) 鄭家棟 지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논전사분과 옮김, 현대신유학, 서울, 예문서원, 1993, 50-51쪽 참고.
44) “好多老辈文人有这種看法，樊增祥的诗句足以代表：‘经史外添無限学，欧罗所作是何诗? (《樊山續集》卷二四《九叠前韻
書感》）。他们不得不承认中国在科学上不如西洋，就把文学作为民族優越感的根據。在这一點上，林纾的识见超越了比他
才高学博的同辈。……看來其它东方古国的人也抱过类似态度，龚古尔（Edmond de Goncourt）就记载波斯人说：欧洲人
会制钟表，会造各種機器，能干得很，然而还是波斯人高明，试问欧洲也有文人、诗人麽(si nous avons des littérateurs，
des poètes）? ”钱锺书, 林紓的翻譯 , 七缀集(修订本), 115쪽.
45) 이와 관련하여 管錐編의 한 대목을 참고할 수 있다. 첸중수는 “의식(衣食)의 도구는 모두 형이하(形而下)의 것이며
소위 ‘문명적 사물’을 가리킨다. ‘문(文), 학(學), 언(言), 논(論)’은 형이상(形而上)에 속하며, 소위 ‘문화적 사물’을 가리
킨다. 전자(前者)는 쉽게 바뀔 수 있으나, 후자(後者)는 쌓이면 쌓일수록 바꾸기 힘들며, 바뀌기가 쉽지 않다.(“‘衣服食
用之具’，皆形而下，所谓‘文明事物’（die Zivilisationsgueter）；‘文、学、言、论’，则形而上，所谓‘文化事物’（die Kultur
gueter）：前者见異易迁，後者积重难革，蓋事之常也。")라고 언급하였는데, 여기서 문명적 사물과 문화적 사물은 각각
중체서용의 ‘용’과 ‘체’에 해당된다. 錢鍾書, 管錐編, 北京, 中華書局, 1979, 329-331쪽.
46) 이탈리아 선교사 불리오(Lodovicus Buglio, 중국명 이류사[利類思]), 포르투갈의 선교사 마갈헤스(Gabriel de Magalha
es, 중국명 안문사[安文思]) 및 벨기에 선교사 페르디난트 페르비스트(Ferdinand Verviest, 중국명 남회인[南懷仁]) 등
이 서양의 실상을 정리한 저서이다.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제요(提要)에 따르면 “이류사(불리오), 안문사(마갈헤
스) 모두 명말에 중국에 왔으며, 남회인(페르비스트)은 순치 16년(1658)에 중국에 왔다. 서방요기(1669)는 강희 초년
(初年)에 집필되었으며, 서양의 지리, 풍속, 인물, 토산(土産) 및 뱃길의 원근(遠近) 등을 자세히 기술하였다.”고 기록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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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가 상서(上書)하여 간축객서(諫逐客書)를 썼고, 정강성(鄭康成, 127-200)은 시보서(詩譜序)를 써서 두루 살
핀다고 하였다.47)

상기 인용문에는 동서 문화의 ‘융회’와 ‘관통’을 지향했던 첸중수의 치학(治學) 방법론과 태도가 명확히 기
술되어 있다. 그가 담예록 집필에 있어 특히 서양의 방대한 자료를 취한 연유는 비단 중국의 학문에만 머
물지 않고(岂徒色乐器用), 동서의 이질적 문화 배경과 영역을 교차하여(流布四方) 보다 포괄적인 관점을 확
보48)하고자 했던(可徵氣泽芳臭) 것이다.
이처럼 담예록은 근현대 문예비평사에서 동서 문예에 대한 기존의 단편적, 일면적인 고찰을 뛰어넘어 동
서 문학 및 문예이론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오사(五四)를 전후하여 중국 본위의 문화를
중시했던 중서체용이라든지, 혹은 서양문화 우월론에 기초한 전반서화(全盤西化) 등의 다양한 사조(思潮)의
영향력 하에서도 동서 문화(문예)에서 ‘공통적’으로 엿보이는 보편성, 혹은 보편적 가치에 주목하여 양자의 통
섭과 융합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담예록에 반영된 첸중수의 동서문화관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겠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담예록의 전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에 편폭 관계상 첸중수의 동
서문화관이 명확히 반영된 항목을 선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음을 밝혀두는 바, 하단에 제시된 담예록 원문
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하(李賀)의 고헌과(高軒過)에는 “붓은 조화를 보하여 하늘은 공이 없네(笔补造化天無功)”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는 이하의 정신과 심안(心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술(道術)의 근원과 예사(藝事)의 뿌리 역시 포함되어 있
는 바, 이에 대해 일언(一言)으로 찔러 말했다. 천리(天理)의 유행과 천자(天王)의 조화(造化)에는 이른바 도술과
학예(學藝)가 없다. 학문과 도술이라 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人事)에 하늘을 본보기로 삼는 것(法天), 사람이
정해져 있는 운명(人定)을 이기는 것(勝天), 사람이 마음(人心)이 하늘과 통하는 것(通天)이다. 서경(書痙)의 고
요모(皋陶谟) 에서는 “하늘의 일은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다(天工，人其代之)”라고 하였다.……갖가지 도(道)와 예
(藝)의 발생은 모두 하늘과 사람의 융합인 따름이다(Homo additus naturae)49). 다만 하늘은 하나일 뿐이고 순수하
며 자연스럽지만, 예술은 사람이 만들었기에 분별이 생기는 것이다.50)

상기 인용문은 ‘창작(예술)’과 ‘자연’과의 관계51)에 대해 논의한 대목이다. 주지하듯이 (자연에 대한) ‘모방
예술’(模寫自然)과 ‘재현 예술’(潤飾自然)은 서양 고전을 관통하는 핵심 사유에 해당한다.52) 전자(前者)의 경우
자연 본연이 지닌 표상에 대한 객관적인 모방을 통해 꾸밈없는 아름다움을 구현하거나, 혹은 이러한 법칙에
토대를 둔 예술의 또 다른 가능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방 예술의 또 다른 가능성은 예술가는 모방하
는 것이 본분이되, 모방의 대상은 예술가 정신의 주입으로 말미암아 재현 대상인 자연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가리킨다.53) 후자(後者)는 예술 형식을 통해 자연에 ‘인위적’인 변화, 즉 적절한 ‘윤색’을 가하는 인간의 유희
(遊戲) 행위54)를 의미한다. 문학예술 및 회화예술을 막론하고 전자는 사실 혹은 진실, 후자는 상상 혹은 허구
47) “《谈艺錄》一卷，虽赏析之作，而实忧患之书也。……忧天将压，避地無之，虽欲出门西向笑而不敢也。销愁舒愤，述往思
来。託無能之词，遣有涯之日。……古人固传心不死，老我而扪舌犹存。方将繼是，復有谈焉。凡所考论，颇採‘二西’之书，
以供三隅之反。蓋取资異国，岂徒色乐器用；流布四方，可徵氣泽芳臭。故李斯上书，有逐客之谏；郑君序谱，曰‘旁行以
观’。” 錢鍾書, 談藝錄 序, 1쪽.
48) 동서 문화의 융회와 관통을 주장함에 있어 첸중수는 담예록 뿐만 아니라 관추편(8쪽, 329쪽, 969쪽 등)에서도 이
사 간축객서의 일부분을 인용하여 학술적 논거로 삼았다.
49) F.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 학문의 진보(Of the Proficience and Advancement of Learning, Divine and
Human)(1605).
50) “长吉《高轩过》篇有‘笔补造化天無功’一语，此不特长吉精神心眼之所在，而於道术之大原、艺事之極本，亦一言道著矣。
夫天理流行，天王造化，無所谓道术学艺也。学與术者，人事之法天，人定之勝天，人心之通天者也。《书·皋陶谟》曰：‘天
工，人其代之。’……百凡道艺之发生，皆天與人之凑合耳（Homo additus naturae）。顾天一而已，纯乎自然，艺由人为，
乃生分别。” 錢鍾書, 談藝錄, 60쪽.
51) 저우전푸(周振甫)가 편저(編著)한  谈艺錄 读本(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2)은 담예록의 구성을 크게 감상론(鉴赏
论), 창작론(創作論), 작가작품론(作家作品论), 문학평론(文学评论), 문체론(文體论), 수사(修辞), 풍격(风格) 등 총 7가지
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자연의 ‘모방’과 ‘윤색’은 창작론에 속한다.
52) 이에 관해 첸중수는 중서 고대 시학의 사례를 제시하여 상호 논증을 진행하였다. 錢鍾書, 談藝錄, 60-62쪽 참고.
53) 이상섭, 영미비평사2, 서울, 민음사, 1996, 74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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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 예술 행위에 있어 전자가 현실적 가치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후자는 현실과 동떨어지지만 창작
주체 및 객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현실에 동화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각기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예술 창작과 감상에 있어 양자, 즉 진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작업은 큰 의미가
없으며, 재현 대상을 지향함으로서 그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발굴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 진실과 허구
는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여 양자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또 다른 진실 혹은 허구의 새로움을 발생시킨다.
이 파의 논자들은 예술이 만들어낸 경계(造境)의 아름다움은 천연의 경계(境界)가 미칠 수 없다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연계(自然界)에는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없으며, 다만 자료만이 있을 뿐이라고 여겼다. 예술
을 잘 다듬어야 비로소 아름다운 모양새를 얻을 수 있다고 했으니, 이것이 곧 “하늘은 공이 없으니(天無功)” “보
(補)”할 필요가 있다는 까닭이다. 필자는 이 두 가지 설이 상반(相反)하는 것 같지만 실은 상성(相成)하고, 모양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을 모사(摹寫)하면서 ‘선택’을 언급하노라면, 여기에는 빚어내어 바
로잡고 고친다는 뜻이 있다. 이처럼 독창적인 예술 생산 방식을 ‘수보(修補)라고 하는데, 그 성질에 따라 확충하는
것을 ‘보(補)’라고 하고, 산삭(刪削)하지만 그 성질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을 ‘수(修)’라고 하니, 이 또한 어찌 자연
을 떠날 수 있겠는가?……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을 스승 삼으려면 마땅히 그에 걸맞은 것을 얻어야 하
고, 일을 묘사하려면 이치를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55)

첸중수가 여기서 주목한 점은 다름 아닌 자연에 대한 ‘모방’과 ‘윤색’의 차이가 아닌, 양자를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 ‘공통성’이었다. 첸중수는 중서 고대 시학의 다양한 창작 사례를 학술적 논거로 삼아56) ‘모방’과 ‘윤색’
이라는 대립적 명제 속에서 통합된 ‘전체’를 인식하였다. 즉, 양자는 단지 치중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는 것에
불과하며, 자연의 윤색 뿐만 아니라 모방 행위에도 인간의 상상력과 작가의 주관적 이상에 따라 ‘취사선택’이
이루어지기에, 양자의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첸중수는 이에 착안하여 ‘상반(相反)’되는 양자 관계 속에서
‘상성(相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즉 ‘자연적’인 것(天工)과 ‘인위적’인 것(人藝)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양자 모두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기에 완전히 구별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근거
하여 첸중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실제로 위대한 작가의 작품세계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긴밀한 상보(相補)
관계를 이룬다는 결론을 도출57), 중국과 서양 문예가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보편적’인 ‘문예심리(文藝心理)’를
밝히고자 했다.
동서 문화의 ‘융회’와 ‘관통’에 있어 첸중수는 ‘중국으로 서양을 읽어내고(以中釋西)’, ‘서양으로 중국을 읽어
내는(以西釋中)’ 상호 해석58)을 통해 동서양 사유가 조우하는 지점을 통해 자신의 학문적 지평을 확장시켰다.
하단에 제시된 인용문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겠다.
필자는 일찍이 형체 중 자연스러우며 완비된 것은 원(圓)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중국의 선
현(先賢)들은 도(道)의 체(體)와 묘(妙)를 말할 때도 원(圓)을 형상(象)으로 삼았다.……불교 경전의 번역자들도 역
시 ‘원통(圓通)’, ‘원각(圓覺)’이라고 명명했으니 원(圓)의 뜻은 실로 크다고 하겠다. 이것을 확대하여 예(藝)를 말하
더라도 바로 들어맞는다. 티크(Tieck)의 단편소설 가난한 부부(Das Lebensueberfluss)에는 참된 학문과 위대한
예술은 모두 원형(圓形, Kreis)으로 본뜰 수가 있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마치 뱀이 스스로 꼬리를 물고
54) 이하(李賀) 고헌과(高軒過)의 “붓은 조화를 보하여 하늘은 공이 없네(笔补造化天無功)”가 이에 해당한다.
55) “此派論者不特以為藝術中造境之美，非天然境界所及；至謂自然界無現成之美，祗有資料，經藝術驅遣陶鎔，方得佳觀。此
所以‘天無功’而有待於‘補’也。竊以為二說若反而實相成，貌異而心則同。夫模寫自然，而曰‘選擇’，則有陶甄矯改之意。自出
心裁，而曰‘修補’，順其性而擴充之曰‘補’，刪削之而不傷其性曰‘修’，亦何嘗能盡離自然哉。……故亞理士多德自言： 師自
然須得其當然，寫事要能窮理。” 錢鍾書, 談藝錄, 61쪽.
56)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는 예술 창작의 인위적인 가공(人藝)은 자연적인 것(天工)을
보완해주기에 양자는 상통(相通)한다고 보았으며(“莎士比亞嘗曰：‘人藝足補天工，然而人藝即天工也’。”), 알렉산더 포프
(Alexander Pope, 1688-1744)는 존 드라이든(John Dryden, 1631-1700)의 영웅시를 모방하면서도 기계적으로 답습하는
태도를 버리고 자기 나름의 판단력을 구사하여 표현의 묘(妙)를 살리는데 주력하여 시의 세련미와 찬란함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위의 책, 61쪽 및 303쪽.
57) “人出於天，故人之補天，即天之假手自補，天之自補，則必人巧能泯。造化之祕，與心匠之運，沆瀣融會，無分彼此。위의
책, 61-62쪽.
58) 樂黛雲著, 比較文學與比較文化十講,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4, 15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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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버논 리(Vernon Lee)의 단어 구사표(Handling of Words)의 문학적 구성 (Literary
Construction)에는 구성이 좋은 작품은 사건의 실마리가 모두 원형(circle or ellipse)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59)
테니슨(Tennyson)은 번즈(Burns)의 시를 칭찬하여 “몸은 앵두 같이 완전하고, 빛은 이슬처럼 찬란하다.”(“體完
，
”/ In shape the perfection of the berry, in light the radiance of the dewdrop)고 하였고, 스
미스(Alexander Smith)의 시극(A Life Drama)에는 “시의 훌륭함은 별의 둥근 것에 견주어진다.” (“詩好比星圓”
/ A poem round and perfect as a star)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조(謝朓, 464-499), 원진(元稹, 779-831), 백거이
(白居易, 772-846) 등의 뜻이기도 하다.60)
如櫻桃 光燦若露珠

상기 인용문은 ‘원(圓)’에 관해 전문적으로 논한 담예록의 한 대목이다. 예로부터 ‘원(圓)’이란 항상 구르
는 것이니, 이것이 자연적인 추세(勢)61)라고 하였던 바, 문장의 체재와 추세(규범)도 이와 같다62)고 하였다.
주지하듯이 ‘원(圓)’은 예로부터 중국의 시가(詩歌)와 문장(文章)을 평가했던 기준63)으로서, 시문(詩文)의 ‘완곡
함(忌直貴曲)’, 이러한 완곡함 속에서도 내용이 주밀(周密)하고 형식적으로 타당하여 완전무결함64)에 이르는
성숙된 예술의 경지를 의미하고 있다. 첸중수는 중국 고전 시가(詩歌)와 문장(文章)의 체재(體裁)와 규범을 평
가하는 주요 기준 중의 하나였던 ‘완곡함(圓)’을 논함에 있어 ‘원형(圓形)’을 근원으로 삼고 있는 서양 예술과
의 상호 논증을 통해 해당 이론의 외연을 확장시키고자 했다.
첸중수는 서구 중심의 보편주의와 세계문학의 이념으로부터 자국의 문화 전반을 예외적, 특수적으로 분리
시키지 않고자 했다. 지나친 특수성의 강조는 오히려 자국문화의 전통과 그 의미를 해명해내지 못할 뿐만 아
니라, 당시 중국 지식인 계층이 주목했던 동서를 아우를 수 있는 객관적인 공감대 수립에도 장애가 될 수 있
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양손에 있는 대상들을 상호 분리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익숙한 것과 낯선 것, 자아와 타자를 동시에 끌어안음으로써 새로운 장을 창조해내고자 했던65) 학자 첸중수
의 문제의식임과 동시에 ‘자기인식(自我意識)’의 실천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다.

4. 나가는 말
본 논문은 첸중수와 서학 간의 상관성을 통해 그의 문예비평서 담예록을 주요 논의대상으로 삼아 저서에
반영된 동서문화관에 대해 논하였다. 첸중수의 학문 형성의 출발점은 가학과 중국 고전이었지만, 서학 역시
첸중수 학문의 골간을 이루는 중요한 지적 토대였으며, 또한 자국문학과 세계문학의 간학문적 연구를 가능하
게 한 매개체였다. 관련 논의를 통해 고금이라는 씨줄과 동서라는 날줄은 첸중수로 하여금 (동서고금의) 문예
를 비롯한 다양한 인문학 제반 분야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학문 간 융회와 관통을 가능케 했던 커다란 학문
적 배경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9) “竊嘗謂形之渾簡完備者，無過於圓。吾國先哲言道體道妙，亦以圓為象。……譯佛典者亦定’圓通’、’圓覺’之名，圓之時義大
矣哉。推之談藝，正爾同符。蒂克（Tieck）短篇小說《貧賤夫妻》（Das Lebensueberfluss）即謂真學問、大藝術皆可以圓
形（Kreis）象之，無起無訖，如蛇自嘬其尾。李浮儂（Vernon Lee）《屬詞運字論》（Handling of Words）《結構篇》
（Literary Construction）謂謀篇布局之佳者，其情事線索，皆作圓形（circle or ellipse）。“ 錢鍾書, 談藝錄, 111-112
쪽.
60) “丁尼生（Tennyson）稱彭士（Burns）歌詩：‘體完如櫻桃，光燦若露珠’（In shape the perfection of the berry, in light
the radiance of the dewdrop）；斯密史（Alexander Smith）詩劇（A Life Drama）有句云：‘詩好比星圓’（A poem rou
nd and perfect as a star）； 則宣城、元、白等之意矣。” 위의 책, 114쪽.
61) “圓者常轉，自然之勢也。” 淮南子․原道訓.
62) 유협(劉勰)의 文心雕龍에는 ‘원(圓)’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원(圓)의 추세(勢)는 자연히
구르게 되고, 방(方)의 추세는 자연히 안정적이다(“圓者規體，其勢也自轉；方者規矩，其勢也自安。文心雕龍․定勢)”
등이 이에 해당된다.
63) 周振甫編著,  谈艺錄 读本,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2, 316-319쪽.
64) “余按彥和《文心》，亦偶有‘思轉自圓’、‘骨采未圓’等語。乃知‘圓’者，詞意周妥、完善無缺之謂，非僅音節調順、字句光致
而已。” 錢鍾書, 談藝錄, 114쪽.
65) 이브 슈브렐 저, 박성창 역, 비교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민음사, 2002, 7-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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錢鍾書 談藝錄

첸중수의 저서 중에서도 담예록은 중국과 서양의 고전 시학을 상호 비교한 문예비평서라는 점에서 학술
적 가치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담예록에 반영된 첸중수의 동서문화관은 기존의 이원적 일원론(二元的一元
論)식 동서문화관과는 차이가 엿보였다. 첸중수가 동서(중서)의 문예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보편적 ‘시심
(詩心)’과 ‘문심(文心)’이었던 바, 마치 “동해(東海)이든 서해(西海)이든 마음(心理)이 같고, 남학(南學)이든 북학
(北學)이든 도술(道術)은 달라지지 않았다.66)”라는 첸중수의 견해처럼, 동서양은 세계를 구성하는 공동체이기
에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범세계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족적’일 수 있다67)는 괴테의 세
계주의관처럼,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문예현상이자, 더 나아가 인류의 공통적인 본
능과 심리적 지향점이었다. 이는 학자 첸중수로 하여금 미시적으로는 이원론적 근대의 지식체계를 넘어서 자
국 우월주의, 혹은 서양 중심주의를 유연히 극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거시적으로는 동서고금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섭적’ 문화관(文化觀)과 ‘세계주의적’ 안목을 통해 ‘범학문적(汎學問的)’ 영역을 망라할 수 있게 하
는데 결정적인 일조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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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현대문학 분과】 발표 ④

설 軟埋에 나타난 ‘토지개혁’의 의의

方方 소

박창욱*1)
【목 차】
1. 머리말
2. 方方의 재발견
3. 집단과 개인에 관한 재고
4. 변화된 시대의 문학 제재
5. 맺음말

1. 머리말
중국문단에서 2016년은 장편소설이 풍년인 한 해였다. 비단 작품의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고른 연령대 작
가들의 창작이 이뤄진 점에서 더욱 괄목할 만 했다. 자핑와(賈平凹, 1952~), 장웨이(張煒, 1956~), 거페이(格非,
1964~), 탕잉(唐穎, 1955~), 쉐이웨이(薛憶溈, 1964~) 등의 중견작가로부터 리펑췬(李鳳群, 1973~), 쉬쩌천(徐則
臣, 1978~), 거량(葛亮, 1978~), 장지(張忌, 1979~) 등의 ‘치링허우(70後)’ 작가들에 이르기까지 개성 있고 다양
한 작품들이 선보였다. 여러 평론자료들로 미뤄볼 수 있듯, 중국문단에서도 이처럼 작가들의 왕성한 집필과
작품들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였다. 팡팡(方方, 1955~)의 롼마이(軟埋)도 그런 작품 가운데 하나였다.
다만, 2016년 인민문학(人民文學) 제2기에 실린 이 작품은 발표와 함께 때 아닌 논란에 휩싸여야 했다.
소설 속 제재와 작중인물의 묘사 면에서 때 아닌 ‘지주계급의 미화’가 논쟁거리로 불거진 것이다. 물론 그 발
언의 진앙지가 소위 ‘홍색(紅色)사이트’였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인 함의가 담겼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예견된 논란이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팡팡의 장편소설 롼마이가 신중국 건
설 초기의 ‘토지개혁’을 제재로 다뤘기 때문이고,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토지개혁의 명분아래 자행된 폭력의
문제’를 거론하였기 때문이다. ‘토지개혁’은 마오쩌둥(毛澤東) 신민주주적 토지정책 중 가장 핵심에 해당된다.
때문에 본고는 이 작품으로 하여금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한 ‘토지개혁’ 문제를 검토하려 한다. 첫째, 작가론
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작가 팡팡이 견지해온 기존의 글쓰기 방식과 이번 텍스트와의 관련성과 차이점 분석을
통해 작가의식의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학의 사회성 측면으로서, 현재의 중국 당대 문학
계에서 ‘토지개혁’에 대한 서사가 가지는 역사적 무게와 서로 다른 시선의 차이에 관해 살핀다. 이를 통해 문
학과 정치의 경계에서 논란이 되는 요체가 무엇인지 좀 더 명확히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롼마이
의 주제 및 ‘토지개혁’ 제재의 상징적 의미를 밝힘으로써, 그 문학적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方方의 재발견
주지하다시피 팡팡은 1980년대 말 흥기한 신사실주의 문학의 서막을 연 작가 중 한명이다. 1987년 발표한
중편소설 풍경(風景)의 반향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후 방송사에서 작가로 일한 경력 이외에 그녀
* 대구한의대 중국어과 강사 (tiaozhan007@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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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줄곧 30여 년 간 소설가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만 보면 특별할 것이 없지만, 사실 팡팡은 문화대혁명을 직
접 겪어낸 작가다. 그 기간 중 아버지를 여의었고, 상산하향의 일환으로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다. 팡팡은
‘문혁’ 직후 부활한 대학 입시의 첫 번째 수혜자였던 셈이다. 전업작가가 된 이후로 팡팡의 작풍 상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祖父在父親心中(1991), 行雲流水(1991) 등의 조기작으로부터 萬箭穿心(2007), 琴
斷口(2008) 등 2000년대 후반까지의 작품들을 놓고 볼 때, 팡팡에게서는 여전히 평범한 이들의 범속한 생활
과 고단한 일상 속에서 소재를 고민하는 일관성이 발견된다. 그리고 2007년 9월 후베이성 작가협회(湖北省作
家協會)의 주석직에 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 중이지만 이후로의 꾸준한 창작성과1)가 말해주듯, 팡팡은 왕성
한 집필과 작가협회 일을 병행하고 있다.
팡팡은 우리말 번역본을 통해 국내에도 알려진 작가다. 수량 면에서 많지는 않지만 2000년대 이후로 작가
및 작품 연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의 기존 연구를 종합해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장 집중된
부분은 팡팡 소설 속 자리한 ‘신사실주의’ 풍격이었다. 그만큼 대표적인 작풍을 유지하던 팡팡 작가였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롼마이의 출간은 이러한 기존 평가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팡팡이란 작
가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신사실주의’의 작풍을 애써 고집해온 적은 없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팡팡의 글쓰기에
서는 늘 한결같은 특징이 숨어있었다. 바로 사람과 사건 속에서 ‘진실과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과 몸짓이었다.
때문에 팡팡의 소설 속에서는 시대와 인물과 배경에 관한 ‘과장과 포장의 수사’ 보다 외려 ‘적나라하고 때로는
비참하기까지 한 리얼리즘적인 표현’이 줄곧 도드라졌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텍스트 속에 자리한 ‘인
간의 고통에 관한 직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롼마이는 팡팡이 그간 시도해온 리얼리즘 창작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롼마이는 팡팡이란
작가에게서 언젠가는 터져 나왔을 목소리로 이해하는 편이 옳다는 얘기다. 일찍부터 팡팡을 비롯한 신사실주
의 작품들 앞에 끊임없이 붙어온 수식은 ‘원상태(原生態)’ 내지 생활로의 ‘환원(還原)’이란 개념이었다. 문학사
가 및 평론가들이 신사실주의 작가들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지칭하였다. 그러나 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론 자체만을 확대 재생산한 경우도 많았다. 이를테면, 팡팡이란 작가의 작
품 분석 과정 속에서 ‘원상태와 환원’ 등의 개념이 도출되는 것은 옳지만, 팡팡을 미리 신사실소설 작가로서의
규정하고 개념과 이론의 틀에 끼워 맞추기식은 곤란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텍스트에 대한 막대한 오독을 가
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팡팡에 관한 기존 연구가 가진 한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자면 그러하
다.
팡팡의 롼마이 속 리얼리즘 수사가 의미 있는 까닭은 90년대 신사실 소설의 발전적 형태를 보여줬기 때
문이다. 일찍이 1988년 이른바 ‘문학사 다시쓰기’의 경향 덕분에 중국작가들에게 제재 선택의 폭이 넓어졌음은
주지하는 바다. 이어서 1989년 종산(鍾山)잡지 3기를 통해 마치 특집호 연재처럼, 일련의 신사실 소설 작품
이 실릴 때만 하여도 평단에서는 이들의 창작경향을 정리할 마땅한 표현이 없었다. 이때 왕간(王幹)은 근대
소설의 포스트리얼리즘 경향(近代小說的後現實主義傾向) 제6기를 통해 신사실 소설의 주된 경향을 가리켜
‘원생태’와 ‘영도의 글쓰기’의 개념을 통해 분석의 틀로 활용했다. 이는 각각 후설(Edmund Husserl)과 롤랑 바
르트(Roland Barthes)의 시각을 빌려온 것이었다. 당시로서는 인민의 삶, 특히 ‘기층인민’의 현실적인 삶을 생
생히 그려내기 위해서 기존의 ‘리얼리즘’ 작법을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이 시기 등장하게 된 것이 ‘신사
실 소설’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이 경향은 ‘신사실주의 문학’이란 명명으로 문학사 안에서 정식으로
기재됐던 것이다. 롼마이는 신사실 소설의 특징 중 하나인 일상 속의 섬세한 관찰과 더불어 역사적 사건에
얽힌 기억과 망각의 문제를 한데 녹여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롼마이는 토지개혁으로 말미암아 전 가족을 잃은 한 여인의 인생 반추를 담은 소설이다. ‘롼마이’는 쓰촨
성 동부 지방의 방언으로서 ‘매장(埋葬)’이라는 뜻이다. 주인공인 딩쯔타오(丁子桃)는 1952년 봄, 토지개혁의
풍파를 피해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게 된다. 그러나 도중에 물에 빠지게 되어 아들을 잃고, 자신은 구사일생으
로 목숨을 구했지만 이로써 모든 기억을 상실하게 된 여인이다. 딩쯔타오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녀를
살린 뒤 돌봐주고, 훗날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끔 보모 자리를 마련해 준 의사 우선생(吳醫生)과 부부의 연을
1) 팡팡 작가 연표를 참조할 것. 吳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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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기에 이른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우연한 교통사고로 우선생이 사망한다. 딩쯔타오는 이후 유일한 혈육인
아들 우칭린(吳青林)과 의지하며 살게 된다. 그리고 우칭린은 그녀의 보살핌 덕에 대학 졸업 후, 사업가가 되
어 안정된 삶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칭린은 어머니를 위해 별장을 매입 후 모셔오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튿날 딩쯔타오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고 만다.
롼마이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은 여기서 부터다. 이유를 모르고 바라보아야만 하던 칭린은 어머니의 상
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 그런 그는 모친의 이상 증세가 단순히 병적 노화로 인한 것이 아님
을 직감한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으며 딩쯔타오가 평상시 횡설수설 내뱉던 ‘且忍廬, 三知堂’이란 단어와 말의
패턴을 떠올리고선, 지속적인 호기심과 물음으로 그 연원을 좇아나간다. 결국 그는 부모의 정신적 상처가 토
지개혁이란 역사적 사건과 무관치 않음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한 고뇌와 번민에 사로잡힌다. 칭린이 모친을 깨
우기 위해 노력하던 그때, 딩쯔타오 또한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세상과의 소통 통로는
닫아 버렸지만, 자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빠져들며 잃어버린 과거의 실제 기억으로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딩쯔타오에게 있어서 그 과정 자체는 소위 ‘지옥으로의 탐색’이자 트라우마의 소환이나 다름없
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과정에서 토지개혁 시기 지주계급 비판 투쟁 전날 전 가족이 자살한 일을 떠올리게
된다. 알고 보니 딩쯔타오는 본명이 ‘후다이윈(胡黛雲)’이 본명인 인물로 이들 ‘루(陸)씨’네 가문의 며느리였던
것이다.
2017년 4월 23일, 팡팡은 롼마이로 ‘루야오문학상(路遙文學賞)’을 수상하였다. 민감한 제재를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표현 면에서 주제가 지닌 역사성을 심도 있게 잘 그려냈다는 평가도 함께 얻었다. 이 상은 일찍이
요절한 루야오를 기리는 뜻과 더불어 리얼리즘 문학의 이상을 견지하고, 리얼리즘 문학의 창작 격려를 위해
제정되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상의 수상자로 팡팡이 선정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심사단의 평가로
도 미뤄볼 수 있듯이 롼마이가 호평을 받은 가장 주된 이유는 리얼리즘 소설의 장점들이 잘 나타난 점에서
였다. 특히 주인공인 딩쯔타오가 잠재의식 속에서 기억을 거슬러 오르는 과정은 한 인간의 정신적 고투를 담
담하고도 강렬히 그려냈다고 평가되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팡팡의 작가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부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옛일을 떠올리고 기억하길 거부하는 이의 기억을 애써 불러내려는 데에는 응
당 밝혀져야만 하는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서였을 것이다.

3. 집단과 개인에 관한 재고
주지하다시피 토지개혁은 중국 문학사뿐 아니라 정치사 면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열쇳말이다. 되돌아보면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이후 동아시아 지역사 속에서도 뚜렷한 차이와 대비를 보여주었다. 이를테면 한
국과 일본의 경우 유상매수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농지개혁’으로 주로 지칭되었다. 반면에 중국은 역시나 유상
매수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국공 내전 시기 직후 무상몰수의 형태로 분화되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시
기에 진행된 중국의 토지정책을 가리켜 ‘토지개혁’보다 ‘토지혁명’으로서의 성격으로 봐야 옳다고도 한다. 모리
스 마이스너(Maurice Meisner)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중국에서의 토지개혁운
동은 1950년대 말까지만 하여도 물리적인 폭력 방식보다 평온한 형태로 진행되었다.2) 그러나 이 운동은 필연
적으로 정치적 함의와 결부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토지의 문제는 계급투쟁의 시기와 맞물려 또 다른 난제들
을 생산해냈다.
소위 ‘지주와 향신’의 처리 또한 대표적 난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들 계급은 일찍이 토지개혁의 시작 초
기부터 중공중앙의 표적이 되어왔다. 1950년에 발표된 토지개혁법을 살펴보더라도 이들 계급의 분쇄가 토지개
혁의 주요 기조 중 최우위에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혁명적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농민 대중의 정치적인 참
2) 모리스 마이스너,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이산, 2014, p.149.을 참조할 것. 그러나 시기에 대해서는 견
해차가 있다. “이 폭력현상이 가장 심했던 시기는 토지법대강으로 몰수분배를 공식화하기 전후인 1947년 5-12월 이다.
그 대상이 인구의 20-30%에 이른 곳도 있었다.” 유용태, 동아시아의 농지개혁과 토지혁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
14,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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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토지의 몰수와 재분배의 행위에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정
확히 말해서 토지개혁 당시로서는 중공중앙 지도하의 계급투쟁에서 필요한 것이 ‘농민의 지지’라기 보다 ‘농민
의 정치 참여’였던 셈이다. 농민계급에 정치적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긍정적인 시각에서 해석 가능하다. 그러
나 빈농 등의 계급층에서 지주계급에 대해 그간 잠재됐던 분노와 울분이 폭발적이고 폭력적인 에너지로 표출
된 것은 얘기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급진적인 형태로 진행된 경우가 많아졌고, 심한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된 지주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로써 1952년 말 무렵, 지주와 향신 계급은 중국에서의
소멸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롼마이에서는 바로 이 지주와 향신의 계급의 수난사가 봉인돼 있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들의 수난
을 개개인의 고통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집단적 논리 속에 파묻혀 있는 한,
이들의 고통은 마땅히 치러져야 할 죄의 대가에 다름 아닌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정당화 될 수 없는 폭력의
문제와 지주 계급의 복잡성은 결코 단순히 분석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우선 중국에서 이처럼 소설 작품
속에서 토지개혁을 정면으로 다룬 경우가 흔치 않았다. 시기적으로는 마오쩌둥의 사망과 신시기 진입 때인 19
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 전회 이후로 가능해졌다. 정확하게는 사상해방의 분위기 아래 1979년 1월 1일 공
포된 중공중앙의 방침 關於地主、富農分子摘帽問題和地、富子女成分問題的決定 덕분에 토지개혁 또한 작가
들에게 있어서 반성과 성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소설의 인물 창조 면에서 지주형상은 부정적인 인물형상으로 그려진 경우가
많았다. 혹은 농민대중의 토지개혁임무를 완수시켜줄 극적 제재로만 존재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의 인도주의
논쟁의 과정을 거치며 작품 들 속에서도 이른바 선량한 지주형상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199
0년대 이후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표현이 늘었다는 점이다. 이후로 ‘지주+엘리트 형상’ 등 더욱 복잡한 시도
를 통해 그간 표현이 단순화되어 온 지주형상에 변화를 가져왔다. 훨씬 세분화되고 개성 있는 인성의 소유자
로 그려내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신해혁명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중·일전쟁시기
에는 항일운동에 참여 긍정적인 면들을 찾아내려 애썼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여도 지주형상에 대한 표현의
허용은 그 이상의 선을 넘지 못했다. 즉, ‘토지개혁 시기의 한 인물’로 그려내는 것과 ‘토지개혁 시기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물’로 그려내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개혁에
관한 사실적인 묘사와 반사(反思)적인의 주제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이처럼 발전된 서사를 보
여준 서사는 몇 편 정도로 범위를 좁혀볼 수 있는데 장웨이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가 창작한 古船(1986)와
모옌(莫言, 1955~)의 生死疲勞 등의 작품에서 주로 나타난다.
딩쯔타오의 옛 이름인 후다이윈의 삶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녀의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모두 신사(紳士)
의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대부분 고문에 조예가 깊었고 서구 학문에 대해서도 개방적이었다. 당시
로서는 보기 드문 지식인이기도 했던 셈이다. 즉, 그녀는 전형적인 부잣집 딸이었고, 훗날 그녀의 목숨을 구해
준 뒤 결혼까지 하게 된 우선생 또한 원래 둥(董)씨 가문의 도련님이었다. 그나마 우자밍은 순탄치만은 않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부평초처럼 가능한 순응해 나가려는 인물로 그려진다. 우자밍의 경우 1948년 7월 의학
도로서 학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개원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토지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의 부모
는 희생되고 만다. 그는 집안에 풍파가 닥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살리지 못했다. 자신의 목숨마저도
한명의 사냥꾼을 통해 부지하게 되는데, 얼마 후 그 또한 자신이 습득한 의술로써 다른 한 사람의 목숨을 구
하게 된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인민해방군 정치위원이던 류푸위안(劉普源)이었다. 그는 우자밍의 총기를
알아보고 입당과 입대를 권유하며 신중국건설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던 것이다. 우자밍도 집안에 관한 과거
를 철저히 숨기며 이를 수락함으로써 지주계급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공산당원이자 인민해방군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 집과 이름이 없다는 뜻의 ‘우자밍’ 또한 이때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었다.
후다이윈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다시 찾은 때가 1952년이었다. 바로 우자밍의 의술 덕분에 생명을 되찾은
때이다. 반면에 이 해는 토지개혁을 통해 지주계급의 완전 소멸로 기록된 때이기도 하다. 후다이윈과 우자밍
은 계급 집단의 소멸 속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생존자인 셈이다.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과거, 즉 ‘토지개혁’에 관련된 가족사를 속 시원하게 발설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명확
히 말하자면, 감히 발설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 대신 팡팡은 이들 부부의 아들인 우칭린을 통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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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세대가 전하지 못한 얘기들을 담담히 옮겨내고, 못다 알린 폭력의 진상을 파헤치려 한 것이다. 때문에 개
인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였지만, 롼마이 속 개인사는 일가족의 희생사로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그것 또한 조
국 수난사의 일부였음을 상기시키게 하는 것이다.
롼마이는 ‘집단으로서의 지주’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지주’묘사에 충실했다. ‘환원’의 개념에 기대어 설명하
자면, 토지개혁 당시 지주가 비판 받아야 했던 외부적 사실보다 평가의 정당성 내지 합리성 이라는 내부적 진
실을 밝히는 데 사고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즉, 딩쯔타오가 반복적으로 내뱉던 ‘且忍廬과 三知堂’은 각각 자
신의 친정과 시댁의 별채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특히 三知堂의 주인 루쯔차오(陸子樵)은 앞서 말한 선량한
지주형상에 부합하는 인물이다. 일본 유학 후 신해혁명에 일조했고, 항일유격대에게 자금과 의약품을 지원하
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신중국 성립 직후 토지개혁정책에 호응하며 마을에 진료소 및 학교의 설치를 돕기도
하였다. 그러나 끝내 토지개혁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 소설은 이 부분에 대한 인물 간 갈등을 조밀히 묘사
함으로서 지주의 무고함과 농민 대중의 폭력성을 대비시켜 보여준다.

4. 변화된 시대의 문학 제재
지난 2010년, 천쓰허(陳思和)는 토지개혁서사에 관한 한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土改中的小說與小說中的土
改―六十年文學話土改 의 제목으로 발표된 이 글에서 그의 문제의식은 “당대문학사에는 왜 토지개혁을 묘사
한 걸작이 없는 것일까?”3)라는 물음이었다. 단순히 이 한 마디만 놓고 보면 다소 직설적인 표현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비단 제재의 양적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면, 즉 서사의 기교측면에서 변화가 일
어나야 함을 시사한 발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평단에서 영향력 있는 학자의 든든한 격려라고도 볼 수 있다.
그는 작가들이 조금 더 과감한 진실 묘사에 다가설 필요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 대상이 비록 역사적 사
건일지라도 말이다. 김현의 말을 빌리면, “문학은 사회에 종속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뛰어 넘는다. 위대한 문학
은 한 시대에만 읽히지 않는다. 그것은 超時代的인 성격을 가진다. 그것이 작가의 超越性이라고 불리는 것이
다.”4)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롼마이는 기존의 서사에 함몰되기보다 제재 및 인물 성격 면에서 변화를 시도
한 의미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토지개혁은 역사적 사건이다. 이는 1940~50년대 농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준 계급투쟁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60여 년이 다시 흐른 지금은 소위 ‘탈정치화’의 시대로 불린다. 80년
대 개혁개방정책의 ‘득과 실’ 속에서 밀려온 시장의 자본은 한 때 혁명의 주체세력으로까지 격상됐던 농민의
정치적 기능을 거의 상실케 하였다. 소설의 배경이 된 1940~50년대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중국공산당
과 정부의 역할은 외려 축소되고 심지어는 자본의 통제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조차 발생했다. 역설적
이게도 이로 인해 중국공산당의 통치체재에 대한 비판적 모색이 소설의 글쓰기에서도 가능해졌던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전통적인 홍색경전(紅色經典), 즉 정전화 된 의미에서의 혁명소설을 바라보는 데에도 매우 다양한
시각차를 갖게 해주었다. 흥미롭게도 롼마이에서는 인물의 구성과 갈등의 처리 방식에서 기존과는 또 다른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딩링(丁玲, 1904~1986)의 太陽照在桑幹河上(1948), 저우리보(周立波, 1908~1979)의 暴風驟雨(1948)는 194
0년대 후반, 토지개혁 당시 집필된 소설로서 중국현대문학사에서의 손꼽히는 수작임은 부정할 수 없다. 여기
에 등장하는 ‘비판대상으로서의 지주–혁명수행자로서의 농민’의 관계, 즉, 첸원구이(錢文貴)와 청런(程仁)의
구도, ‘한라오류(韓老六)와 자오위린(趙玉林)’관계구도 이외에도 같은 계급 사이에서 발생한 내면적 갈등과 심
리적 충돌까지도 세밀히 묘사했기에 호평을 받았던 것이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기치 아래 지주제도의 혁파
가 진행된 것은 한중일의 공통된 행보였으나, 위의 두 작품은 특히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이론에 기반을 둔
3) 陳思和, 土改中的小說與小說中的土改―六十年文學話土改 , 南京大學學報(哲學.人文科學.社會科學版) , No.4, 2010, p.8
4.
4) 김현,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 지성사, 1976.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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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나름의 토지개혁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다만, 바로 그 때문에 여기서의 지주형상은
하나같이 탐욕스럽고 교활하며 학대를 일삼는 ‘악패(惡覇)’로 정형화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천쓰허도 이점
을 지적하며 당시 작가들이 결과적으로 ‘폭력적으로 진행된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정면적인 묘사를 애써 피하
려 했다. 결국은 진실된 역사와 멀어졌고 폭력적 토지개혁의 중대성을 희석시켜버린 결과’5)로 이어진 것이라
토로했던 것이다.
롼마이의 지주형상에서는 조금 특별한 차이가 나타난다. 본 소설 속에서 루쯔차오는 위에서 언급한 ‘악패’
형 부류와는 정 반대의 지주로 묘사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마을에서는 모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청원서까
지 작성하였던 것이다. 평소에 지켜본 터라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현(縣)의 지도부는 루씨네 일가를 토지개
혁의 비판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마을에 새로 부임해 온 토지개혁조장 진디안(金點)의 출현은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만다. 그는 유년시절 루씨네 집안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인물이다. 그러나 과거 자
신의 어머니 죽음이 루씨네 집안과 무관치 않음을 알게 된 진디안은 맹목적인 적대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이
로부터 그는 루씨네 일가를 대상으로 한 비판투쟁을 위해 필사적으로 덤벼들게 된다. 그는 이미 결정 난 판결
에 비판을 제기하며 마을사람들을 재 설득시켜 나가기에 이른다. 진디안의 적극적 투쟁행위 기저에는 복수의
의지 즉, 노골적인 폭력성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루쯔차오 일가에 대한 비판집회가 결정된다. 루쯔차오는 그 상황을 참을 수 없는 수치이자 모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급기야 비판이 예정된 하루 전날 전 가족과 함께 음독자살을 하고 만다. 가까스로
취소됐던 비판투쟁이 재결정되는 장면으로 부터 루씨네 집안 식구 뿐 아니라 집안의 하인들까지도 루씨를 따
라 함께 죽기를 결심하게 되는 과정까지는 극적인 반전과 동시에 비감을 극대화시켜주는 서사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루씨가 집단자살 후 자신들의 뒤처리를 맡기게 되는 기가 바로 집안 며느리인 후다이윈이었던 것이다.
루쯔차오는 그녀에게 ‘롼마이’의 방식, 즉 파놓은 구덩이 속에 관도 없이 묻어버린 후 흙으로 덮어달라고 부탁
했다. 지역의 전설에 따르면 롼마이로 매장되게 되면, 다음 생에 다시는 이승으로 올 수 없다고 했는데, 루쯔
차오는 일부러 이 방식을 택한 것이었다. 후다이윈에게 적어도 자신에게 있어서는 무고한 11명의 사람들이 집
단 자살하는 광경이 도저히 납득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그녀는 평생 동안 악몽 같은 회상에 괴로워해야 했
던 것이다.
비판 투쟁 전날 자살의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기에 루쯔차오와 토지개혁공작대와의 충돌에 관한 묘사는 작
품 속에 없었다. 그러나 진디안의 개입을 통해서 이미 작품의 비극적 요소는 강화되어 갔고, 중요한 양상을
노출시켰다. 개인의 원한이 집단의 울분과 착종되어 또 다른 폭력적 상태로 확산되어 가는 방식을 보여준 것
이다. 이것은 토지개혁 당시 실제로 발생했던 일련의 사실들을 상징화하였단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6) 당시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집단의 폭력이 용인된 정도가 아니라 묵인된 것에 가까웠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당연
히 관방의 입장을 고려한 일각에서는 공산당 지도부의 방침과는 별개로 토지공작대 및 그 예하의 소조원들이
일으킨 일말의 사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적인 원한이 혁명의 명분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한 것이었다. 당시
로서는 농민의 정당한 투쟁이었지만, 오늘의 시각에서 그것은 ‘농민과 폭민의 문제’를 떠올려준다는 점에서 다
시 한 번 다뤄져야 할 제재임이 확실해진다.
롼마이의 이야기를 큰 틀에서 약 두 부분으로 나눠보자면, 롼마이로 가족을 잃은 딩쯔타오의 회상부분과
우칭린이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며 부모에게 얽혀있는 상처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으로 정리된다. 즉, 개혁
개방 이후의 중국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한 인민이 부모의 내력을 추적해가는 과정인 것이다. 결국 부모
모두가 토지개혁의 직접적인 피해자였음을 알게 되지만, 더 이상 그는 선뜻 나서지 못한다. “그래 나는 정말
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세상의 잔혹함이 천성적으로 겁나는 사람인걸. 지금 내가 정말 겁내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해.”7) 그에게선 자신의 부모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본능적인 방어기제가 작동한다. 그러나 그의 이
5) 陳思和, 위의 글, p.79.
6) “오래된 사적인 원한에 대한 농민대중의 보복심리가 상호 상승 작용하면서 난타난살 현상을 조장하고 지속시켰다. 떨
쳐 일어선 농민들도 후환을 두려워하여 지주가족을 아예 없애버리는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을 보였다.” 유용태, 앞의
책, p.266.
7) 方方, 軟埋，人民文學出版社, 2016,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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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 조부모의 이름인 ‘朴青과 珍林’에게서 따온 해음자임을 떠올려보면, 어느 정도의 짐작이 가능하다. 부모
들, 즉 토지개혁을 몸소 겪은 이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은 결코 용기만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칭린의 이름은 부모세대의 악몽 중 반드시 밝혀져야 할 진실이 있다면, 후대에서라도 꼭 맡아주길 기대
하는 일종의 상징이었던 셈이다. 그런 면에서 3인의 후대 인물형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칭린, 류샤오
안(刘小安), 룽중융(龙忠勇)이 그들이다. 이들 중 전자의 2인은 각각 지주계급과 혁명세력의 후손이다. 그리고
후자는 현재 역사를 기록하며 연구를 진행하는 지식인 젊은이이다. 우칭린은 진실에 다가서는 것이 능사가 아
니라 생각한다. 때문에 현재 상황에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최선으로 여긴다. 류샤오안 또한 혁명의 주
체세력이었던 아버지에게서 공산당의 혁명 전설에 관에 지겹도록 들어왔다. 그런 탓에 오히려 혁명의 신화와
숭배감이 깨어진지 오래다. 변화한 시대에 젊은 세대가 지닌 가치관과 세태를 그대로 대변해 주는 인물인 것
이다. 반면에 이와 대비되는 인물로서 룽중융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인물은 지쳐가는 우칭린에게 지속적인
용기를 전하고 과거 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인물이다. 그가 전하는 “다만 이 책은, 내가 꼭 작심해서 쓸게.
네가 진상을 원치 않을지 몰라도, 역사는 그 진상을 꼭 알고 싶을 테니까.”8)라는 결심은 롼마이를 관통하는
주제이자, 팡팡 작가의 외침으로도 해석 가능할 것이다. 우칭린은 이에 대해 대답이 없었지만 말이다. 작가 또
한 이 한마디를 통해서 현재의 시점에서 왜 토지개혁 등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지를 환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
다.

5. 맺음말
롼마이는 기존의 토지개혁 제재 소설과 비교해볼 때, 새로운 관점이 돋보였다. 팡팡은 한 여성이 겪은 두
종류의 삶을 소설화하였다. 그 주인공은 평생의 시간을 역사에 대한 기억과 망각의 반복으로 채워 나가야만
했다. 대체 무엇이 평범한 한 인간의 삶을 그러한 길로 인도했는가. 소설은 본문 속 ‘18개의 지옥’을 거치는
동안 자문하게 만들었다. 개인의 기억을 통째로 지배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의 요소요소에 자리한 사람들의 이
야기였다. 인간과 인간이 빚어내는 이 얘기들은 극한의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악의 평범성’과 불확실한 인
성의 충돌이 가진 폭력성을 여과 없이 보여줬던 것이다.
팡팡은 ‘롼마이’라는 한 단어로써 60여 년 전 중국에서 일어난 한 역사적 사건에 관해 얘기했다. 오랜 퇴고
를 거쳐 완성한 이 소설에는 신중국 건설 초기 ‘개인과 집단’ 혹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묻힌 진실을 찾아 고
군분투한 작가의 흔적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 집단의 영광으로 기록된 업적 속에서 잊혀 지지 말아야 할 개
인의 울분과 한이 없는지 반추하게 만드는 소설이었다.
요컨대, 역사적 사실이 소설 형식과의 결합 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진실성’일 것이다. 롼마이 는 이에 부
합한 소설이다. 사실 면에서나 작가적 양심 면에서나 진실성의 확보 없이 독자에게 추체험 시키기란 불가능하
다. 이 작품은 민간의 기록을 상징하는 ‘일기’와 평생을 정신적 상처와 고투하는 여성인물의 잠재의식을 빌려
이념에 기울기에 흔들리지 않으려는 작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8) 方方, 위의 책, p.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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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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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지금 중국의 중심은 어디인가?

. 들어가며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발전한 국가이다. 지금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 당
내 확고한 권력 장악과 혁신 추진을 기치로 내건 시토크라시(Xitocracy)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가히 세계
최강대국의 반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중국, 그 중국의 중심은 어디일까? 시인 박노해는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라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며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라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
다”고 노래했다.1) 시인의 논리로 생각해볼 때, 오늘날 중국의 중심이 되는 곳은 국내외적으로 영예로운 경제
성공신화와 통계수치상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아프고 약한 국민이 있는 곳,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곳일
것이다.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태동한 거대도시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냈고 염가의 젊
은 노동력을 흡수하면서 더욱 신속히 팽대해졌다. 이 때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나 임시거류증(暫留證)을
들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철새처럼 떠도는 사람들을 농민공(農民工)이라 부른다. 오늘날 대다수의 농민은
자신을 운명에 내걸고, "죽어도 도시에서 죽고 다음 생에는 농민으로 태어나지 말자는 일종의 격앙된 심정"으
로 경작지를 버린 채 도시로 떠난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었을 경우, 도시 품팔이에 최적화하기 위해 아
이와 늙은 부모를 남겨두고 떠나는데 "도시에서 품을 팔 때 도시의 각종 잡부금을 부담하고 농민으로서 인두
세까지 부담해야 하며, 비도시인이 도시에서 일하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면 몇 천 위안에서 몇 만 위안의 찬
조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2) 이렇게 시골에 남겨둔 그들의 자녀를 유수아동(留守兒童)이라고 한다. 한편 일
* 숙명여자대학교
1) 박노해, ‘너 거기 서 있다’,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느린걸음, 2010, 327쪽
2) 리창핑, 농촌의 위기 , 고뇌하는 중국, 서울: 길, 2006, 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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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농민공들은 자녀들을 도시로 함께 데리고 와서 농민공 전용 자녀학교(農民工子弟學校)에 보내는데 이들은
생활비 때문에 도시 주변부의 판자촌에서 살고 있다.
농민공과 유수아동은 시장경제체제 이후 생겨난 중국의 신흥 사회계층이며 그 수가 상당하다. 부모의 부재
에 따른 유수아동의 상실감과 절망감 등의 심리적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
제들이 더욱 우려된다. 세기의 배려에 의하면 유수아동들이 매년 익사나 교통사고, 실종이나 화상에 의해
높은 사상자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각종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조사서에서는 유수아동의 수를 2010
년을 기준, 5800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의 인구수와 필적한다.3)
지금 중국의 중심은, 이렇게 현실 안팎의 상처와 위험에 맨살로 노출되어 있는 거대한 무리, 바로 농민공의
자녀들일 것이다. 농민공 자녀문제는 빈부와 도농격차의 현실적인 모순이 집적된 곳, 포스트 사회주의의 민낯
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한창 부모의 관심과 사랑으로 보호되어야 할 아이들의 동년기가 방기되고 유린되고 있
을 때, 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이들의 상처가 묵인되고 있을 때, 중국의 아동문학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
보고 있을까?

2. 중국의 아동문학 정책과 문제제기
아동문학은 '아동을 위하여'라는 가치가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 문학관을 달리해 왔다. 인류의 아동문학
사에서 볼 때, 그것은 아동을 교육중심의 피동적인 곳에 위치시키는 관점에서 본성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아이
를 주동적인 곳에 위치시키는 관점으로, 아동문학을 일반문학의 주변적인 위치에서 문학 본연의 것으로 향유
하는 쪽으로 발전해왔다. 중국 아동문학 역시 사회주의 문학체제 울타리와 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나 아동 개인
의 자율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결국 아동문학의 발전은 무엇이 아동의 진정한 성장인가
를 해석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작가와 그 작가가 발 딛고 있는 사회의 성장과도 관련이 깊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중국의 작가들은 대다수가 작가협회(作家協會)에 소속되어 있다. 한국이나 서구 사회
에서 문학기구나 문학인협회는 일종의 서비스 기구이지만 중국의 작가협회는 정부의 행정기구이다. 다시 말해
작가협회의 회원이라는 것은 문단에서의 지위나 창작 수준이 행정차원에서 관리된다는 것이고 출판되는 문학
작품도 당국의 문화가치에 의해 검열된다는 뜻이다. 중국의 여타 문예처럼 아동문학도 정부의 국가 시책을 문
학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면서 창작 경향을 결정해왔다.
중국의 아동문학사에 있어서 전략적인 정책 변화는 작가협회를 주축으로 개최된 문인들의 '창작회의'를 통
해 결정되고 발표되었다. 최초의 창작회의(第1次全國兒童文學創作會議, 1986)는 문화대혁명 종식 후 황폐해진
아동문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논한 것이다. 두 번째 창작회의(第2次全國兒童文學創作會議, 2000)는 90
년도에 나타난 자본주의 색채의 자율적인 문학성향, 이를테면 사회주의 사상성 보다는 아동의 가독성과 유희
성을 중시하는 창작 변화를 긍정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인류공영의 세계적인 아동문학으로 나아가자는
밀레니엄적인 취지를 덧붙였다. 그도 그럴 것이 90년대 이후 도시화와 경제성장이란 화두는 당대에 장려되는
가치였고 도시 아동과 청소년의 소비문화·대중문화·도시생활에 치중한 이야기가 공전의 베스트셀러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를 찬미하는 아동문학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각광받는 엔젤산업의 주력
산업으로 부상할 무렵, 농민공 부모와 자녀들의 삶은 아동문학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심지어 관방을 대표하는
아동문학상 수상작에도 농촌과 농민공의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개혁개방과 경제성장의 부작용
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농민공 자녀문제에 대한 자성론과 책임론이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세 번
째 창작회의(第3次全國兒童文學創作會議, 2004)에서 '농촌 소년아동의 생활에 집중하는 작품을 창작하여 조화
로운 사회로 지향하자'는 발언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4)
흔히 작가는 '탄광의 카나리아', '잠수함의 토끼'로 비유되곤 한다. 그만큼 문학이 사회의 불의와 사회적 약
3) 譚凱鳴, 世紀關懷―中國農村留守兒童調査, 北京:中國發展出版社, 2012
4) 金炳華, 爲未成年健康成長營造良好文學環境進一步發展繁榮兒童文學事業―在第3次全國兒童文學創作會議上的講話 , 光
榮與使命―2004全國兒童文學創作會議論文集, 明天出版社, 2005年 7月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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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가장 민감하고 가장 통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가 본인의 사회적 가치와 인지는 그 작품이 출판
되고 소비되는 공동체의 권위가 투영되기 마련인지라 사회주의 체계의 관방 이데올로기가 작가 개인의 표현
속에 침투된다. 그렇다면 과연 아동문학 작가들은 ‘중국의 중심’에 서서 어떻게 농민공의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작가의 자율적인 예술관과 관방 이데올로기 사이에 생성된 장력 사이에서 작가는 어린 독자들
에게 농민공 자녀 문제를 어떻게 편집하여 들려주고 있는가? 어떠한 문학적 카타르시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
는가? 이 때 작가는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본고에서는 텍스트 분석을 위해 작가의 서술상황에 주목하며 제라르 주네트의 '초점화자(Narration et focal
isation)' 개념을 차용하고자 한다. 초점화자는 공간적, 시간적, 심리적 위치를 통해 텍스트의 사건을 인지하는
존재이다. 그것은 사건의 기록자이며 사건을 비추는 카메라에도 견줄 수 있다.5) 작품에 따라 초점자(focalizer)
와 서술자(narrator)를 구별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는 작품들은 서술자 겸 시각 주체가 일체된 경우도
많고 한 작품의 서술 형식이 하나로 고정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작품을 섬세하게 읽기 위해 활용하는
정도로 이용하려고 한다. 텍스트는 농민공의 자녀 중 농촌에 남겨진 경우와 도시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대표할 수 있는 것,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아동소설로 선정하였다.6)

.

에 남겨진 아이들을 보는 시선

II 농촌

1. 위태로운 희망에 기대어: 우울한 사춘기를 넘어穿過憂傷的花季 (王巨成, 2008)
우울한 사춘기를 넘어의 중심인물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싱얼(女, 星兒)과 천쥔(男, 陳軍)이다. 산
을 넘어 학교에 가야하는 싱얼이 자전거를 잃어버려 학교에 자주 늦게 되자, 천쥔이 싱얼을 태워 함께 통학하
면서 둘의 우정이 시작된다. 할머니가 부재한 틈에 괴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싱얼의 상처, 삶의 목표 없
이 불랑배들과 떠돌던 천쥔의 공허함은 우정으로 회복되어간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이들이 고민
을 털어놓고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곳은 또래의 우정뿐이다. 그래서 불법 낙태로 생명이 위험했던 친구를 위
해 동동거릴 때도, 한밤중에 아픈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갈 때도, 허리 구부러진 창(常)씨 할아버지가 홀로 농
사를 지을 때도, 상처 입은 아이끼리 우정에 기댄 연대의식으로 문제에 맞서 나간다.
이 소설의 초점화자는 전지적인 작가 서술로 싱얼과 천쥔을 둘러 싼 인물군상의 심리를 꿰뚫어 묘사하며
심지어 한 장이 끝날 때마다 다음 장에 발생할 이야기를 알려주기도 한다. 만약 초점화자가 주요인물로 고정
되었다면 그(그녀)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게 되어 농민공 자녀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소
설 전체에서 전지적인 목소리는 중심인물부터 주변인물까지 그 모두의 시각으로 농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싱얼은 도시에서 버는 돈을 고향과 부모, 자녀보다 더 우선순위로 놓는 부모들의 의식이 농
촌문제의 원인이라고 본다. 하지만 농민공 부모는 도시인처럼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꿈조차 꿀 수 없는 농촌을
버리고 싶어 한다. 다양한 인물 군상의 목소리와 시각을 통해 농촌의 삶은 총체적이고도 다성화(多聲化) 되어
다가온다. 그 중 싱얼의 담임선생님은 의지할 데 없는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농민공의 삶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보는 사람이다. 지식인으로서 농민공 자녀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투사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다면 반드시 공부하라.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면 반드시 들어가라.
대학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어떡해서든 반드시 들어가라.
시골을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든 반드시 벗어나라 .7)
5) 수잔 스나이더 랜서, 시점의 시학, 좋은날, 2001, 147쪽
6)李學斌, 藯藍色的夏天, 廣州:新世紀出版社, 2011;王巨成, 穿過憂傷的花季, 濟南:明天出版社, 2008; 牧鈴, 影子行動,
北京:中國少年兒童出版社,2010;
胡繼風, 鳥背上的故鄕(http://bxwx.org/b/33/33379/5393709.html)중 단편소설 鳥背上的故鄕 , 樓上的你和樓上的我 ,
想去天堂的孩子 이다. 본문에선 번역한 제목으로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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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담임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 부모세대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출로는 공부뿐이라고 호소한다. 그
러나 이 목소리는 지식인이라는 미명 하에 교육자로서의 안전한 생활 속에 묻힌 제한된 호소이다. 실제 유수
아동이 느끼는 삶의 무게와는 거리가 있다.
싱얼과 천쥔이 실제적으로 기댔던 연대의식은 청소년기의 순수한 희망에 닿아 있다. 서술자는 이 아이들의
감정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남매간의 우애’ 같은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순수함이란 것은
동시에 깨지기 쉬운 위태로운 것이기도 하다. 결국 소설은 어른들의 오해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걸로 끝
난다. 싱얼을 데리고 도시로 떠나는 부모는 우물을 메워버리는데, 풍요로운 생산을 주던 농촌이란 어미의 자
궁을 메우듯 결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작가는 초점화자의 전지적인 서술방식을 운용하면서 농촌에 남겨진
자들을 다각적으로 비춰냈다. 당대 정권에 책임을 돌리며 날카로운 비판의 날을 세웠다기 보단 농민공의 힘든
현실과 삶의 무게를 어찌할 수 없는 지식인의 자조와 체념을 표현한 것이다. 그가 작품 안에서 대안으로 설정
해 놓은 것도 결국은 어른들에 의해 깨진 청소년 남녀 사이의 우정이었다. 결국 작가는 중국 사회의 사각지대
에 놓인 농촌에 남겨진 자들의 삶을 문학적으로 재편성하여 체념과 위태로운 희망 사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꽃이 필 때처럼 아름다운 성장기(花季)’를 ‘우울하고 아픈(憂傷)’이란 형용사로 수식하고 있는
역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2. 사회주의 노동정신을 신뢰하며: 그림자 행동影子行動(牧鈴, 2010)

쌍둥이 마밍(馬明)과 마량(馬亮) 형제는 부모님과 함께 농촌에서 살고 있다. 마밍과 마량은 여덟 살 때부터
농사일을 해서 부모를 돕고 이를 놀이로 삼는 신체건장한 중학생들이다. 어느 날 이들은 학교의 잠긴 교실에
서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잔뜩 쌓인 책들을 발견한다. 교과서 외의 책을 구경하기 어려웠던 시골 소년들은 왕
성한 호기심으로 이 책들을 탐독하기 시작하는데 독서경험을 통해 지식의 황홀함을 체험하게 된다. 둘은 그
이후로 줄곧 전교에서 1등을 번갈아 하고 늘 책을 가까이하는 사람이 된다. 쌍둥이는 명문고에 우수한 성적으
로 나란히 합격했으나 부모의 빚 때문에 둘 다 등록하기 힘들다. 이들은 부모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닮은
일란성 쌍둥이의 특징을 이용하여 일주일씩 교대로 한 사람은 학교로, 한 사람은 돈을 벌어 생활을 유지한다.
또한 같은 사람인 척 하기 위해 생각을 더 많이 공유하고 둘의 개성을 맞추며, 한 사람만 공부를 잘해도 안
되기에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뛰어난 성적을 유지한다.
그림자 행동의 초점화자는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왕성한 동생 마량이다. 시골 소년의 기개와 성격이 선명
한 마량이 서사의 주체이다 보니 글 전체에서 활기차고 소년다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마량보다 어른스럽고 늘
반장을 도맡아 해 온 마밍의 시선은 일기형식으로 삽입되어 장마다 교차 서술된다. 농촌의 학교현황과 농민공
자녀의 삶은 두 소년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인지되는데 사람들이 농촌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점과 다르다.
농촌 학교는 도시에 비해 교육환경이 낙후되었다. 입시에 나오지 않는 예체능 과목을 아예 교과과정에서
없애고 기증자들이 이 학교로 보낸 책들과 영상자료들을 모두 감춰놓고 시간 뺏기지 말고 시험 공부하라고
주문한다. 그러나 쌍둥이는 교장이 읽지 못하게 했던 책들을 읽으면서 오히려 도시 학생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는데 열등한 시골의 교육제도에서 독서가 대안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두 소년은 낙후된 ‘농촌
학교’가 아니라 낙후된 ‘교육자’를 비판적으로 본다. 유수아동들을 보는 태도도 다르다. 다음은 마밍의 일기를
발췌한 것이다.
말하자니 좀 잔인하지만서도 나는 아버지의 장애와 어머니가 병약함이 차라리 우리 형제에게 동년의 행복을 가
져다주었다고 생각한다. (…) 이런 유수아동들은 우리보다 훨씬 부유하다. 그 아이들과 그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는
매월 그 부모가 많든 적든 부쳐주는 돈을 받아 브랜드 옷이나 신기한 장난감 등을 사서 그들의 생활을 꾸밀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눈에서 여전히 우리를 부러워하는 눈빛을 본다. (…) 이런 것을 타락이라고 부를 수 있
는 건지 모르겠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 부모가 자식에게 큰 액수의 지폐를 주는 순간, 자식을 그 돈에
7) 能读书，一定要读书! 能考上高中，一定要考上高中! 能考上大学，一定要考上大学! 能出走乡村，一定要出走乡村! (王巨成,
穿過憂傷的花季, 濟南:明天出版社, 2008, 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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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줘버리는 것이다.8)

초점화자는 농민공 자녀 문제의 원인을 농민공 부모에게 두고 있다. 자식의 삶에 필요한 것이 사랑이 아니
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비판하며 아버지의 장애와 가난한 삶을 오히려 감사하다고 본다. 쌍둥이들
이 노동을 놀이삼아 즐기게 된 이유는 “자신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미소” 때문이었다. 부모의 사랑
과 인정이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 동력이 된 것이다. 이들에게 절름발이 부친은 힘없고 가난한 농촌
과도 같다. 마밍, 마량 형제는 인간을 품어주고 그만큼 되돌려주는 고향의 농촌을 사랑과 은혜가 있는 부모의
품으로 본다. 시골을 ‘탈출해야 할 곳’, ‘파도 돈이 안 나오는 곳’이라는 일반적 관점의 대척점에 서서 ‘은혜를
갚아야 할 곳’, ‘공부하고 성공해서 다시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할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성공한 도시인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해 공부한다.
작가 무링은 농촌의 우울한 현실과 불편이 아니라 노동의 신성함과 내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러한 관점은 ‘사회주의 신인’을 문학의 전범으로 삼고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勤工儉學)’ 주제를 호
소하는 노동문학과 궤를 같이 한다. 막심 고리키의 노동소설, 1980년대 관덩잉(關登瀛)의 서부유랑기를 연
상케 한다. 낙후된 농촌 교육도 당의 잘못된 교육 시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교육자 개인의 무지로 돌리고,
마지막에 마밍과 마량 형제의 비밀이 발각되어 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려 할 때도 선생님들과 학교 관계자들,
친구들이 이들의 삶을 인정하고 응원해주는 결말로 맺는다. 작가는 그야말로 농촌과 노동으로 세워진 사회주
의 정부의 건실함을 신뢰하고 이 바탕 위에서 농민공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3. 근원적인 해결을 바라며 : 천당에 가고 싶은 아이想去天堂的孩子(胡繼風, 2010)

작은 시골 학교에 자선사업가가 찾아와 6.1일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유수아동 20명을 선발하여,
이들을 어린이날에 부모님이 일하는 쑤저우(蘇州)로 데러가 큰 식당에서 밥도 먹고 놀이공원에도 갈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이다. 교장은 교육자적 양심으로 가장 먼저 좡좡(壯壯)을 명단에 올렸다. 좡좡은 그 학교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유수아동이다. 아빠는 장애가 있어도 가족을 위해 쑤저우의 건축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지적장애인인 엄마와 연로한 할아버지와 함께 시골에 남은 좡좡은 일찍 철이 들어 집안일을 잘 돕고 학
교 성적도 빼어난 우등생(三好生)이다. 문제는 이 프로젝트에 좡좡을 보내려 해도 그 아버지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좡좡의 아버지는 명절에 오가는 차비를 아껴 가족들에게 좀 더 돈을 보내려고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고, 같은 이유로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다. 내일까지 아버지의 정확한 소재를 알지 못하면 어린이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좡좡은 밥도 못 먹고 울고만 있다.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한다. 과연 좡좡의 아버지는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명절마다 집에 들르고 집에 전화도 있어 소식을 자주 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좡좡 아버지
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집 아내는 모른다고 잡아뗀다. 이번 프로젝트에 선발되지 못한 자
기아들이 실망할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좡좡은 그 밤에 아빠에게 전화가 오는 기적을 기다리며 공용전화기가
있는 마을의 작은 매점 앞에서 잠이 든다.
이 소설의 초점화자도 전지적 작가 서술을 하고 있다. 초점화자는 아버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좡좡, 손주
를 불쌍히 여기는 할아버지,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교장, 공부를 못 해 어린이날 프로젝트에 선발
되지 못한 아이 어머니의 심리를 치밀하게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려준다. 독자는 언뜻 같은 농민공의 처지이면
서도 좡좡 아버지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마을 사람을 원망할 수 있다. 초점화자는 프로젝트에 선발되지 못
한 아이 어머니의 심리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윈잉에게 화와 질투, 걱정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화는 자기 아이 창창에게 났고, 질투는 좡좡에게 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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说起来有点儿残酷
父亲的残疾和母亲的多病 居然成就了我们兄弟俩童年的幸福
这些留守儿童远比我们富有。他们
和他们的爷爷奶奶每月都能收到父母或多或少的汇款 可以用名牌的衣服、新奇的玩具来装点他们的生活 可是 我仍然能
从他们的眼光中看到我们的羡慕。
我不知道这是不是可以叫做堕落。可责任在谁呢 父母在给他大把钞票时 也把他扔给
了钞票。 牧鈴 影子行動 北京 中國少年兒童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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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걱정은 자기 남편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일단 좡좡이 쑤저우에 가게 되어 자기 아버지를 만나게라도 되면, 아
들을 만나지 못하는 자기 남편은 자기 마음과 매한가지로 착잡할 것이다. 지금 좡좡이 그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은 게 차라리 다행이다. 좡좡이나 창창이 똑같아진 것이다. 둘 다 쑤저우에 못 가고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된
다.9)

이것은 일명 자선사업가(愛心人士)라는 사람들이 벌이는 프로젝트를 다시 돌아보게 해주는 장치이다. 사회
에서 소위 전형적이고 대표적이라고 부르는 유수아동은 뭐란 말인가? 이것은 도시인의 시각에서 농촌의 가난
과 불행을 대상화하고 관념화하는 것이다. 더 불행해야, 더 가난해야, 그러면서도 공부는 잘해야만 도움의 대
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중국 사회에 크고 작은 봉사활동과 자선 프로젝트들이 있지만, 그것이 농민공 자
녀를 위하는 프로젝트이면서도 오히려 이들 사이에 경쟁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일게 하고 자선사업가 자신의
자기만족, 선행에 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농민공 자녀의 문제는 누군가의 일회성 프로젝트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일침이다.
좡좡은 밤새 아버지의 전화를 기다리며 잠을 쫓으려고 장계(張繼)의 楓橋夜泊을 외며, 선생님이 천당처럼
아름답다고 말한 쑤저우에 가고 싶어 한다. 과연 쑤저우는 천당이란 말인가? 그리워도 아버지를 돌려보내지
않는 곳, 내 고향 사람들을 이간시키며 고혈을 뽑아가는 곳이다. 그 형상은 아이가 모기에게 뜯기며 비몽사몽
간에 잠든 모습을 통해 은유된다. 유수아동에게 꿈에서나 갈 수 있는 천당이다. 작가의 시선은 농민공 자녀들
과 남은 어른들을 다각적으로 살피며 아이의 아픔을 드러내고 도시의 선행을 경계하고 있다.
III

. 도시에 사는 농민공 자녀를 보는 시선

1. 농민공을 타자화하며 : 쪽빛 여름藯藍色的夏天(李學斌,2011)

농촌에서도 부지런하게 돈을 벌어 트럭을 사고, 도시에 집을 마련하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사람이 있
다.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지만 주인공 러샤오(樂梟)는 이렇게 능력 있고 부지런한 부모님의 장남으로 세
상에 무서울 게 없는 시골 소년이다. 그러나 러샤오가 도시 학교에 전학 오고 나서 상황은 달라진다. 한 반에
러샤오처럼 부모가 농민공인 아이는 단 한 명만 더 있을 뿐이고 도시 아이들은 러샤오가 사투리 쓴다고 놀리
고 아버지의 직업을 불러대며 무시한다. 자신들의 집에서 일해 주는 도우미, 공사판의 잡부, 배달원, 거리의
미화원 등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민공들과 본인들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5학년 남아 러샤오는 이 소설의 초점화자이다. 러샤오의 눈에는 이 모든 원인이 아버지가 고위직 간부라고
자랑하며 자신을 놀리는 차오펑(曹鵬) 무리에게 있다고 본다. 러샤오는 이들을 이기고 선생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빈병을 모아 버리거나 칠판 지시봉을 매달 수 있도록 못도 박지만, 러샤오의 선행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
은 조롱과 비웃음이다. 농민공 부모를 닮아 반에서도 부지런하다는 거다. 지금까지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던
러샤오도 이제 도시 아이들의 시선으로 부모님을 바라보게 된다. 공교롭게도 러샤오의 엄마가 차오펑의 집에
서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부모를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러샤오의 시선은 담임선생님의 특별수업
으로 변화를 보인다.
“우리 도시는 농촌에서 온 삼촌, 이모, 오빠, 누나들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들은 우리 도시를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 생활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들의 검약하고 부지런함은 우리들의
부족함도 보게 해줘요. 이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조롱하거나 낮게 보아서 안 되고 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
의 가정에도 경의를 표해야 해요. 예들 들어 우리반의 뤄요나 러샤오 학생 같은 경우죠. 그들의 부모님은 정말 대
단하세요.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든 생활을 견뎌내고 계시잖아요.”
나는 코가 시큰해지고 눈물이 그렁그렁 맴돌았으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꾹 참았다. 옆의 뤄요는 책상 위에 엎드
9) 这让云英的心里又气又妒又担心。气的是强强，妒的是壮壮，担心的是自己的丈夫福顺：一旦壮壮到了苏州，见了丰收，那
福顺的心情一定也会和自己一样很难受的。幸好现在壮壮跟他爸爸丰收联系不上了，壮壮跟强强都一样了。都去不成苏州、
探不成亲了。(胡繼風, 鳥背上的故鄕, 2010(http://bxwx.org/b/33/33379/53937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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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소리 내어 울고 있었다.10)

담임선생님의 수업은 차오펑과 반 아이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고 무엇보다 도시인의 시선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던 러샤오 자신을 반성하게 했다. 그러나 이 의식의 흐름에는 도시가 교육환경이 좋고 아름답고 편리한
곳이라는 작가의 전제가 담겨있다. 도시 신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민공이 계속 필요하고 그들이 적은 임금
으로도 성실히 고된 일을 하고 있으니 기꺼이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하며, 그들의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
이 삶의 자극을 준다는 것이다. 농민공을 타자화하는 도시인의 시각이다. 물론 5학년 소년의 시각으로 이야기
가 서술되고 아동문학이 아이들에게 현실의 부조리를 무조건 다 드러내어 보일 필요도 없다. 아이들에겐 그런
것에서 보호될 권리도 있다. 그러나 화려한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해야한다는 논리는 여전히 포스
트사회주의의 아이러니를 드러내고 있다. 선생님의 수업 한 번으로 아이들 사이의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는 것
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뤄샤오의 어머니가 하필 차오펑의 집에서 일하게 되는 설정도, 그 집 사람들의 인정과
도움을 받게 된 것도 작위적인 면이 있다. 이 소설은 5학년 농민공 자녀의 목소리와 아동의 시각으로 도시학
교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으나 선생님을 비롯한 제도교육과 도농 간의 빈부격차를 체제 안에서 긍정하는 작가
의 시선이 드러내고 있다.

2.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 등 위의 고향鳥背上的故鄕 (胡繼風, 2010)

제목에서 보듯이 이 소설은 고향의 의미에 대해 화두를 던진다. 그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명절을 쇠러
고향을 찾는 농민공 가정의 지난한 여정을 슬프고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다. 쓰하이(四海)네는 3일 내내 줄
서서 기차표를 사려해도 표를 구할 수 없고, 값이 3배가 웃도는 암표를 사느니 차라리 식당 배달용 삼륜 오토
바이를 개조하여 고향에 가기로 결정한다. 세 식구는 갖은 고생 끝에 머나먼 고향에 도착하지만 고향은 쓰하
이에게 낯설기만 하다. 왜 이 고생을 하고 고향을 찾아야 하는가? 고향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고향이란 바로 마음속에 담긴 생각 같은 거야. 한 사람이 일생동안 떨치려야 떨칠 수 없는 곳이지. 그것은 햇
빛과 이슬을 조금이나 더 받아보겠다고 나뭇가지가 더 높게 뻗어대도 그 뿌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아. 벌
레를 먹으려고 새가 아무리 높게 날아다녀도 그 둥지를 잊지 않고 찾아오는 것과 같지.”11)

위 쓰하이의 아버지의 말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고향에 대한 개념적 정의이다. 그러나 초점화자는
초등 3학년 쓰하이의 목소리와 시각으로 고향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 고향이 아버지의 말 같은 거라
면 나의 고향은 대체 어디인가? 도시는 내가 태어나고 숨 쉬며 먹고 사는데도 호구(戶口)가 없다며 유아원과
학교에서조차 받아주지 않고, 아버지의 고향이란 곳에서는 도시 아이라며 이상한 말투를 쓴다고 놀림 받는다.
아이는 계속해서 묻는다. 내가 주인처럼 느껴지는 게 고향이라던데 나는 어느 곳의 주인일까? 결말부에서 아
이는 스스로 답을 찾아 자신의 고향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임시거류증을 들고 다니는 길 위, 때를 따라 이
동하는 철새의 등 위라고 말한다.
사회 일각에서 도시 학교들의 불합리한 차별에 한을 품고 자살하는 농민공 부모의 뉴스는 처절한 사회문제
로 화제가 되지만, 어린 소년의 시각으로 편집된 농민공 자녀의 정체성 문제는 좀 더 근원적으로 고향의 의미
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보다 절제되고 담담한 어조로 농민공 가정의 복지와 도시호구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아이의 이름이 ‘세상 곳곳을 누비는(四海)’ 뜻을 담고 있는 것도 이런 의미이다. 그러나 농민공 자녀의
고향과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출구가 없다. 아이 혼자의 힘으로도 부모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중국 사
10) 我们的城市现在一天都离不开农村来的叔叔、阿姨、哥哥、姐姐，是他们让我们的城市更加美丽、清洁了，是他们给我们的
生活带来了许多方便。而且，他们的朴实和勤劳也让我们看到了自己的不足。因此，我们不仅没理由嘲笑、贬低他们，还应
该向他们致敬! 向他们的家庭致敬。比如，在我们身边，陆佑同学、乐枭同学就是这样的。他们的爸爸妈妈都非常了不起，
他们为了替子女创造更好的学习条件，承受了很大的生活压力。我的鼻子酸溜溜的，泪水在眼眶里打转。但我强人着，不让
他掉下来。旁边的陆佑伏在桌上哭出声来。(李學斌, 藯藍色的夏天, 廣州:新世紀出版社, 2011, 97쪽)
11)“家乡就是一个人心里的想头，就是一个人一辈子也丢不开的地方……这就好比想多争一点阳光跟露水的树枝，伸得再高，也
撇不开根；也好比想多寻一点粮食跟虫子的鸟，飞得再远，也忘不了窝。” (胡繼風, 鳥背上的故鄕, 2010(http://bxwx.org/
b/33/33379/53937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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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해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아이의 정직한 시선과 목소리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3. 마주보기를 꿈꾸며: 위에 사는 너, 아래에 사는 나樓上的你和樓上的我 (胡繼風, 2010)

위에 사는 너, 아래에 사는 나의 초점화자는 도시의 주거지역을 카메라 렌즈처럼 바라본다. 32층짜리 초
호와 아파트가 우뚝 서있고 동시에 농민공들이 살고 있는 다 쓰러져가는 판자촌이 한 컷 안에 다 담긴다. 단
단(丹丹)의 아버지는 경제위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갔고 엄마는 포장마차에서 품팔이를 하고 있다. 단단은
전기세를 아끼려고 가로등 밑에 밥상을 가지고 나와 숙제를 한다. 그리고 아빠가 만들어 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제기를 차고 논다. 32층의 초호화 아파트에서 사는 잉잉(莹莹)은 딸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종종 창밖
을 내다보라는 엄마의 요구 때문에 밖을 내다보다가 단단이 제기 차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관찰 결과 단단
집의 형광등이 나갔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 용돈으로 예쁜 스탠드를 사서 가져다준다. 이로써 잉잉은 단단이
모르는 문제도 알려주고 자기가 안 입는 옷도 주고 함께 제기도 차며 자매처럼 친한 친구로 다가선다.
도시의 골드칼라라고 할 수 있는 30대 금융계 비지니스맨 마커(馬克)도 창밖을 내다보다 자기 위층의 공주
같은 아이가 농민공 아이와 함께 어우러져 공부하고 제기 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 가정환경과 빈부격차에도 진정한 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웹상 토론에 올린다. 이 이야기는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면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시의적인 화제라 생각하던 기자가 석간신문에 단
단과 잉잉의 사연과 사진을 게재한다. 잉잉의 엄마는 부모가 바라는 길을 착하고 착실하게 따르던 딸이 농민
공 딸과 어울리는 것도 걱정인데 그것을 칭찬하는 신문기사가 화제가 되자 둘을 떼놓기 위해 골머리를 앓는
다.
이 소설은 매우 시각적이다. 초중반까지 초점화자는 농민공을 위에서 내려다본다. 하늘처럼 높은 도시인의
호화저택에서 지상의 누추한 판자촌을 내려다본다. 그러니 더 작고 요원하게 보인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초점화자는 단단의 어머니로 전환된다. 엄마는 ‘가장 아름다운 윗층 소녀 最美楼上小女孩”라는 기사제목으로
실린 자기 딸의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생각한다.


“왜 사람들은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가 함께 있을 때 도움 받는 쪽이 가난한 집 아이라고만 생각할까?
왜 사람들은 동정과 연민의 시선으로만 가난한 아이를 바라볼까?”12)

부잣집 아이가 스탠드도 선물하고 안 입는 옷도 주고 공부를 가르쳐준 건 분명 사실이지만, 단단도 잉잉에
게 시골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식견을 넓혀주고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기 싫다고 고민을 털어놓는
잉잉을 위로했으며 또래로서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다. 제기 차는 법을 잘 가르쳐주어 재밌게 놀 수 있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기사는 오로지 부유한 자가 베푸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결국 단단의 엄
마는 자신의 딸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에 상처 입을까봐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로 결정하고 이들의
시선을 주동적으로 끊어낸다.
작가는 도시인과 농민공 사이에 놓인 심리적 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어른
들은 각자의 해석으로 공고화(鞏固化)한다. 그러나 아이는 지혜롭게도 천체망원경을 사용해 농민공 아이와의
거리를 단축해 바라본다. 즉 자기의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보
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예 아래로 내려와 육안으로, 동일한 인간으로 바라본다. ‘아이
들의 우정’은 도시인과 농민공 사이의 비대칭적인 시선과 요원한 거리를 단번에 허물어버렸다. 그러나 ‘아이들
의 우정’을 부유한 도시인은 진로를 망치는 우려로, 가난한 농민공은 상처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제3자
는 신분과 환경을 초월하는 미담으로만 해석한다. 위에 사는 도시 아이와 아래 사는 농민공 아이의 우정과 이
별을 통해 작가는 이들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서로의 입장에서만 바라볼 때 더욱 편차가 생기고 있음을, 작은
우정에 기대서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12)

，
？
, 2010(http://bxwx.org/b/33/33379/5393709.html))

可是为什么穷孩子跟富孩子在一起的时候 别人只看到受帮助的是穷孩子呢 为什么大家总爱用同情和可怜的眼光看待穷孩
子呢
胡繼風 鳥背上的故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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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며

V

중국이라는 상황이 좀 더 특수하기는 하지만, 농민공와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다지 낯설지만은
않다. 고속 경제성장을 경험해 온 한국에도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일명 ‘열쇠족’이라 불리며 부모의 바쁜 일
상에서 방기되거나 학원가를 전전하기 때문이다.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갈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농민공 이야기를 읽어 가면 우리사회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상황들을 떠올라 무의식적으로 견주게 되고, 종국에는 인간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내 안에 들이게 된다. 그것
은 자신의 지식, 경험으로 재구되며 중국이란 사회와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준다.
농민공 자녀의 이야기를 단순히 이웃나라의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까닭은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자주 사용하게 되는 ‘Made in China'가 바로 농민공들에 의해 만들어진 염가제품이기 때문이
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 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그 많은 것들이 동시에 농민공 자녀들의 무수한 눈물과
상처를 제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확장해볼 때 중국의 ’아픈 중심‘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
닌 것이다. 진정 성숙한 어른은 아픈 자들을 공감하고 함께 길을 모색하는 사람이니 아동의 문제를 한 사회의
것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작가들은 농민공 자녀의 문제를 사회적인 의미망에서 걸려내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이 국가체제
를 옹호하는 것이든, 비판하는 것이든, 자기 자조적인 것이든, 고발하고 드러내는 차원의 것이든 이 문제에 대
한 자신의 해석과 관점으로 농민공 자녀들의 아픔을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농민공과 유수아동의 이야기는 대
다수 리얼리즘으로 다루어졌지만 현실을 환상적으로 살게 하는 판타지적인 카타르시스도 생겨나길 바란다. 이
러한 다양한 이야기들과 관점이 모이고 모여 아동독자와 성인독자 안에 깃들고, 더욱 나은 해결책이 태동되고
자라나기를 바라본다.
【참고문헌】

1. 胡繼風, 鳥背上的故鄕(http://bxwx.org/b/33/33379/5393709.html)
2. 李學斌, 藯藍色的夏天, 廣州:新世紀出版社, 2011
3. 牧 鈴, 影子行動, 北京:中國少年兒童出版社, 2010
4. 譚凱鳴, 世紀關懷―中國農村留守兒童調査, 北京:中國發展出版社, 2012
5. 王巨成, 穿過憂傷的花季, 濟南:明天出版社, 2008
6. 王泉根 主編, 中國兒童文學60年, 湖北少年兒童出版社, 2006
7. 金炳華, 光榮與使命―2004全國兒童文學創作會議論文集, 明天出版社, 2005年
8. 박노해, ‘너 거기 서 있다’,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느린걸음, 2010
9. 송연옥, 1980년이래 중국 아동청소년소설 연구 ,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5
10. 수잔 스나이더 랜서, 시점의 시학, 좋은날, 2001
11. 왕후이 외, 고뇌하는 중국, 길, 2006
12. 최시한, 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학과 지성사, 2010
13. 최윤정, 슬픈 거인, 문학과 지성사, 2004
14. 카롤린 퓌엘, 중국을 읽다, 푸른숲, 2011
15. 창비어린이, 창비, 2012, 겨울호

257

ㆍ

東亞大學校 孔子學院 大韓中國學會

2017年度 秋季 國際學術大會 (2017.11.25.)
【메 모】

258

의 夭折과 復活, 그리고 초기 魯迅의 문예사상 / 김태만 ․ 259

新生

【중국현대문학 분과】 발표 ⑥

의 夭折과 復活, 그리고 초기 魯迅의 문예사상

新生

김태만*1)
【목 차】
1. 여는 글
2. 루쉰의 꿈, 그리고 고독한 비애
3. 『新生』의 夭折
4. 『신생』의 부활
5. ‘사람 세우기(立人)’
6. 닫는 글

【초록】1902년 루쉰은 일본유학생으로 파견되어 국내에서 학습한 자연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의학전문대학
에 진학해 의학도의 길을 걸었다. 그러던 어느날, 청국 유학생에 대한 멸시와 이른바 ‘환등기 사건’으로 돌연
자퇴하고 문학의 길로 전향한다. 의술이 한두명의 환자를 구할 수 있을지언정 썩어 있는 중국인의 정신을 구
할 수 없다는 자각에서 였다. 토쿄에서 동생 조우줘런과 쉬소우창 등 친구들과 문예잡지 신생을 창간해 본
격적인 문예운동에 뛰어들고자 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녹지 않았고 필진, 자금 등의 고갈과 주변의 냉대로 인
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그리고자 한 세계와 내용은 우연한 기회에 연결된 허난(河南)이
라는 잡지에 발표되면서 일정한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유학생활은 오래가지 않았고, 귀국해 오랫동안 ‘무
쇠로 만든 방’에 갖혀 침잠해야 했다. 반제반봉건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신청년(新靑年)이 창간되
었고, 루쉰은 침묵을 깨고 글들을 발표해 나간다. 이로써 그의 청년기 사상과 철학은 고스란히 부활해 다시
세상과 만나게 되었고, 본격적인 ‘정신계의 전사’로 걸어 나갈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신생 출간을 전후한 루
쉰의 사상의식 전변과정과 내용을 통해 신생의 실패와 부활과정 등의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루쉰(魯迅), 신생(新生), 허난(河南), 신청년(新靑年), 5·4신문학운동

1. 여는 글
봉건 2천년 역사가 마감되어 가고 있던 1981년 가을, 저쟝(浙江) 성 싸오싱(紹興) 현의 한 명문세가였던 주
씨(周氏) 문중에서 태어난 루쉰(魯迅 : 1881~1936)의 본명은 조우장소우(周樟壽)다. 당시 중국은 몰락하기 직
전의 봉건왕조가 그나마 서구의 열강에 이리저리 얻어맞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태였다. 봉건적 질
서는 더 이상 중국을 지탱해나갈 ‘절대 권위’가 아니었고, ‘서구의 힘’은 중국의 붕괴를 앞당기는 결정적 충격
을 가했다. 봉건왕조의 쇠잔(衰殘)에 따라 봉건지주였던 그의 집안도 날로 몰락해 갔다. “4년여 동안, 늘 ……
거의 매일같이, 전당포와 약방을 들락거리며”1) 비싼 값을 치루고 귀한 약을 구해봤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이
부친이 사망하자 가세는 더욱 기울었다. 믿어왔던 ‘중약(中藥)’과 ‘명의(名醫)’에게 부친을 빼앗기고 난 루쉰은
‘전통 의학’에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기로 결심한다.2)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ktm2170@gmail.com)
1) 루쉰(魯迅), 외침·자서(呐喊·自序) , 외침(呐喊), 루쉰전집(魯迅全集) 제1권 p.415, 인민문학출판사, 베이징(北
京), 1981. 이후 루쉰전집은 권수와 페이지만 밝히기로 한다.
2) 루쉰, 아버지의 병(父親的病) , 아침 꽃 저녁에 줍다(朝花夕拾), 루쉰전집 제2권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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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지겨운 한문공부를 위해 삼매서옥(三昧書屋)에 나가는 대신, 이듬해 급기야 신식교육을 찾아 난징(南
京)으로 떠난다(1898). 그는 난징의 해군학교인 강남수사학당(江南水師學堂)에 진학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 학
교의 비리에 분개해 퇴교했다가, 다시 광무철로학당(鑛務鐵路學堂)에 입학했다. 이때 루쉰은 스스로 이름을
‘사람을 세우다’ 또는 ‘사람을 심다’ 라는 의미를 지니는 수런(樹人)으로 개명한다. 이때 나이 18세였다. 이러한
행보는 곧 봉건전통과 단절하고 새로운 지식인의 행로를 시작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 때까지만 해도 글
공부를 해서 과거에 응시3)하는 것이 바른길이라 여겼다. 이른바 서구 학문에 힘을 쏟는 것은 사회적 출로가
막힌 놈이 외국 놈들에게 넋을 팔아먹는 짓이라고 여기면서 몹시 비웃고 배척했었다.”4) 그러나, “나중에 나는
K학당5)에 입학하고서야 비로소, 세상에 물리며 수학이며 지리며 역사며 회화며 체육 같은 과목도 있음을 알
게 됐다. 생물학을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우리들은 목판으로 찍은 전체신론(全體新論)이나 화학위생론(化學
衛生論) 따위의 책들을 읽어 보았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과거 의사들의 의론이나 처방을 비교해보
고 전통 한의사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사기꾼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됐으며 또한 전통 한의사에게 속은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 커다란 동정심을 품게 됐다.”6) 이와 동시에 그는 서구의 과학과 철학사상 및
문학작품들을 접하면서 서구의 힘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번역된 역사책으로부터 일본의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이 거의 대부분 서구의학에서 발단됐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7)
거기서 터득한 수학·해양학·광물학·지리학·진화론 등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이 루쉰으로 하여금 우매와 무지
와 미신으로 점철된 중국전통사회의 봉건성을 철저하게 타파하지 않고서는 중국사회를 부강하게 개조할 수
없다는 인식에 이르게 했다. 이때의 자연과학 지식이 이후 도일해 센다이 의학전문학교(仙台醫學專門學校)에
서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는 기초가 되었을까? 그러나 그것은 꿈에 불과했다. 그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들
이 발생했다. 그를 아끼던 후지노 선생(藤野先生)의 강의시간에 벌어진 이른바 ‘슬라이드 사건’은 그를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문학가로 변신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러일전쟁 후 만주를 점령한 일본군에게 스파이
누명을 쓰고 무고하게 총살당하는 동포의 절규를 멍하니 ‘구경하고 있는’ 중국인의 모습이 담긴 슬라이드 한
장,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만세’를 외치는 일본학생들의 ‘애국심’에 분개했기 때문이었던가.8) 그는 서구의
문학사를 섭렵하면서 특히 ‘피압박민족의 작가’나 ‘통치자에 대해 저항하는 작가’들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
를 통해 중국의 부국강병을 주장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의 개인적 잇속을 챙기기에 급급한 양두구육(羊頭狗
肉)의 부르주아 개량주의자들의 허위에 저항하는 힘을 배양하고 있었다. 그는 ‘입으로만 떠드는 과학’보다는
‘실질적인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문학의 힘’에 주목한다.
그는 악마파 시의 힘(摩羅詩力說) (1907)에서 시의 위대함이 무기를 능가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다
음과 같이 주장한다. “따라서, 추론하건대, 나폴레옹을 물리친 것은 국가도 아니요, 황제도 아니요, 무기도 아
니요, 바로 국민이었다. 국민은 모두 시(詩)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시인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결국 망하지 않았다. 공리(功利)를 애써 지키고 시를 배척하며 다른 나라에서 못 쓰게 된 무기를 가져다 자신
들의 의식주를 지키려는 자들은 어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이 역시 시의 위력을 쌀
이나 소금에 비유해 다만 실리를 숭상하는 사람들을 일깨워 황금이나 흑철(黑鐵)이 국가를 부흥시키기에 부
족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뿐이니,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가 그대로 모방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본질적인
의미를 보여 주어 약간이나마 깨달아 이해하는 바가 있기를 기대할 따름이다.”9) 계속해서 그는 문학이 지닌
힘에 대한 믿음을 간과하지 않고, “대세가 이러한데도 문학의 쓰임은 더욱 신비롭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우
리의 정신과 마음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함양하는 것이 바로 문학의 직분이요 쓰
임이다. …… 이 밖에 문학이 할 수 있는 일과 관련해 특수한 쓰임이 하나 더 있다. 대개 세계의 위대한 문학
3) 1905년에 과거제가 폐지되었다. 이로써 봉건질서의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던 향신(鄕臣)계급이 몰락하고 신분제의 재편
성이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4) 루쉰, 외침·자서 , 앞의 책, p.416.
5) 위의 광무철로학당을 말한다.
6) 루쉰, 외침·자서 , 앞의 책, p.416.
7) 루쉰, 외침·자서 , 앞의 책, p.416.
8) 루쉰, 후지노 선생(藤野先生) , 루쉰전집 제2권 p.306.
9) 루쉰, 악마파 시의 힘(摩羅詩力說) , 무덤, 루쉰전집 제1권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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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생의 오묘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으니 인생의 사실과 법칙을 직접적으로 말해 주는 일은 과학이 할 수
없는 바이다”10)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무렵 그는 자신의 인생행로를 바꿀 만큼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의학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매한 국민은 몸이 아무리 성하고 튼튼해도 아무런 의의도 없는
조리돌림 감이 되거나 구경꾼밖에는 될 수 없으니, 앓다가 얼마간 굶는다 해도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할 필
요는 없다”고 인식하고는 의학에서 문학으로 전향을 결심한다. 문학을 통해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하고,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은 문학예술이라고 생각하고 문학예술 운동을 제창한다. 그해
말, 그는 마침내 센다이 의학전문학교를 자퇴(1906)하고 토쿄(東京)에서 만난 친구 쉬소우창(許壽裳 : 1883~19
48)에게 말했다. “나는 문예를 공부하기로 결심했다네. 중국의 바보들, 그 대바보들을 의술로 고칠 수 있을
까?”11) 의술은 육신을 낫게 하지만 그보다 중한 정신의 병은 문학의 감화로써만 가능하다고 확신한 것이다.
마침내 그는 문학으로의 전향을 결심하고 친구들과 신생(新生)이라는 제명의 잡지를 창간하기로 한다.
“낯선 사람들 속에서 자기 혼자 아무리 고함을 질러 봐야 그들이 찬성도 반대도 아무런 반응도 보여주지 않
는다면, 그것은 거친 황야에 홀로 서 있을 때처럼 난처해질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는가! 그래서
나는 그 때 느꼈던 바를 적막(寂寞)이라 이름 지었다.”12)라고 술회했다. 그러나, 신생 창간은 불발(1906)됐
고, 그에게 또 다른 절망을 안겨 주었다. 결과는 그를 극도의 무료감에 빠져들게 했고, 마침내 그는 경제적,
가정적, 정치적 등의 이유로 일본에서의 생활을 마감하고 귀국(1909)해야 했다. 귀국 후에 그가 마주한 현실
역시 그의 열정과는 거리가 너무나 컸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불우한 생활의 연속이었고, 마침내 이를 일러
‘적막’이라 일컫게 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적막감을 쫓아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이 나
를 너무나도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의 영혼을 마취시켜 나를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게 했으며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하루는 친한 벗 첸셴통(錢玄同 : 1887~1939)이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쇠로 만든 방(鐵屋子)’에 갇혀 숨 막혀 죽어가는 사람에게 고함을 질러, 적막 속을 내달리는
용사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거침없이 내달리게 해야 한다.”13)는 생각에 미치게 됐다고
말했다. 깊은 적막감은 봉건 역사의 몰락과 세기말적 위기의식 속에서 중국과 중국인의 미래에 대한 깊은 우
려와 걱정 때문이었을 것이다.14)

2. 루쉰의 꿈, 그리고 고독한 비애
1906년 봄, 루쉰은 유학중(1902~1909)이던 센다이(仙台)를 떠나 토쿄로 돌아 왔다. 그해 6월, 모친의 묵은
성화에 못 이겨 잠시 고향 싸오싱으로 돌아가 모친이 정한 혼처인 주안(朱安)과 형식적인 혼례만 치루고는
이내 동생 조우줘런(周作人 : 1885~1967)을 데리고 토쿄로 돌아 왔다. 그때 루쉰은 이미 ‘의사(醫師)의 길’이라
는 꿈을 포기한 채, 새로운 인생을 향한 도전과 모험의 기로에 서 있었다.
1894년 갑오전쟁에서의 패전으로 충격에 빠진 청(淸) 정부는 ‘천조 제국(天朝帝国)’이라는 자고자대(自高自
大)의 미망(迷妄)에서 깨어나야 했다. 아편전쟁(鴉片戰爭)에서의 뼈저린 교훈도 있었거니와, 서방열강들이 지
닌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 모든 방면에서 저만큼 앞서 가는 선진성을 깨달으며, 새로운 국제사회의 역학관
계를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청 정부는 ‘외국의 장점으로 외국을 제패하자(师夷长技以制夷)’라고 주창한 청말
애국주의 지식인 웨이웬(魏源 : 1794~1857)의 ‘현대화 모델’을 실현15)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로 유학생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청국의 위상을 재인식하고 서양의 선진문물을 습득해 돌아
와 조국의 현대화에 앞장 서 주기를 희망했다. 정부가 조장한 유학붐은 일시에 서학동점(西学东渐)의 조류를
10) 루쉰, 악마파 시의 힘 , 앞의 책 p.71.
11) 許壽裳, 我所認識的魯迅, 人民文學出版社, 1961.
12) 루쉰, 외침·자서 , 앞의 책 p.417.
13) 루쉰, 외침·자서 , 앞의 책 p.419.
14) 김태만, 다시 루쉰에게 길을 묻다-탈식민주의와 풍자정신 pp.37~40, 도서출판 호밀밭, 부산, 2017.
15) 김태만, 海國圖志에 나타난 魏源의 世界認識 硏究 , 중국학 제51집 pp.161~162, 大韓中國學會, 2015.6.30,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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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했고, 이로써 잠자고 있던 중국이 서서히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다.
루쉰 역시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비유학생 신분으로 일본에 파견됐다. 고분학원(弘文学院)16)에서 일
본어 등 기초 소양과목을 이수한 후, 1904년 4월에 보통과(普通科) 2년 과정을 수료했다. 규정에 따르면, 루쉰
은 국내에서 수학한 광무철로학당의 전공을 살려 토쿄 제국대학(東京帝国大学) 공과(工科)의 채광야금과(采矿
冶金科)로 진학해야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당시 유학생들의 전공은 중국근대화와 관련해 실무적
이고 공리적인 학문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후 루쉰의 자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토쿄의 유학생 중에는 법
학, 정치, 이공, 화학 그리고 경찰, 공업을 공부하는 사람”17)이 위주였다. 그러나, 그는 유년에 경험했던 부친
의 병환과 돌팔이 의사로부터 받았던 설움을 이겨내기 위해 그해 9월, 이공계가 아닌 의학을 선택해 센다이의
학전문학교로 진학했다. 그는 병든 부친의 병구완을 하면서, 돈은 돈대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병은 호전되지
않고 결국 부친을 여위었다. 병구완을 하는 동안 전통 한의의 비과학성과 돈만 밝히는 한의사들의 파렴치에
치를 떨었던 탓이었을까? 이공에서 의학으로 전과한 이유를 나중에 외침·자서(呐喊·自序) 에서 밝힌다.
“나의 꿈은 매우 아름다왔다. 졸업 후 돌아와 아버지처럼 치료시기를 놓친 환자들의 고통을 치료하고 전쟁 때
는 군의(軍醫)로 따라다니는 한편 국민들의 유신(维新)에 대한 신앙을 추진하는 것이다.”18) 그는 병든 육신을
고치는 의사가 되는 길이 부친의 한을 푸는 길이라 여기며 열심히 학업에 매진했고, 이를 기특하게 여겨 총애
해 마지않았던 후지노(藤野严九郎) 선생19)같은 스승도 만났다. 곧고 청렴한 학자이자 교수였던 후지노 선생은
루쉰이라는 일개 청국(淸國) 유학생을 무시하거나 모멸감을 주기는커녕 필기노트를 검토해 수정해 주는 등
자상하고도 사려깊이 지도해 주었다.20)
그러나, 청년 루쉰의 유학생활에 유쾌한 일만 연속되지는 않았었다. 원래 토쿄에 체류하려 했지만, 학업에
는 관심이 없이 사교댄스나 추며 허송하는 청국 유학생들이 꼴보기 싫었고, 이공보다는 의학을 통해 좀 더 의
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멀리 센다이까지 왔다. 하지만, 학업능력을 인정하기는커녕 의문
의 투서로 루쉰을 모함하는 학우들로부터 심한 모멸감을 느껴야 했다. 이른바 ‘커닝 의혹 투서 사건’이었다.
루쉰은 센다이의전에 입학한 이듬해(1905년) 여름방학을 토쿄에서 지내다가 학교로 돌아 왔을 때 마침 1학년
전체 성적이 발표되었다. 루쉰은 140명 중 68등으로 2학년 진급대상자 명단에 용케 들었다. 당시 매우 엄격한
진급시험 제도로 인해 동급생 중 30명이 불합격 처리되어 유급당한 상태였다. 학년 중에 유일한 청국 유학생
인 루쉰이 평균 이상의 성적으로 무난히 진급하게 되자, 이를 반목질시한 급우들이 수근대며 모함하기 시작했
고, 급기야 학생 간사가 루쉰의 강의 노트를 검사하는 등 극도의 치욕을 당했다. 그 즈음, 루쉰에게 익명의 편
지 한통이 전달됐다. 투서에는 “약소국 청국의 유학생은 당연히 저능아일 수밖에 없는 데 60점을 넘는다는 사
실을 믿을 수 없다. 루쉰이 합격성적을 받은 것은 해부학 강의를 담당한 후지노 선생이 강의록에 표기를 해
줘 루쉰으로 하여금 사전에 출제내용을 알도록 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었다. 루쉰은 후지노 선생에게 투
서를 보여줬고, 후지노 선생도 가당치 않은 일이라 부인했다. 사후의 조사 결과를 보면 루쉰의 시험 성적 중
에서 후지노 선생이 담당한 해부학 과목 성적이 전 과목 중 가장 낮았다.21)
유학생으로서 겪었을 루쉰의 좌절과 상심을 100년도 더 지난 지금의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있을까? 그러
나, 모멸과 수모를 더 이상 탓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의학도의 꿈을 버리지 않은채 학업에 매진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충격에 직면했다. 같은 동족인 중국인들의 마비된 정서를 확인함으로써 받게 된 충격
은 일본인들로부터 받은 그것보다 훨씬 더 견딜 수 없는 깊은 번뇌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
16) 청 정부가 일본으로 파견하는 유학생들의 언어 학습을 위해 일본정부가 1896년(明治29年) 설립해 일본어를 비롯한 수
학, 이과, 체조 등 기초 교양과목을 교육한 아카데미로 1902년부터 본격적인 청국 유학생 전담 교육기관으로 발전했다.
魯迅을 비롯해 陳天華, 黄興, 胡漢民, 牛保才, 楊昌済, 朱剣凡, 胡元倓, 李琴湘, 方鼎英, 許寿裳, 陳幼雲, 陳師曽, 陳寅恪
등이 수료했다. 1903년(明治36년)에 乾隆帝의 연호인 “弘暦”의 ‘弘’을 피휘해 ‘宏’文学院으로 개명했다가, 1909년(明治42
년)에 폐교됐다.
17) 루쉰, 외침·자서 , 앞의 책 p.417.
18) 루쉰, 외침·자서 , 앞의 책 p.416.
19) 센다이 의전에 재직하며 해부학과 세균학 등을 담당했던 교수로 매우 엄격하면서도 교육과 연구에 소홀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청국 유학생인 루쉰을 세심히 배려해 준 것으로 루쉰 역시 오래도록 기억했던 스승이다.
20) 루쉰, 후지노 선생 , 앞의 책 p.304.
21) 周作人, 魯迅的青年时代 pp.35~36, 河北教育出版社，石家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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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년 1월, 후지노 선생의 해부학 수업 중에 발생한 이른바 ‘슬라이드 사건’이었다.
나는 잇달아 중국 사람들을 총살하는 장면을 관람할 운명이었다. 이듬해 곰팡이균 과목을 수강했는데 세균의
형태는 모두 영상으로 전시됐다. 한 단락이 끝나고 아직 시간이 남아 몇 편의 시사영상을 보았다. 당연히 모두 일
본이 러시아를 격파하는 장면들이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속에 중국인이 있었다. 러시아를 위해 밀정노롯을
하다가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총살당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를 둘러싸고 한 무리의 중국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다.
강의실에는 ‘나’라는 중국인이 한 명 더 있었다.
“만세！” 그들은 손뼉을 치면서 환호했다.
매 편 영상마다 이런 환호가 들려왔는데, 내가 듣기에 몹시 귀에 거슬렸다. 나중에 중국에 돌아와 죄인을 총살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를 구경하는 한가한 사람들 역시 술 취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 댔다. 정말 상상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때 그 순간,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22)

루쉰이 일본 유학 시절 느꼈던 좌절과 충격 그리고 그로 인한 침잠의 과정은 외침·자서 와 후지노 선
생(藤野先生) 에 상세히 술회되고 있다. 특히 ‘슬라이드 사건’은 루쉰에게 있어서 자기 “동포들의 비겁과 나약,
그리고 나아가 그들의 영혼을 개조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통렬한 ‘돈오(頓悟)’의 순간이었다.
자신의 형제들이 살해당하는 데도 가해자에게 아부해야 살아 갈 수 있는 약소민족 중국인의 처지와 이를 목
도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인식으로부터 ‘나’라는 자아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예만도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국인의 처지에 대한 인식, 어찌할 수 없는 중국과 중국인
에 대한 좌절과 분노, 중국인의 주체의식을 깨쳐내지 않고서는 중국의 미래가 없다는 각성의 과정에서 ‘의사
가 되겠노라’던 청년 루쉰의 아름다움 꿈은 깨어져 나가고 만다. ‘약소국민’에게는 굴욕과 비통,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지식인의 연민과 번뇌만 순환할 뿐이었기 때문이었다.
루쉰은 생각했다. 우약(愚弱)한 국민이라면 체격이 아무리 건장하고 튼실하더라도 단지 하찮은 ‘조리돌림(示
众)’의 대상이자 관객일 뿐이다. 의학으로 중국인의 육신을 치료할 수 있을런 지는 몰라도 중국인의 정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때문에 그들의 정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첫번째 요점이다. 나는 그때 정신을 변
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문예(文艺)라고 생각했다.”23) 그리하여 급기야 루쉰은 의학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후 자
퇴서를 제출했다. 그리고는 홀연히 센다이를 떠나 토쿄로 돌아와 문학예술운동을 창도하면서 국민들의 정신
변화를 목적으로 ‘국민들의 내적 힘을 발굴하기 위한 전투’를 시작한다.24)

3. 신생(新生)의 요절(夭折)
문예를 통한 사회변혁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지는 바로 정기간행물일 것이다. 루쉰은 뜻있는 동지
를 규합해 정기간행물의 창간을 준비해 나갔다. 센다이를 떠나 토쿄로 돌아 온 후에도 뇌리를 떠나지 않는
‘슬라이드’ 장면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루쉰은 문예운동의 진지 구축을 위한 작업을 서둘렀다. 우매한 국민을
개조하기 위해 ‘의학’을 통한 육신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문예를 통한 ‘정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깨달음의
실현을 위해서였다.
루쉰이 정기간행물을 창간하고자 마음먹은 데는 당시의 사회환경과 분위기라는 객관적 조건이 주효했다.
그 당시 일본에 체류하던 청국 유학생들은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통탄하면서 각 성을 단위로 향우회를 조직
하고, 100여 종의 진보적인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을 발행함으로써 애국구망(愛國救亡)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
고 있었다. 루쉰 역시 토쿄로 돌아오자 마자 혁명진보 단체인 광복회(光復會)에 가담했고, 동맹회(同盟會)의
중앙기관지인 민보(民报) 사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장타이옌(章太炎 : 1869~1936), 미야자키 도라조우(宫崎寅
藏 : 1871~1922)25) 등 국내외 혁명지사들과 함께 광복회가 일본에서 조직하는 각종 혁명활동에 열성적으로
22) 루쉰, 후지노 선생 , 앞의 책 p.306.
23) 루쉰, 외침·자서 , 앞의 책 p.417.
24) 孙拥军, 루쉰이 창간한 新生 잡지에 관한 몇 가지 고찰(有关魯迅所创办新生杂志的几点考究) , 楚雄师範学院学报
第25卷第5期, 2010年 5月, 四川大学, 四川 成都.
25) 쑨원(孫文)의 친구로 신해혁명을 열렬히 지지했던 일본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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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면서 적극적인 혁명민주주의자로 거듭났다. 이런 사회문화적 배경 위에 루쉰 역시 민족민주혁명을 고취
하고 진보적 문화사상을 비판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정치평론과 문예창작물 등을 게재하는 종합잡지를 구상하
고 있었다.26)
루쉰은 우선 고분학원에서 동문수학했던 동지들 중 친동생 조우줘런과 동향친구 쉬소우창(许寿裳 : 1883~19
48), 웬원수(袁文薮 : 1873~1934) 등 4인이 전심전력으로 정간물의 창간을 준비해 나갔다. 이 외에도 화가 천
스쩡(陳師曾 : 1876~1923)과 시인이자 작가였던 요코하마(橫濱) 출생의 광동(廣東)인으로 5개 국어에 능통한
언어천재 수만주(蘇曼殊 : 1884~1918) 등에 더해 천인췌(陳寅恪 : 1890~1969) 이름도 보였다. 하지만 이내 사
라지고 함께 하지는 않았다. 쉬소우창이 1944년 2월 4일 린천(林辰 : 1912~2003)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당시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조우(周) 씨 형제 말고는 한 사람도 없었다네”27) 라고 기술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정
간물을 함께 창간해 운영할 인문지식인이 절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풍조에 비춰 볼 때, 학생들이 창
간한 수많은 잡지들 중에서 문학을 논하는 잡지는 하나도 없었다. 당시로서 문예전문 잡지의 수요가 거의 없
었다는 얘기다. 그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루쉰은 묵묵히 독일어를 비롯한 약소민족 문학작품의 수집과 번역
에 몰입해 있었다.
…… 그는 더 이상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기로 결심하고 전심전력으로 외국어 공부에 매진했다. 그는 한때 ‘독일
어학협회(独逸语学协会)’가 설립한 독일어 아카데미에 가서 수강했다. 하지만 평소 대부분의 시간은 독학을 하면서
독일어로 된 신구 서적이나 잡지를 찾아 구입해 집에서 사전을 찾아가며 읽었다. …… 그의 독일어는 단지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는 이 수단을 가지고 자유를 갈망하는 각 민족 문학의 문을 두드렸다. ……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세르비아 등 하나같이 식민주의 통치하에 몸부림치는 민족이다. 러시아는 비
록 독립강국이지만 인민들이 자유를 쟁취하면서 혁명을 일으켰기에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아쉬운 점이라면
자료수집이 어려운 것이다. …… 루쉰은 하는 수 없이 도서목록을 작성해 안목이 있는 서적상에게 부탁해 마루젠
서점(丸善书店)에서 구매하도록 했다. …… 또한 그는 헌책 가게에 자주 드나들면서 낡은 독일문학 잡지를 구입해
출판소식을 확인해 줌으로써 서점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28)

독일어를 배우고 헌책방을 드나들며 약소민족의 문학작품을 구입하는 등 일련의 노력은 모두 신생의 번
역문 게재를 위한 준비였고, 외국현대작품을 번역소개함으로서 중국인민들을 각성시키고 독립과 자유를 쟁취
하고자 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잡지 창간을 위한 일부 세부문제까지도 그들은 충분히 고려했다.
적잖은 원고청탁29)도 완료했다. 창간호의 삽화도 정해졌다. 이는 영국 19세기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와츠(George
Frederick Watts, 1817~1904)의 희망(Hope) (1886)이라는 제목의 유화작품이다. 그림은 시인 한 명이 눈을 싸매고
하프를 껴안고 지구위에 꿇어앉아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영국에서 출판한 와츠 화집을 한권 구입했는데,
바로 거기서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반전주의 화가 바실리 바실리예비치 베레시차킨(Vasily Vasilievich Ve
reshchagin : 1842~1904)도 루쉰이 좋아하는 화가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해골이 탑처럼 쌓여 있는 전쟁의 화신(Th
e Apotheosis of war) (1871)과 영국군대가 인도의 혁명가를 포구에 묶어 놓고 처형하는 장면을 묘사한 패전 이
후(After Failure) (1868) 등도 있었는데, 이는 아마도 그가 후에 사용하려 준비했던 것 같다.30)

쉬소우창 역시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내가 기억하건데 그는 잡지 표면과 중문 삽화 등등을 모두 준비해 놓았다. 유감스럽게도 사용할 수 없었지만
그의 흐트러짐 없는 세심한 일처리에 탄복을 금할 수 없다.31)
26) 方汉齐, 中国近代报刊史(下) p.415, 山西人民出版社, 太原, 1981.
27) 林辰, 魯迅事迹考 p.47, 新文艺出版社, 上海, 1955.
28) 周作人，止庵校订, 魯迅的青年时代 pp.36-37, 河北教育出版社，石家庄, 2002．
29) 周作人, 止庵校订, 魯迅的故家 p.309，河北教育出版社, 2002. 周作人은 일찍이 “1906년에 이미 신생에 게재할 요량
으로 삼신신화(三辰神话)라는 원고를 준비해 두었다(知堂回想录(上) p.231, 河北教育出版社, 2002)”고 말한 바 있다.
30) 周作人, 앞의 책 p.309. 이 부분에 인용된 원문의 인명이나 작품명 등 고유명사에 다소 오류와 혼선이 있어 필자가 바
로잡았음을 밝혀둔다.
31) 许寿裳, 挚友的怀念—许寿裳忆魯迅 p.13, 河北教育出版社，石家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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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사분란하게 여겨졌던 창간 준비작업은 여러 난관에 봉착하면서 여의치 않게 전개되어 갔다. 동인
으로 참가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종적을 감추거나 사라졌고, 급기야 준비위원 중 가장 연장자
였던 웬원수마저 영국으로 가서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후 오직 루쉰 형제와 쉬오우창 등 세 명만 남아 사실
상 신생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상황으로 빠져 들었다.
하지만, 루쉰은 별로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서점을 드나들고 책과 잡지를 수집해 읽으면서 준비사업에 몰두했
다. ……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 오후에 손님이 없으면, …… 밖에 나가 책을 읽었으며 밤이 되면 담배를 태
우면서 공부에 몰두했다. 그는 언제나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32)

또한,
…… 신생은 오히려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묵묵하게 준비사업을 이어 나갔다. …… 우리
나머지 세 명은 여전히 적극적이었다. 한마디로 전혀 낙담하지 않았다.33)

다른 한편, 루쉰은 정간물의 작명에 심혈을 기울였다. 처음에는 고전에서 따와 한껏 멋을 부린 혁희(赫戏)
 혹은 상정(上征) 등의 제명을 구상했다. ‘혁희’는 굴원(屈原 : BC340~278)이 지은 초사(楚辭) 이소(离骚)
의 “척승황지혁희혜(陟升皇之赫戏兮)”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광명(光明)’이라는 뜻이고, ‘상정(上征)’ 역
시 이소의 “합애풍여상정(溘埃风余上征)”이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하늘로 날아오르다’는 뜻이다.
즉, ‘광명’과 ‘이상(理想)’에 대한 열렬한 추구를 은유하고 있는 멋들어진 제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독자대
중들의 지식이나 선호도는 그렇지 않았다. 지나치게 어렵고 문언문 투라 독자대중들의 입에 착 들어붙지 않는
다는 평이었다. 이를 고려한 끝에 이들 제목을 폐기하고 쉬우면서도 산뜻한 ‘새로운 생명’이라는 뜻의 신생
(新生)34)으로 결정했다. 이 얼마나 친절한 대중에 대한 배려와 친화력의 소산인가! 하지만, 신생으로 결정
된 이후, 뜻하지 않은 조롱과 희화화에 시달려야 했다. ‘신생(新生)’이란 단어는 ‘새로운 삶’이라는 뜻도 있지
만, 당시 유학 초년생들이었던 루쉰‘들’의 신세처럼 갓 유학 온 ‘신입생’이라는 의미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초짜 애숭이들’이라는 의미로 투사되어 뜻하지 않게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당시 유학생 사회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실용과 공리에 치우쳐 있어, 심중팔구는 법학과 정치 아니면 이공
에 집중되어 있어 문학은 경시해 거들떠보지도 않는 풍조였다. 그런 상황에 이름까지 들먹이고 조롱하는 판이
니, 문예운동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한껏 부풀어 있던 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하
지만, 루쉰이 신생이라 명명한 것은 훨씬 깊은 심연의 울림을 의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신생이
라는 제명은 고향 싸오싱에서 토쿄로 돌아오기 전부터 머리속에 넣어 두고 있었다. 신생이라는 제명이 정
작 단테(Durante degli Alighieri : 1265~1321)의 서정시집 신생(La Vita Nuova)(1291)에서 따온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흔치 않다. 루쉰은 신생의 창간을 위해 오래도록 많은 준비를 해 온 가운데, 필진과 자금
은 물론 논문과 번역작품 원고, 삽화의 도판 등과 함께 정간물의 제목에 대해서도 오래도록 구상해 왔었다.
이는 준비 과정에서 신생의 외국어명으로 “La Vita Nuova”라는 라틴어를 메모해 두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35) 이처럼 루쉰은 자신만의 확신이 있었기에 주변의 조롱에 미동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잘 알다시피, 단테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이자 작가이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간 어느 파티장에서 한 살
연하인 베아뜨리체(Beatrice : 1266~1290)를 첫 대면하고 사랑에 빠진다. 무려 9년 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우연
히 재회했지만, 각자 집안에서 결정해 준 배필과 따로 따로 결혼해야 했다. 그러나, 베아뜨리체는 24세라는 짧
은 일생을 마치고 요절(夭折)하고 만다. 이 소식을 들은 단테는 슬픔을 억누르며, 9살 때 처음 만났던 베아뜨
리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 순간 아무도 볼 수 없는 마음의 방에 살고 있던 생명의 정신은 너무
도 격렬하게 요동쳤으며, 작은 맥박소리에도 놀라 파르르 떨었다. 보아라! 신이 오시어 나보다 더 강하게 나
를 압도했도다!”36) 단테는 영원한 여인으로 섬기며 그녀와의 정신적 교감을 통해 영감과 찬미를 주고받았다.
32) 周作人, 止庵校订, 魯迅的青年时代 p.38．
33) 周作人, 止庵校订, 知堂回想录 (上) p.230, 河北教育出版社，石家庄, 2002．
34) 许寿裳, 앞의 책 p.13.
35) 周作人，앞의 책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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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루쉰이 단테의 Vita Nuova를 읽으면서 베아트리체로 현현된 참된 ‘새로운 인생’을 만난 느낌을 상
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시선을 조금 다른 쪽으로 돌려 보자. 루쉰이 의도했던 ‘신생’ 개념은 놀랍게도 지금
은 해금(解禁)된 도서 신생철학에서의 ‘신생’ 개념과 매우 닮아 있다. 철학자 윤노빈37)은 그의 책 머리말
에서 “고해(苦海)의 파도 속에서 해녀가 부르짖는 가장 소중한 소리, 지옥의 갱 속에서 광부가 부르짖는 가장
으뜸되는 소리는 ‘사람살려!’다. 한 소쿠리의 전복이나 한 짐의 금덩어리로써도 구할 수 없는 목숨을 이 한마
디의 신호가 구해주는 것이다. 죽임을 당하는 고통 속에선 모든 민족들의 입이 외치는 구명(救命)의 절규는
‘독립만세!’ 또는 ‘호산나!(제발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의 고함소리다. … (중략) … 민족들이 걷는 ‘새로운 삶
(신생)’의 길은 이 불빛에 의하여서만 따뜻하고 밝게 비춰질 것이다.”38) 라고 말한다. 루쉰이 신생에서 하고
자 했던 말들 역시 이런 것이었지 않았을까? 이후 루쉰이 줄곧 주창해 온 ‘사람을 세우자(立人)’라는 철학의
씨앗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추정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어쨌건 제목을 정하고 나서도 많은 일들이 준비되어야 했다. 신생을 창간하기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은 다
섯 가지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첫째로 학문이 필요하고 둘째로 동지가 필요하며 셋째로 시간이 필요하고 넷
째로 자본이 필요하고 다섯째로 독자가 필요하다.”39) ‘독자’는 하늘의 뜻이니 어차피 예측불가한 일이고, 나머
지 학문, 동지, 시간, 자본은 비록 훗날 루쉰이 언급했던 것처럼 전무한 상황은 아니었다손 치더라도 그렇다고
처음부터 모두 갖춰진 것 또한 아니었다. 조우줘런은 다음과 같이 분석평가한 적이 있다. “첫번째로 학문인데
학문이 없다는 것은 겸손한 말이다. 사실 일종의 문학운동을 이끌고 나가려면 적어도 자신의 주장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 두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하자면 남아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나는 최초 2년 동안
되는대로 일본어를 배우고 있었고 루쉰 형은 시종일관 독일어학협에서 부설한 아카데미에서 독일어를 배우고
있었기에 자연히 시간이 더 많았었다. 동지로 말하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루쉰, 조우줘런, 쉬소우창
그리고 루쉰이 기대해마지 않았던 웬원수 등 4명이 있었다. 하지만 자본만은 큰 문제였다. 더욱이 웬원수가
영국으로 떠난 후 소식이 끊기면서 자본도 날아가 버렸다.”40)
신생의 출판 시일이 가까워 올 때 먼저 원고를 담당한 몇몇이 사라졌고 연이어 자본이 날아갔다. 결국 푼어
치도 안되는 세 사람이 남았다. 시작할 때부터 운이 따라주지 않았기에 실패했을 때 또한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후에 세 사람 또한 각자의 운명에 내몰려 같이 앉아 꿈을 얘기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탄생하지 못하고 요절한
신생의 결과다.41)


루쉰이 선택한 문학운동을 위한 첫번째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 루쉰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운이 없었던 것’
과 유학동포들의 신생이라는 이름에 대한 비아냥거림과 문학 경시풍조에 직면했을 때조차 몇몇 동지들의
결집으로 자신의 꿈을 견지했었지만, 이런 전쟁터에서 동지들이 패산(敗散)해 뿔뿔이 흩어짐으로 인한 ‘이상에
대한 환멸’은 루쉰으로 하여금 크나큰 비애를 느끼게 했다. 실패의 ‘슬픔’과 ‘하소연할 곳 없는’ 비애였다. 게다
가 나머지 세 명마저 ‘같이 앉아 꿈을 얘기’하는 것마저도 비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때부터 루쉰은 ‘경험하지
못한 무료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외로움은 “하루하루 커져 마치 한 마리의 독사처럼 나의 영혼을 옭
아맸다.”42) 루쉰은 이런 고통스런 비애와 외로움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4. 신생의 부활
36) http://m.blog.daum.net/silence-love/2605
37) 윤노빈(1941~ ?). 강원도 원주 출생으로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던 1983년 타이완을 출발한 후, 싱가포르
를 경유해 월북한 철학자로 현대적 의미의 ‘생명사상’을 처음으로 본격적이고 온전한 형태로 저술한 신생철학(1974)
을 남겼다.
38) 윤노빈, 머리말 , 신생철학(新生哲學), 학민사, 서울, 2003년.
39) 王世家，止庵编, 魯迅著译编年全集 권3 p.416, 人民出版社，北京, 2009．
40) 周作人，앞의 책 p.230.
41) 루쉰, 외침·자서 , 앞의 책 p.417.
42) 루쉰, 외침·자서 , 앞의 책 p.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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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이라는 정기간행물로 진지를 구축함으로써 무지몽매에서 허우적대는 중국인들의 정신을 개조하겠다
는 문예운동의 꿈이 사라져 간다고 느끼고 있을 때였다. 인력과 자본의 결핍으로 실패와 좌절을 맛 본 루쉰이
더욱 깊은 침잠과 비애에 빠져들고 있을 때, 또 다른 기회가 찾아 왔다. 당장 먹고 살 생계마저 아득한 상황
이었지만, 천신만고 끝에 실낱같은 희망의 손길이 뻗어 왔다. 그 중 하나가 허난(河南)에의 투고 요청이었
고, 다른 하나는 역외소설집(域外小說集)의 출간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청조의 국비장학생 파견 붐으로 일본 유학이 선풍을 이루던 시기에는 중국
각지에서 모인 일본 유학생들이 출신 지역의 연고에 따라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43) 이에 대해 박노종44)은
리시수오(李喜所)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즉, 동향의 이름을 내건 매체를 활용해 자신들
의 의사를 결집하거나 사회적 활동을 벌이면서 타국에서 중국 현실에 대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했다. 앞서
서양문물을 수입하고 개방한 일본에는 관비 혹은 자비 유학생과 정치적 망명자들까지 더하여 이미 성년기에
접어든 학생들이나 명사들이 많았다. 이들 일본 유학생들은 이미 일정 수준의 전통과 서구 학문에 대한 일정
한 소양을 갖추고 있었고, 유학의 부담을 감내할 경제적 능력과 지역의 명문가 출신들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 몰려든 이들은 변화하는 중국 내정과 세계정세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동력
을 구비하고 있었다.”45) 그 결과, 루쉰이 유학을 할 당시에 지역성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한 잡지들이 애국심
과 혁명의식을 고취하는 취지로 줄줄이 발간되었다. 그에 따라 후베이 학생계(湖北學生界)(1902), 저쟝차오
(浙江潮)(1903), 쟝쑤(江蘇)(1903), 직설(直說)(1903), 윈난(雲南)(1906), 동정호의 파도(洞庭波)(1906),
쓰촨(四川)(1907), 허난(1907), 진승(晉乘)(1907), 하성(夏聲)(1908), 쟝시(江西)(1908) 등이 줄줄이 출
간되었다. 일본의 중국유학생 사회에서 중국문학의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친 잡지들이었다. 이들은 흔히 각 성
의 향우회라는 명목으로 동향이라는 ‘혈연지연’ 관계를 이용해 작가팀과 독자군을 만들었고 융자로 자금도 확
보했다. 예를 들면 저쟝차오는 쉬소우창이 편집장을 맡은 후 신속하게 루쉰의 스파르타의 혼(斯巴达之魂)
을 게재하기로 확정했다. 이러한 와중에 허난이 탄생했다.46) 이에 비해 루쉰 등이 기획한 신생은 동인잡
지(同人杂志)로서 안정적인 자금이나 탄탄한 실력의 발행기관도 없었으며 관계가 넓은 조직이나 단체 또한
없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현대 시장시스템 속에서 문학이 생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단지 사
람을 감동시키는 문예이상(文艺理想)만으로는 부족47)함을 루쉰 일행들은 몰랐던 것이었다.
태중(胎中)에서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채 요절한 신생으로 실의에 빠진 터에 경제적 곤핍까지 겹쳐 있을
바로 그때 허난 잡지가 창간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허난의 편집장은 조우줘런이 난징의 강남수사학당
동기동창인 안후이(安徽) 동맹회 회장 쑨주단(孙竹丹)을 통해서 루쉰에게 투고를 요청해 왔다. 신생의 요절
로 고민에 처해있던 루쉰은 흔쾌히 집필에 응했고, 허난에 대량의 원고를 제공하기로 했다.48) 훗날 조우줘
런은 “공교롭게도 이때 내가 난징에서 알고 지내던 쑨주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혁명운동을 하고 있었다. 어
느 날 그가 갑자기 방문하여 말하기를 허난 출신 유학생들이 잡지를 만들었는데 원고를 쓸 사람이 부족하다
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 그래서 우리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 … ”49)라고 술회했다. 원래 
신생에 발표하려고 준비했던 원고를 죽이지 않고, 허난 잡지에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이 여간 다행한 일이


43) 일본 유학생들은 20세를 전후한 청년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사회적 명망가, 거인, 수재, 진사에 오른 인물, 전족한
여성 등 다양하였다. 1905년 청정부가 과거제를 완전히 폐지한 이후로 급증하여 기록에 따르면 1905년 8,000명, 1906년
12,000명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44) 박노종, 20세기 초 중국유학생 잡지를 통한 ‘문사文士’의식의 변화 고찰―루쉰(魯迅)의 일본 유학시기를 중심으로 , 
中國學 第57輯, 부산, 2016.12.
45) 李喜所, 近代留學生與中外文化 pp.142~143, 天津敎育出版社, 天津, 2006.
46) 周作人의 회고(知堂回忆录 上册 p.220，河北教育出版社 2002.)에 의하면 “허난 지역의 돈 많은 과부가 아들 한 명을
데리고 살았는데 본가의 사람들이 그의 재산을 탐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녀는 편안하게 살 수 없다고 판단해
아들을 토쿄에 유학시키고 자신도 따라 왔다. 그녀는 큰 돈을 향우회에 기부하고 공익사업에 참여하면서 한편으로 보
호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허난 월간의 탄생 과정이다.”라고 했다.
47) 李怡, 1907：周作人의 “协和”체험 내지 루쉰과의 异同-1907년 루쉰형제와 현대중국문학의 생성(1907 : 周作人“協和”
體驗及魯迅的異同-論1907年的魯迅兄弟與現代中國文學之生成)) , 貴州社會科學 총196기 제4기, 四川大学, 成都, 2005년 7
월.
48) 方汉齐, 앞의 책 p.416.
49) 周启明, 魯迅的青年时代 p.44, 中国青年出版社, 北京,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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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루쉰은 ‘링페이(令飞)’나 ‘쉰싱(迅行)’이라는 필명으로 잇달아 여섯 편의 글을 발표했다. 사람의 역사
(人间之历史) (令飞로 서명, 1907년 12월 제1기), 악마파 시의 힘(摩罗诗力说) (令飞로 서명, 1908년 2월 제2
기, 1908년 3월 제3기), 과학사 교편(科学史教篇) (令飞로 서명, 1908년 6월 제5기), 문화편지론(文化偏至论)
(迅行로 서명, 1908년 8월 제7기), 페튀피 시론(裴彖斐诗论) (令飞로 서명, 1908년 8월 제7기), 파악성론(破恶
声论) (迅行로 서명, 1908년 12월 제8기) 등이다. 앞의 4편은 훗날 루쉰이 자신의 잡문집 무덤(坟)(1927)에
재수록해서 출판했다. 함께 신생을 준비했던 조우줘런 역시 문장의 의의와 사명 및 최근 중국 논문의 허
실에 관해 논함(论文章之意义暨其使命以及中国近时论文之失) (独应으로 서명. 1908년 5월 제4기, 1908년 6월
제5기)와 애현편(哀弦篇) (独应으로 서명, 1908년 12월 제9기) 등을 게재했고, 쉬소우창 역시 흥국정신의 역
사적 조망(兴国精神之史曜) (旒其로 서명, 1908년 5월 제4기)을 발표했다. 당시 유명세를 날리던 수만주도 낙
양 백마사도(洛阳白马寺图), 동관도(潼关图)(曼殊로 서명, 1908년 3월 제3기에 수록), 천진교에서 두견 소
리를 듣다(天津桥听鹃图)(曼殊로 서명, 1908년 5월 제4기), 숭산설월도(嵩山雪月图)(曼殊로 서명, 1908년 6
월 제5기) 등의 그림 4폭을 게재했다. 결국 신생은 탄생하지 못했지만, 신생 동인들이 발언하고자 했던
내용은 충분히 발현될 수 있었다.
문예운동을 위한 원서 수집과 번역에 공을 들였던 만큼, 역외소설집의 출간 역시 일정 정도 루쉰의 비애
와 침잠을 위로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1908년 루쉰은 친구 쟝이즈(蒋抑卮)의 지원을 받아 조우줘런과
함께 역외소설집 1, 2권을 1908년 3월과 7월에 각각 출간했다. 루쉰은 러시아를 비롯해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보스니아, 폴란드, 체코 등 작가의 작품들을 엄선 번역해 수록했다.50) 하지만,
예상 밖으로 판매는 부진51)했고, 더 이상 시리즈를 이어갈 수 없어 폐간되고 말았다. 그러나, “1908년 허난
잡지를 위해 집필한 몇 편의 글은 원래 신생에 발표하려 했던 것이다. 또한, 루쉰이 번역 소개하고자 했던
소설들은 역외소설집 제1권과 제2권에 거의 발표되었다. … … 그는 비록 허난이라는 지역성 간행물을
위해 쓴 글이긴 하지만 루쉰이 하고 싶은 말을 죄다 했던 것이다. … … ”52) 그런 의미에서 루쉰의 신생이
태중 요절한 것이라 일도양단해 말할 수는 없다. 사실상 완전한 요절이라기보다는 시간상 조금 미루어 졌거나
작업이 분산되었을 뿐이라 여겨도 무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5. ‘사람 세우기(立人)’
1909년 7월, 문예운동의 꿈도 사라지고 경제난까지 겹친 상황에서 루쉰은 7년의 유학생활을 접고 토쿄를
떠나기로 작심한다. 그간 토쿄에서의 3년 여는 그의 일생에서 가장 깊은 인생의 심연을 겪으면서도 나름대로
의 실험적 의미를 갖는 시간이었다고 여겨진다. 요절했다고 여겨졌던 신생은 역설적으로 요절하지 않았다.
파편화되고 산발적이긴 하지만 허난과 역외소설집을 통해 부활할 수 있었고, 귀국 후 그가 주도한 각종
문예운동을 위한 탄탄한 토대가 될 수 있었다. 특히, 그의 문예운동 생애에 있어서 이론적 철학적 토대가 된
근대에 대한 인식과 사상적 틀이 숙성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그래서일까? 루쉰은 유학에서 돌아
온 후 18년만인 1927년, 토쿄 시절에 구상해 집필했던 시론(試論)들을 정리해 그의 최초 잡문집 무덤에 재
수록함으로써 초기 저작들에 대한 애착을 다시 강조한다.
루쉰은 무덤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만일 나의 과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나도 사업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샘솟듯
하는 사상이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글도 없으며 선전하고 싶은 주의(主義)도 없고 그 어떤 운동을 발기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나는 크나 작으나 실망은 하나의 고통이라는 것을 맛본 일이 있다. 그래서 최근 몇 해 동안 누가 나
더러 글을 쓰라고 권할 때 그의 견해가 나와 크게 어긋나지 않아 나의 힘에 부치지 않는 한에는 힘닿는 대로 조
금씩 써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보잘 것 없는 즐거움이라도 느끼게 함이다.53)
50) 孙拥军, 루쉰이 창간한 新生 잡지에 관한 몇 가지 고찰(有关鲁迅所创办新生杂志的几点考究) , 楚雄师范学院学报
第25卷第5期, 四川大学, 四川 成都, 2010年 5月.
51) 각 1천권씩 인쇄했으나 각권 20권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
52) 周遐寿, 魯迅的故家 p.182, 人民文学出版社, 北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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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아가, 무덤의 출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만일 대(臺)를 쌓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기서 떨어져 죽거나 그 위에서 늙어 죽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
며, 만일 구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를 매장하기 위해서 이다. 어쨌든 흘러가고
흘러갈 것이다. 모든 것이 세월과 함께 흘러갔고 흘러가고 있으며 흘러 갈 것이다. 비록 그러하지만 나는 그것을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도 아마 말에 불과한 것 같다. 나도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제 것이기만 하
면 때때로 낡은 흔적들을 모아 보존하기 좋아한다. 한 푼어치도 못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니 잡문을 묶어서 무덤이란 제목을 붙이는 것도 결국은 묘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54)

그리하여,
나 자신은 그것을 단연 없애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 지나간 생활의 흔적을 잠시 찾아보려고 한다. 나의 작
품을 편애하는 독자들도 이것을 그저 하나의 기념물로 삼고 이 자그마한 무덤 속에는 한때 목숨이 붙어있던 주검
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바랄 뿐이다. 이제 세월이 더 흘러가면 그것은 진토가 되어버리고 기념이란 것도
인간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나의 일도 종말을 짓게 될 것이다.55)

어쩌면 루쉰은 자신의 글들을 재정리하면서 자신의 사상적 궤적을 확고하게 정리정돈하고자 한 것일지 모
른다. 그래서 일까? 무덤에는 초기 루쉰의 근대의식이 농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습득한 ‘진화론’을 비롯한 서구과학과 니체 등의 계몽사상, 바이런(G. Byron : 1788~1824)과 셸리(P.
B. Shelley : 1792~1822) 같은 ‘악마파 시인’의 낭만주의 등에 관한 루쉰식 이해의 정수를 담지하고 있다. 특
히, 루쉰 철학사상의 기초이면서 그의 일생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사람’에 대한 인식과 ‘저항정신’ 등이 거의
대부분 무덤에 용해되어 있다. 이를 통해 루쉰이 보여준 근대의식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강렬한 ‘애국심’
과 동시대 다른 어떤 지식인보다도 더 철저한 ‘사람 중심 사고’에 대한 깊은 사색과 고민을 엿볼 수 있기 때
문이다.56)
무덤에 수록된 총 23편의 잡문 중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잡문집 맨 처음에 배치되어 있는 네 편의 글이
다. 1907년 당시 허난에 발표됐던 페튀피 시론 57)과 파악성론 을 제외한 나머지 글들 중 사람의 역사
(人之历史) , 악마파시의 힘 , 과학사교편 , 문화편지론 등 네 편을 일컫는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사람
의 역사(人之歷史) 라는 글의 제목을 ‘인간(人間)’의 ‘간(間)’자를 뺀 ‘인지역사’로 수정한 것과 악마파시의 힘
을 맨 뒤로 돌린 것이다. 우선, 이와 관련해 사람의 역사 주1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덤이라는 제목
이 지닌 상징성에서 보여지듯, 자신의 과거에 썼던 글들의 내용을 심화정도에 따라 점층적으로 재정리하면서
과거를 묻어버리고자 한 흔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역사 는 기본적으로 나치에 의해 ‘종족주의’와 ‘사회다아윈주의’로 이용되기도 했던 우생학(優生學)
의 비조 에른스트 헤켈(Ernst. Haeckel : 1834~1919)의 ‘인류발생학’을 루쉰식으로 해석한 글이다. 하지만 우리
가 알다시피 1903년 일본 토쿄에서 간행된 저장차오(浙江潮) 제8기에 수오즈(索子)라는 필명으로 발표했던
중국지질약론(中国地质略论) 에서부터 루쉰은 줄곧 과학을 위한 과학이 아니라 충만된 열정으로 국가정세에
대한 우려를 표현해 왔다. 사람의 역사 에서 루쉰이 중요시하는 것 역시 진화론 탄생과정에서의 파괴와 질
의, 비판 정신, 그리고 종족발생학과 개체발생학 중의 투쟁철학 등이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의 주체는 ‘사람
(人)’이지 ‘인간(人间)’이 아니라는 관점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란 말에는 사람과 사람 즉 ‘사회’라는 의미가
53) 루쉰, 무덤의 뒷면에 쓰다(寫在墳後面) , 무덤, 루쉰전집 제1권 p.282.
54) 루쉰, 무덤의 뒷면에 쓰다 , 무덤, 앞의 책 p.283.
55) 루쉰, 무덤의 뒷면에 쓰다 , 무덤, 앞의 책 p.287.
56) 김태만, 다시 루쉰에게 길을 묻다-탈식민주의와 풍자정신 p.43, 도서출판 호밀밭, 부산, 2017. 특히, ‘루쉰의 세계관
과 근대성 인식’에 관해서는 이 책의 제3장을 참고하시오.
57) 페튀피(PetoKfi Sándor : 1823—1849)는 헝가리의 시인이자 혁명가로 1848부터 1949년까지 오스트리아에 맞서 일어
난 민족혁명전쟁에 참전했고,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기 위해 침공한 러시아군에 의해 희생됐다. 장시 용감한 요한, 사
도(使徒) 그리고 민족의 노래 등이 있다. 이 글은 헝가리 문학사가인 라이히(Reich E) 작헝가리문학사에 한 챕터
로 수록된 페튀피 시론(詩論)을 번역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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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돼 있는데 반해, ‘사람’은 인류라는 개별적인 하나의 ‘종(種)’으로 지칭된다. 인류에 대한 강조를 위해 루쉰
은 제목 중에 ‘间’을 삭제하는 대신 ‘人’만을 사용해 人之历史 로 명명했던 것이다.
과학사교편 은 사람의 역사 에서 언급했던 과학에 대한 관심을 계승하고 있다. 즉, 서양 과학사조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과학의 발전이 인류의 생산사업과 갖는 상호관계를 지적한다. 즉, 과학이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 진보와 인류의 풍요로운 삶을 추동하는 작용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 두 편의 논문은 과학의 중요성을 천
명한 것으로서, 당시의 완고파와 일반 수구사상에 대해 매우 엄중한 메시지를 던졌다. 자연과학이 특히 다아
윈(Charles Robert Darwin : 1809~1882)의 생물진화론에 있어서 자연현상을 인식하는 유물론적 관점과 아울
러 진화론적 관점을 획득하도록 했다. 그런 측면에서 루쉰이 어떻게 서구 과학을 수용해 가는지를 이해하는
데 과학사교편 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루쉰은 서구과학이 발전해온 궤적을 고찰하면서 서구가 지닌 힘
의 근원을 과학의 발전에서 찾고 있는 동시에 이를 통해 중국의 과학발전을 위한 역사적 교훈을 얻고자 했다.
루쉰은 세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오늘날의 세계를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은 몇이나 될 것인가? 자연의 힘은 이미 인간의 명령을 따르며 지휘당
하고 조종당하고 있다. 마치 말을 부리듯 기계로 제어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교통수단은 바뀌어 이전 시대보다
편리하게 되었으며, 설령 고산대천(高山大川)이라 하더라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기아와 질병의 폐해는 감소하고
교육의 효과는 완전해지고 있으니, 100년 전의 사회와 비교하건대 개혁이 지금보다 더 맹렬한 적은 없었다. 누가
이의 선구가 될 것이며, 누가 이와 더불어 나아갈 것인가? 그 겉모습을 살펴보아서는 분명하게 알기 어렵지만 그
실질은 대부분 과학의 진보에서 비롯되었다.58)

현실 사회생활의 진보는 과학의 진보에 기인하므로 과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깊은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은, 이 논문이 단지 과학사를 논하는 것이라면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반면, 과
학과 문학예술의 관계를 탐색하고 토론하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만약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직 지식만을 중요시한다면 인생은 반드시 외로움에 귀착해 버릴 것이 틀림없다. 이
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아름답고 선량한 감정은 약해지고 밝고 예민한 사상은 잃어버리게 되고 소위 과학이라는
것 또한 ‘존재 없음(无有)’으로 돌아 가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은 뉴턴 같은 과학자 뿐 아니
라 또한 시인 섹스피어(Shakespeare), 그리고 화가 라파엘(Ｒaphaelo), 그리고 칸트，또한 음악가 베토벤(Beethove
n) 그리고 다아윈，문인 카알라일(Garlyle) 등을 필요로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하여 인성이 완전해지고 편
향을 막을 수 있으며 오늘날의 문명이 있는 것이다.59)

다시 말해 루쉰이 생각하기에 과학과 인문을 반드시 병행시켜야 인성의 완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현대문
명이 결여하고 있는 것이 과학과 인문의 균형이기에, 이의 극복이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이어서 문화편지론
은 다시 과학사교편 에 이어지는 논설을 전개한다. 즉, 과학의 편향적 발전으로 인해 초래된 물질주의와 다
수주의 경향에 대해 더욱 강도 높게 비판한다.
물질이냐 다수(众数)냐 라고 하는 것에는 19세기 말엽의 문명적 일면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는 그것
이 결코 정당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대개 오늘날 이루어 놓은 것을 보면, 이전 사람들이 남겨 놓은 것을 계승하
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에 문명은 반드시 시대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며, 또 이전 시대의 대 조류에 저항하는 것
이기도 하기에 문명 역시 편향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진정으로 만약 현재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면 지난
일을 고려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물질을 배척하면서 정신을 발양시키고, 개인에게 맡기는 반면 다수를 배격해야
마땅하다. 사람들이 의기가 크게 앙양되면 국가도 그에 따라 부흥할 것이다.60)

즉, ‘문명의 편향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을 주장하더라도 중국의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쉰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오늘을 위해서라면 과거를 관찰하고 미래를 예견하여 물질을 배제하고 정신을 중시하며
개인을 존중하고 다수를 배척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 정신이 분발되기만 하면 국가도 따라서 흥하는 법이
58) 루쉰, 과학사교편(科學史敎篇) , 무덤, 魯迅全集 제1권 p.25．
59) 루쉰, 과학사교편 , 앞의 책 p.35．
60) 루쉰, 문화편지론(文化偏至論) , 무덤, 魯迅全集 제1권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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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1) 때문에 세계에 생존하면서 여러 강대국들과 경쟁하려면 우선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고해야 한다.
‘사람이 서고(人立)’ 나서야 어떤 사업이든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을 세우는’ 방법으로서는 ‘개성을 존중’하여
‘정신을 발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62)
‘사람을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루쉰은 많은 지면을 들여 ‘개인존중(重个人)’과 ‘비물질(非物质)’ 사상에 대해
서술했다. 그는 우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이라는 말은 중국에 수입 된 지가
아직 3, 4년도 안됐다. 시사를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을 욕할 때 자주 사용하고 있고, 만약 ‘개인주의자’
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 그는 ‘대중의 적’과 동일시된다. 생각해보니 이런 사람들은 ‘개인주의’라는 의미를 깊
이 있게 명찰하지도 않고 남을 해쳐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63) 그가
생각하기에 개인과 자유는 상호보완되는 것으로서, 자유를 파괴하는 자는 모두 독재(专制)라 여겼다.
자유는 힘으로 얻을 수 있지만 그 힘은 다른 게 아니라 개인에 있다. 그것은 또 재산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만약 외부의 힘이 작용해 오면 그것이 군주에서 나온 것이든 다수자에서 나온 것이든 모두 독재다.
국가가 한사람에게 다른 사람들과 맞춰야 한다는 것 역시 하나의 독재다. 다수자의 의지의 표현이 법률이다. 더
나아가 비물질주의자와 개인주의자의 공통점은 ‘세속에 저항하는 것’으로서 이런 ‘강한 의지력을 가진 자’가 특히
‘귀중’하다.64)

왜냐면 그들은 ‘미래의 기둥’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루쉰은 ‘새로운 생명(新生)’의 도래를 호소하면서, 이
런 질문을 던졌다. “새로운 생명의 힘이 솟아나면 허위적이고 부패한 본질은 점차 사라지고 사람들의 정신생
활은 날로 풍부하고 강대해질 것이다. 정신생활의 햇살은 날로 강해지고 환해질 것이다. 정신세계는 점차 성
숙해지고 각성할 것이며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몽환적인 세계에서 탈출하여 주관적이고 자각적인 개인생활을
할 것이다. 정신생활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더욱 발양될 것이 아니겠는가?”65) 아울러 그는 ‘정신생활(内部
之生活)’이 개인과 20세기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중시했다. “정신생활이 풍부하고 강대할수록 인생의 의의 또
한 심오하고 요원하며 개인의 자존감과 취지나 목적 또한 깊이 부각된다. 21세기의 새로운 정신은 아마도 질
풍노도 속에서 수립될 것이고 사람들은 의지력에 근거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이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각성을 높이고 개성을 발휘하여 우리의 ‘모래성과도 같은 나라(沙聚之邦)’가 ‘인간의 나라’로 거듭
날 수 있다”66)는 것이다. 루쉰은 이 글에서 과거 중국의 ‘개인성’ 박탈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중국이 장차 열
강들과 경쟁하려면 우선 문제는 개개인을 중시하고 개성을 발양하며 물질이 아닌 영명(靈明)을 중시해야 한
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세속에 저항할 줄 아는 힘을 가진 개인’이 제일 소중한 것이라 강조했다.
그렇다면 반(反) 세속적 정신을 가진 개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 삭막한 중국에는 눈을 씻고 찾아 봐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찾으려 했다. 그것이 바로 악마파시의 힘 의 시작점이
다.
루쉰이 생각하기에 다른 나라의 목소리 중에서 “사람을 분발하여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또한 문학적으로도
취미가 깊은 것으로 말하자면 사실 낭만파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여기고, 악마시파(摩罗诗派)와 그 정신세계
에 대해 루쉰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린다. “모든 시인 중에서 저항과 행동을 근본적인 의미로 정함으로 인
해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이 부류에 모아 그들의 언행, 사상 내지 영향에 대해서 종주(宗主)인 바이
런에서부터 머저르(Magyar, 헝가리 국민파) 문학가까지 논하고 싶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외모가 모두 다르
게 생겼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대개 세상 사람들에 가락을 맞춘 안락한 목소리는 내지 않는다.
그들이 한마디 소리를 내면 듣는 자들은 당장 일어나서 하늘과 싸우고 세속과 싸운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은
후세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고 길이 빛나서 무한에 이른다.”67) 그들이 갖고 있는 ‘악마파시의 힘’이야
61) 루쉰,
62) 루쉰,
63) 루쉰,
64) 루쉰,
65) 루쉰,
66) 루쉰,
67) 루쉰,

문화편지론 , 앞의 책 p.47．
문화편지론 , 앞의 책 p.57．
문화편지론 , 앞의 책 p.51．
문화편지론 , 앞의 책 p.56．
문화편지론 , 앞의 책 pp.56-57．
문화편지론 , 앞의 책 p.57
악마파시의 힘(摩羅詩力說) , 무덤, 魯迅全集 제1권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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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68) 이런 ‘정신계 전사(精神界之战士)’들로는 바이런, 쉴러, 러
시아의 푸쉬킨, 고골리 그리고 폴란드 낭만주의 시인 아담 미케비치(1798~1855), 율리우스 스워바츠키(1809~18
49), 지그문트 크라신스키(1812~1859), 헝가리의 페튀피 등이 있다. 그들 모두 “강건하고 굽히지 않으며 성심
을 갖고 진리를 추구하며 낡은 풍습에 저항한다. 그들은 힘찬 목소리로 국민들의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자국을 천하에 우뚝 서게 한다.”69) 하지만 중국에는 ‘정신계 전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루쉰이 유신(维新)시대
부터 기대한 ‘신문화를 소개하는 인사’70)라는 단지 ‘수박 겉핥기’ 식의 사람들만 생겨났다. 루쉰은 그토록 간
절히 독립적이고 개성 있는 ‘정신계 전사’의 탄생을 호소했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루쉰이 무덤에 네 편의 글을 재수록하면서 위와 같은 순서로 편집한 것이 그 시기 중
국이 어떻게 새롭게 탈바꿈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고뇌를 온전히 표현하려는 의도에서였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상 이 네 편의 글은 마치 양파처럼 한층한층 깊어지는 점증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정황은 이 글들이 확실히 그가 신생을 위해 준비한 논문들임을 말해 준다. “비록 시간이 늦어지고 발
표한 잡지가 다르지만 루쉰이 원래 신생에서 하고자 했던 말을 허난에서 모두 토로한 것이다.71) 또한 그
가 그 여섯 편 중에서 네 편만 선택해 ‘죽어버린 과거’라는 ‘무덤’ 하나를 만든 것은 이 네 편의 글들이 논리
정연한 하나의 점층적 체계로 ‘사람 세우기(立人)’라는 이상을 드러내는 데 적합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일본
학자 이토 토라마루(伊藤虎丸)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루쉰의 유학시절을 단순히 ‘습작(习作)’시기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 이미 기본적으로 향후 노신사상의 근골이 형성된 시기라 함이 더욱 적절
하다.”72) 부인할 수 없는 통찰이다.
많은 사람들이 발칙한 의문 하나를 제기한다. 백번 양보해 만약 문예운동에 헌신하겠다는 포부로 준비했던
신생이 그 때 요절하지 않았더라면 중국현대문학사의 전개는 어떻게 흘러 갔을까? 루쉰과 그의 친구들이
문학혁명을 추동하면서 그 시기를 충분히 앞당겼을까? 5·4운동을 추동했던 신청년의 창간이 앞당겨졌을까?
그럴지도 모를 일이다. 이 모든 부질없는 추측이 그리 황당무계한 가설만은 아님은 여러 징표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루쉰이 신청년에 끼친 적극적 영향력에 관한 자오꺼동(趙歌東)의 가설73)을 증빙하는 다양한 기록
이 존재한다. 중국 최초의 현대소설인 루쉰의 광인일기(狂人日记)가 신청년에 발표된 후 신청년의 편집
장인 천두슈(陈独秀)가 특히 루쉰을 주목했다. 천두슈는 루쉰의 풍파(风波)를 읽고 나서, 1920년 3월 조우줘
런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루쉰형님께서 쓰신 소설에 정말 탄복을 금할 수 없었습니
다.” 1920년 8월 28일, 천두슈는 재차 조우줘런에게 편지를 보내서 말하기를 “위차이(豫才) 형님께서 쓰신 소
설은 정말로 모아서 다시 출판할 가치가 있습니다.”74) 천두슈의 건의에 따라 외침이 출간되었다. 이외에도
천두슈는 수감록(随感錄) 창작과 역외소설집의 재판을 촉구했다. 급기야 루쉰은 내가 어떻게 소설을 쓰
게 되었는가? 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청년의 편집장이 번번이 독촉을 해 왔다. 몇 번 독촉
이 오면 나는 한편을 썼다. 내가 꼭 언급하고 싶은 사람은 천두슈 선생이다. 그는 내가 소설을 쓰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75)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만약 천두슈가 신청년을 창간하지 않았다면
루쉰이 신문화 운동을 위해서 한 몸을 불태웠을 지 가늠할 수 없다.”76)는 리창즈(李长之)의 발언은 루쉰과 천
두슈의 행복한 만남에 대한 감격에 겨운 찬사다.
루쉰의 처지에서 본다면 신청년의 탄생은 어떤 의미에서 신생의 환생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루쉰은
신청년에 대해서 사상면에서 인정할 뿐 더러 감정면에서의 안식처로 여기기도 했을 법하다.
68) 루쉰, 악마파시의 힘 , 앞의 책 p.68．
69) 루쉰, 악마파시의 힘 , 앞의 책 p.99．
70) 루쉰, 악마파시의 힘 , 앞의 책 p.100．
71) 周作人 著，止庵 校订, 앞의 책 p.40．
72) 伊藤虎丸 著, 孙猛·徐江·李冬木 译, 魯迅, 创造社与日本文学 p.223, 北京大学出版社，北京, 2005．
73) 趙歌東, 新生부터新青年까지 . 루쉰창작의 현대성 추구(從新生到新青年-魯迅創作的現代性深求) , 東方論壇(2
008年第5期), 山東, 曲阜, 2008年.
74) 魯迅博物馆，魯迅研究室编, 魯迅年谱(增订本) 제2권 p.26, 北京, 人民文学出版社，2000．
75) 루쉰, 魯迅全集 제4권 p.512.
76) 李长之, 魯迅批判 p.45, 北京, 北京出版社，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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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가 현재 더 이상 절박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마도 옛날의 외로
운 슬픔을 잊지 못한 것인지 때때로 몇 번씩 함성을 지르면서 외로움 속에서 질주하는 용사들에게 위안을 주어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두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 나의 고함소리가 용맹하든 아니면 슬프든 혹은 가증
스럽든 혹은 웃기든 그것을 돌볼 겨를은 없다. 하지만 함성인 만큼 당연히 군령(将令)에 따라야 한다. 하여 나는
완곡한 표현 수법을 마다하지 않는다. 소설 약(药) 에서 위얼(瑜儿)의 무덤위에 까닭 없이 꽃을 얹어 놓고 내일
(明天) 에서도 싼스아주머니(单四嫂子)가 ‘꿈에서조차도 끝내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말았다’는 식의 서술은 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때의 주장(主将)은 소극적인 것을 꺼려했다. 나 역시 고통스러운 외로움을 내가 젊었을 적 때처
럼 꿈을 꾸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싫었다. 이렇듯 신청년의 부름은 루쉰의 신생 시기 계몽의 꿈
을 각성시켰고 그로 하여금 또다시 자신을 발견하도록 했으며 여전히 외로움 속에서 질주하는 ‘정신계 전사(精神
界之战士)’를 발견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77)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신생에서 신청년에 이르는 과정은 루쉰의 창작 여정에서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루쉰의 입장으로 본다면 신청년이야말로 신생을 꿈꾸던 청년 루쉰의 부활이 아닐 수 없
다.78)
신생의 요절과 부활의 전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상상력을 자극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하게 한다. “만약 신생이 성공했다면 루쉰형제의 탐색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체험
그리고 잡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학운동이 중국문학의 현대화를 앞당길 수 있었을까? 물론 역사는 추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 때문에 신문화와 신문학의 탄생 또한 우리 문학가들의 적당한 추진과 전파, 조직이 필요
한 것이다. 신생의 실패가 우리에게 알려주듯 세속적인 요구를 직접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
대 중국지식인들이 자신의 새로운 문학이상을 보급할 때 일정한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며 동시에 역사의 현실
적인 운동 또한 개인의 ‘깊이’ 있는 체험이 아니라 더 넓은 범주에서의 깊이 있는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는
시간적 인내성이 필요하다. …… 다시 말하면 잡지 형식의 신생은 비록 탄생하지 못했지만, 루쉰 형제 및
쉬소우창 등이 이 잡지를 위해 준비한 사상과 예술 등이 미래 중국문학과 중국문화의 발전에 관한 다양한 아
이디어와 자양분을 제공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이런 사상과 예술적 자원이 7~8년의 잠복기를 거쳐 마침내
5·4신문학 조류에 합류해 중국문학이 우뚝 서는데 중요한 근원이 되었다”79)고 볼 수 있다.
1907년 전후, 토쿄에서의 체험이야말로 루쉰이 의학을 포기하고 문학에 투신하면서 신생 잡지 창간을 준
비하는 시발점이었다. 또한 신생 잡지 준비활동의 실패는 그의 일본 체험을 더 깊이 있게 끌어올렸다. 우연
한 기회로 루쉰의 초기 저술이 허난에 발표되었고, 그의 사상과 시각은 조우줘런, 쉬소우창과 더불어 허난
의 지면을 훨씬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쉰에게는 크나큰 아쉬움과 회한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고 늘 머리채를 쥐고 있었다. 1907년의 실패, 좌절, 비애는 먼 훗날까지 상처로 남아
있었다. 무덤이라는 잡문집의 발간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그가 총 여섯 편이었던 초기 저작에 대한 선택과
배열 그리고 수정 등 일련의 작업들은 모두 1907년 전후의 체험 흔적을 담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도 최종적으
로 수록한 네 편의 글은 1907년 즈음 일본에서 형성된 ‘사람을 세우자(立人)’라는 루쉰의 이상이 그대로 녹아
있어, 후기 루쉰연구에 큰 지침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80)

6. 닫는 글
의학도를 지망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던 그가 의술로는 몇 사람의 생명을 구할는지 몰라도 썩어 문드러진
77) 루쉰, 魯迅全集 제4권 pp.419~420.
78) 趙歌東, 新生부터新青年까지 . 루쉰창작의 현대성 추구(從新生到新青年-魯迅創作的現代性深求) , 東方論壇(2
008年第5期), 山東, 曲阜, 2008年.
79) 李怡, 1907：周作人의 “协和”체험 내지 루쉰과의 异同-1907년 루쉰형제와 현대중국문학의 생성(1907 : 周作人“協和”
體驗及魯迅的異同-論1907年的魯迅兄弟與現代中國文學之生成) , 貴州社會科學 총196기 제4기, 四川大学, 成都, 2005년 7
월.
80) 杨华丽, 신생에서무덤에 이르기까지 : 루쉰의 1907년을 재조명하다(从新生到坟: 重审魯迅的1907) , 绵阳师范
学院学报 第34卷第10期, 四川 绵阳, 2015年10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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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국민성을 치유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은 후 중국인의 열근성(劣根性) 개조를 위해 문학에 투신했
다. 영혼 속 깊이 뿌리내린 2천년 봉건의식을 깨고 나와 진정한 주체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서구 열강이 중국 땅을 갈가리 찢어발겨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시켜 가는 조
국의 현실과 2천년 봉건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는 마비된 중국인들의 사상의식에 참담한 절망
감을 느끼며 시작한 반제·반봉건 계몽운동은 루쉰의 삶을 송두리째 옭아맨 운명이었다. 제국주의와 싸워야 했
고 봉건 관료의 사상의식 속에 뿌리박힌 봉건의식과 싸워야 했다. 루쉰은 이를 ‘열근성’이라 명명하고 이를 깨
기 위한 치열한 계몽운동을 전개해 갔다. 루쉰에게 있어서 관건적 과제는 주체성을 상실한 중국인이라는 존재
를 어떻게 계몽할 것인가 하는 것과 현실 타파를 위한 문제의식을 결여하고 있는 지식인들을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는 삶 속에서 봉건적 사회 구조와 그 구조 속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과 치열하게 투
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매하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인들과 청년들, 그리고 중국의 미래 희망을
위한 투쟁이었다.
이를 위해 신생 창간이라는 모험을 감행했지만, 불발하고 말았다. 하지만, 루쉰의 고뇌와 외침은 허난
과 역외소설집으로 이어져 부활했고, 신청년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신생의 불발이 오히려 ‘정신계 전사’
를 갈구했던 루쉰의 비판정신과 투쟁사상의 토대를 형성하는 자양분으로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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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動

【중국현대문학 분과】 발표 ⑦

과 ‘백색 테러’*1)

情動

― 암흑의 정치학, 중국 좌익문학의 의인화와 노래
봉

인영*2)

1. 서론
이 논문은 1920년대 말 및 1930년대 초, ‘백색 테러’(White Terrors)의 경험을 표현한 중국 좌익 작가의 시,
소설, 보고문학 작품을 정동(affect, 情動) 개념을 활용하여 자세히 읽기(close reading) 방법으로 분석한다. 1)
기존 감정 연구의 인지 중심적 편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정동 개념으로 감정과 몸을 연결하여, 그
것이 인지적, 정동적, 예술적․미학적,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 다층적으로 교차하며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방
식을 상호텍스트적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중국 좌련 오열사 중의 대표 작가인 로우스(柔石, 1902-1931),
인푸(殷夫, 1909-1931), 후예핀(胡也頻, 1903-1931)의 시, 소설 및 보고문학(reportage) 작품에 재현된 암흑의
정치학, 정동의 의인화 경향 및 노래 부르기의 주제를 분석한다. 또한 ‘백색 테러’의 공포하에서 테러에 대한
정동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는 방식과 그 안에 내포된 공포감 극복의 사회 문화적 기제를 살펴본다. 정동성
구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현재 테러의 공포에 지배되는 대중의 사회 정치적 삶 및 그에 수반하여 세계 질
서가 보다 위계적으로 공고하게 재편되는 방식에 있어 중국 현대문학이 시사하는 바를 탐색하고자 한다.
중국학에서 감정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로 유지니아 린(Eugenia Lean)의 『공적인 열정들: 스지엔치아오에
대한 재판과 중화민국 시기 대중적 동정심의 부상』(Public Passions: The Trial of Shi Jianqiao and the Ri
se of Popular Sympathy in Republican China)를 들 수 있다2) 이후에 개인적 사랑의 감정에 주목한 하이옌
리의 연구, 『마음의 혁명: 중국 1900-1950년대 사랑의 계보학』(Revolution of the Heart: A Genealogy of L
ove in China, 1900-1950)이 출간되었다.3) 그러나 이 두 연구는 모두 기존의 감정(emotion) 개념에 기반하여
복수․사랑․동정심 같은 특정한 감정의 형태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감정과 정동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요한
다.
본고에서 중국어가 가진 문자적 특성, 즉 표의문자(ideogram)이면서 동시에 형성(形聲, phono-semantic co
mpounds)의 원리로 이루어진 점에 착안하여, 정동성(情動性)과 정동적․촉각적(haptic) 경험이 텍스트 안에서
중국어로 재현되면서 나타나는 서사적․수사적 특징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국어의 언어 특징 자체가 어떻게
정동성의 문학적 결을 더 다층적으로 표현하게 하는지, 또 독서 과정에서 어떻게 독자의 정동적 경험을 증폭
* 본 자료는 학회 발표 자료로만 사용함을 밝힙니다.
** 충북대학교
1) 레닌은 테러가 혁명에 필요한 도구라고 간주하였고, 1917년 러시아 혁명부터 테러를 용납하여 백군파 러시아인(the W
hites)을 향하여 적색 테러(Red Terror)를 행하였다. Julia C. Strauss, “Communist Revolution and Political Terror,” i
n The Oxford Handbook of the History of Communism, edited by Stephen A. Smith (Oxford, UK: Oxford Universi
ty Press, 2014), 357. 중국의 경우 1927년 국민당이 상하이에서 공산당을 대대적으로 처형한 ‘4.12 反共 테러’를 시작으
로 공산당군에 대한 탄압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후 좌련 오열사의 처형으로 말미암아 중국좌익작가협회를 성립하
는 계기가 되었다.
2) Eugenia Lean, Public Passions: The Trial of Shi Jianqiao and the Rise of Popular Sympathy in Republican China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The Making of a Public: Emotions and Media Sensation in 1
930s China,” Twentieth Century China 29, no. 2 (April 2004): 39-61.
3) Haiyan Lee, Revolution of the Heart: A Genealogy of Love in China, 1900-1950 (Stanford, CA: University of C
alifornia Pr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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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동의 시각은 좌익문학을 대중 문예이론 논쟁, 혁명과 연애, 마르크스 이데올로기
구현의 제한된 틀로 바라보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중국 대
문학 텍스트가 가진 정동성의 다양한 재현 양상 중에서도 특히 암흑,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에서 구현된 정동
의 형태 및 그 수사적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현재 사회과학 및 중국학에
서 인지적 분석의 틀 및 감정어(동정심 및 사랑) 위주로 진행되는 감정 주제 연구를 다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중국 현대문학이 현재 사회과학 및 문화학에서 주요 연구 주제로 급부상한 감정 연구에 이론적
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논의점, 즉 중국 문자의 특성과 정동적․촉각적 경험의 관련성을 제공하여 학문 간의 대
화 및 상호텍스트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2. 암흑의 정치학
예술 작품의 생산과 그것의 소비가 사회 정치적, 물리적 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점에 주목하여, 본
고에서 중국 좌익 작가들이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하여 고안해 낸 수사적 장치, 즉 암흑(성)과 그것에 내
포된 암흑의 정치학을 논한다. 백색 공포하에 국민당의 검열이 갈수록 삼엄해지는 상황에서 좌익 작가들의 창
작 생활은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이 시기 ‘백색 테러’의 공포와 체험을 직접적으로 다룬 소
설 작품은 상대적으로 적은 듯하지만 시, 소설 및 보고문학에서 주요 모티브(leitmotif)인 암흑, 검은색, 회색,
밤, 어둠, 빛, 붉은색, 그리고 피의 주제가 공통적으로 형상화되어 상호텍스트성을 구현하고 있다. 먼저 인푸의
監房的一夜 , 감옥에서의 하룻밤 (1929년 작)과 로우스의 夜底怪眼 , 괴상한 눈의 밤 (1929년 작) 및 후예
핀의 시 恐怖的夜 , 공포감이 감도는 밤 를 분석한다.
인푸의 監房的一夜 은 본인이 실제 감옥에 갇혔을 때의 경험담을 쓴 것이다.4) 작품에서 감옥은 지옥에 비
유되고, 이 지옥의 이미지는 감옥의 시공간에 색채의 이미지를 더하여 구체적으로 재현된다. “은회색의 하늘
빛은 조금씩 약해져 마치 뜨거운 열기 안에서 생긴 얼음 한 조각, 기름 없이 타는 등잔처럼 천천히 사라졌다.
회색의 나무 건물 앞에는 원래 높은 담장이 단단하게 옥죄듯이 서 있어서 숨 쉬는 것도 벅차게 느껴지게 했
다”(230). 그러나 환한 전깃불이 들어오면서 협소한 감옥 공간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고, 주인공은
자신을 포함하여 총 12명이 함께 수감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 중 다섯 명은 노동자이고, 이들은 이전에 노동
조합에 참가해서 “工統會”에 체포당해 끌려 왔다. 맞은편에는 노동조합에서 운동하는 청년 한 명, 향신(시골
유지) 세 명, 신문사 직원 한 명, 아이 한 명이 있었다. 주인공은 이 중에서 노동자 다섯 명에게 가장 친밀감
을 느끼고, 그들이 모두 같은 공장에서 일하며 함께 공장의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인물들임을 알게 된다. 국민
당이 공산당을 없앤다는 미명하에 탄압이 들어오자 조합 조직을 개편하지만, 조직의 주요 인사들은 잡혀서 죽
임을 당하거나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국민당이 공산당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므로, 노동조합 운동 및 공산당과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동시
에 국민당이 걸핏하면 공산당 핑계를 대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한편
노동자 화(華)씨는 주인공의 형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물어보고 총사령부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음
날, 배가 고팠던 주인공은 구운 빵(燒餠)을 사서 11명의 수감자와 함께 나누어 먹으며 서로를 위해 준다. 주인
공은 자신의 처지가 마치 소설과 같다고 생각하며, 그의 형이 수감자 다섯 명을 전원 빼내 주어 석방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진다. 그러나 다음날 주인공은 화씨가 자신과 거리를 두는 것을 느끼고, 이들 사이에는 은연중
서먹한 틈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는 자다가 화씨와 우(吳)씨가 하는 말을 엿듣게 된다. 화씨는 자신들과 다르
게 그의 형이 높은 관료이고, 사람들은 수감 중일 때와 출옥 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전의 경험으로 미루
어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수감자와의 거리감 때문에 주인공은 계속 눈물을 흘리고, 그의 귓가에는 웅
웅거리는 소리 이외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음을 느낀다.
4)

은 원래 1930년 3월萌芽月刊第1卷 第3期에 발표되었다. 丁景唐, 陳長歌 編, 殷夫集, (杭州: 浙江文藝出
, 1984), 23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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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의 하룻밤 은 얼핏 보기에 총사령부에서 일하는 형을 둔 “가난한 학생”으로 불리는 ‘나’가 감옥에
수감된 후, 거기서 만난 노동자와의 좁힐 수 없는 사회적, 신분상의 거리감을 표현하는 것 같다. 또한 당시에
국민당이 공산당을 색출하여 제거한다는 명목 아래 공장 노동자들이 활동했던 노동조합을 탄압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주제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색채 및 소리 이미지, 주변 환
경, 그리고 주인공의 정서적 상태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또 다른 층차의 심층적 주제를 형상화하는가이다.
먼저 작품에서 회색의 하늘빛을 감옥의 건물 안에 투영하여 밀폐된 공간의 답답함을 표현했다. “은회색의 하
늘빛은 조금씩 약해져 마치 뜨거운 열기 안에서 생긴 얼음 한 조각, 기름 없이 타는 등잔처럼 천천히 사라졌
다. 회색의 나무 건물 앞에는 원래 높은 담장이 단단하게 옥죄듯이 서 있어서 숨 쉬는 것도 벅차게 느껴지게
했다”(230). 그가 수감자로서 느끼는 답답함은 노동자들이 그의 배경을 파악한 이후에 변한 태도에서 어두운
이미지로 재현된다. “그런데 왜 그들이 모두 변한 것일까? 끝도 없는 고독감과 적막감을 느꼈다..... 묵묵히 어
둡게 빛나는 전깃불을 바라보면서 잠을 청한다”(235). 그가 안 좋은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었을 때는 이미 12
시가 넘은 한밤중이었다. 여기서 그는 맞은편에 누워 있는 신사 선생이 크게 코 고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인
다. “그 소리가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는 물차방에서 나는 차의 노랫소리 같았다. 밖은 고요하고, 세상 전체가
신사 선생의 코 고는 소리에 맞추어 숨을 쉬듯, 어떠한 부조화, 충돌, 모순, 죄악, 반항, 폭력이 모두 사라지는
듯했다. [이렇게] 밤이 사람의 영혼을 많이 달래어 준다.......”(235). 수감자들이 사형 판결을 받을지의 여부에
대하여 궁금해 하며 물어보던 이씨와 오씨와의 대화를 감안하면, 앞의 회색 이미지는 감옥에서 생사의 기로에
선 수감자의 운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회색은 사람을 숨 쉬기조차 힘들게 만드는 질식의 이미지
로, 숨죽이게 하여 소리를 없애는 느낌을 준다. 또한 회색과 질식은 색채 이미지 그리고 호흡과 연관된 촉각
적 정동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으므로, 가슴을 옥죄는 듯한 수감 상태의 갑갑함과 답답함을 표현한다.
반면에 한밤중의 코 고는 소리는 이 정적을 깨트리므로, 앞에서 소리가 소거되는 느낌과 대조를 이룬다. 그
러나 이 소리는 단순한 코골이가 아니라 전체 세계가 그 소리와 같이 숨을 쉬듯 호흡하는 청각적이며, 그 호
흡이 몸에 느껴지듯 촉각적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 소리의 리듬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문제점
과 모순들이 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회색과 소리가 연결되어 시청각적 이미지를 만들고, 이 이미
지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인 의미망을 형성한다. 소리의 소거(회색의 죽음 이미지), 소리의 재
생(호흡), 그리고 세상 모든 모순의 총체가 호흡을 따라서 다시 소실되는 연동적 구조가 이루어진다. 모든 모
순의 소실은 잠시 나에게 위안을 주지만, 이 꿈과 같은 소망은 화씨와 우씨가 나눈 귓속말에 의해 산산이 조
각난다. 전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대대장 아들의 경우, 다른 곳으로 옮겨가길 원했고 그들 동료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고지하였던 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그 동료를
총살당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공이 자신들을 재미삼아 노는 대
상으로 여기고 실제로는 동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주인공은 수감자들 사이에서 그 자신이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후 그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236). 서사의 맨
마지막에서 소리의 소실은 앞의 회색빛 무음과 호응하여, 다시 암담함을 강조한다. 늦은 저녁 회색의 하늘이
백색 테러라는 현실에 처한 질식의 이미지라면, 한밤의 어두운 이미지는 호흡으로 일체의 문제점과 갈등을 집
어삼킬 수 있는 정치적 가능성으로 재현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환경에 단순히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넘
어서 여기에서의 정동성은 주체가 사회정치적 이상향을 투영하는 매개로 작동한다. 비록 마지막에서 다시 아
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소거의 이미지는 회색 밤과 다름이 없지만, 밤의 시간이 존재하는 한 소리의 울림은
지속될 것이다.
로우스의 夜底怪眼 , 괴상한 눈의 밤 (1929년 작)은 서술자의 시각으로 성안의 감실에 아들의 시체를 찾
으러 온 어머니와 언니의 시체를 찾으러 온 젊은 여성이 병사와 대치하고, 결국에는 시체를 돌려받지 못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5) 앞의 인푸 작품과 유사하게 이 작품 또한 색채와 소리 이미지로 죽음을 형상화하고 있
다. 먼저 서두에서 자연에 귀신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작중인물의 참담함을 투영하였다. 이 점이 소설 서사
의 또 다른 특징으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이성의 영역을 넘어선 초자연적 현상을 포괄한다. “귀신의 위세를
5) 楊東標 選編, 二月- 柔石作品精編 (杭州:浙江文藝出版社, 2005), 24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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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파도가 여름 오후의 천둥처럼 바오성(寶城) 아래 담장에 세차게 부딪힌다. 진홍색의 네모난 큰 돌을 포
개서 만든 성의 담장은 태산같이 견고하고 위엄 있게 세워져, 마치 그 어떤 것에도 기색이 변하지 않을 것처
럼 벽을 치고 있다. 파도가 세차게 탄식하듯 부딪히지만 흰 파도 한줄기는 그 기세에 눌려 머리 숙이듯 사라
진다”(247). 인간이 만든 성이 귀신같이 초자연적인 거대한 위용을 눌러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무한대임을 상징하고 있다. 이 힘의 실체는 살기(殺氣)로, 성 안의 살기는 너무나 고요하게 침잠해 있어서 황
량한 태고의 광야보다 더 적막감이 느껴지게 한다는 점에서 앞의 파도 소리와 대조된다. 즉 성은 파도의 소리
를 삼킴으로써, 성 안을 살기로 채우고, 까마귀와 회백색의 물새도 다 날아가고, 개조차 짖지 않는, 쥐 죽은
것 같은, 무성(無聲)의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다. 서술자는 라토나(Latona, 즉 그리스 신화의 레토, Leto)를 환
기한다. “이렇게, 라토나는 일종의 검은색 장례복을 마치 한계가 없는 듯이 성 안과 성 밖에 입혀 놓았다. 불
만을 품고 노호하는 해수에도 걸쳐 놓고, 사람들의 마음이 당황해 소리조차 못 내는 성에도 입혀 놓았다”(247
-248). 달빛은 병사들의 얼굴, 복장, 동작을 비추고 있다. 또 달빛은 눈물을 머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과부가 고아인 딸이 멀리 원정 가는 것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248).
소설의 서두는 영화에서 원경으로부터 근경으로 이동하는 기법처럼, 원거리에서 성 주변의 환경을 제시한
후에 성 안의 분위기와 상황으로 좁혀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각적으로는 원경으로부터 근경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내지만, 독자가 읽는 입장에서 보면 아웃포커스(out of focus)처럼 근경은 자세하게 확대되
고, 앞서 서두에 제시된 원경은 그러데이션처럼 처리된다. 무엇인가에 억눌린 듯한 거대한 자연의 힘조차 뛰
어 넘는 검은 상복의 정체는 살기로 재현되어, 원경과 근경의 시각적 화면은 거리감을 낳지만 불가항력적인
성 안의 죽음의 기운은 원경에서 근경을 거치면서 점점 더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살기, 즉 죽음
의 기운은 촉각적 정동으로 텍스트 내에서는 소설 서사에 극도의 공포 분위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독자에게는
살기의 기운을 직접 느끼게 한다. 그에 따라 독자의 텍스트에 대한 감정 이입의 상태를 강화하고, 독자의 정
서 반응 및 몰입도를 높이는 효과를 낸다.
소설 서사의 대상인 두 여성은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가 교차하면서 생성된, 어둠과 살기
로 점철된 배경에서 클로즈업되어 나타난다. 그들은 한 오십여 세 되는 나이든 여자와 십사오 세 되는 젊은
여성으로, 마음을 철문 안에 잠근 것처럼 절망하고, 얼굴이 잿빛처럼 하얀 것이 죽은 사람과 같아 보였다(24
8). 여기서 주목할 것은 3인칭 전지적 작가가 등장인물을 대신하여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 전하고 있
고, 같은 말이 텍스트 안에서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녀의 아들을 만나게 해 줘, 그녀의
언니를 만나게 해 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248). 바로 이어지는 것은 군인들의 무시에 가까운 냉랭한
태도이다. “또 다른 병사는 멀리서 그녀들의 손을 흔들며 내쳤다”(248). 이 문장은 세 번째 반복될 때 ‘여전히’
라는 부사를 추가하여 군인들이 전지적 작가(달빛)의 간곡한 소망과 권고를 전혀 개의치 않고 있음을 강조하
고 있다. 이 반복적 서사는 전지적 작가와 서사 대상 간에 거리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넘어서, 감정 이입(e
mpathy)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메드는 감정 이입에 기반한 고통의 정치학을 논하면서 자신에게는 현존하는 고통을 느끼고 경험하는 반
면에 타인의 고통은 부재한다고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고, 또 동시에 둘 다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자의 고
통에 주목한다고 보았다. 그는 개인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반응하는 것은 스스로 알 수 없거나 느낄 수 없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 고통의 사회성은 개인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으로 확장되어 불균형한 효과
를 생산하여 고통의 정치학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아메드의 고통에 관한 논의는 타자의 고통이 국가의 몸으로
전환되어 감정이 민족화/국민화 되는 기제를 다루고 있다. 6) 그러나 로우스의 작품은 전지적 작가가 타자에
대한 고통에 감정 이입하여 백색테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서술자의 정치적 소망
을 투영했다는 점에서 아메드의 고통의 정치학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서술자는 그들의 비참한 처지
와 고통에 자신을 투영하여, 그들이 처절하게 원하지만 발화하지 못하는 내면의 바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이다. 이 전지적 서사는 작중인물의 주관적인 바람을 작가의 시점 즉 3인칭으로 제시하여 그들의 요구가 타당
하고, 정당하다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서사 대상에 대한 감정 이입은
6) Sara Ahmed,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New York: Routledge, 2015), 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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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주관적 요구에 객관성을 부여하여, 그들의 요구가 단순한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사회역사적 요구
로 확대되게끔 하는 서사 장치로 기능한다. 검열로 인해 표현할 수 없는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전지적 작가의
목소리로 서술하여, 소설 서사의 함축적 기호를 텍스트 안과 밖에 위치시킴으로써 서사 내적 긴장이 텍스트
외적 긴장으로 연동되는 구조를 생성한다.
서술자의 서사 대상에 대한 감정 이입은 적대자(군인)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지만, 이 경우에는 인간
화된 전지적 작가의 목소리로서가 아니라 자연 및 동물에 투영되어 직유법(simile)의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앞에서 사용된 파도와 관련된 이미지를 먼저 제시하여 현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서사적 분위기를 조성한 후
에 적대자에 대하여 귀신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자연 환경의 암담한 배경을 바탕으로 귀신 이미지의 적
대자가 조성하는 공포감과 그들의 막강한 통제력을 더 부각하는 방식이다. 그들에게 아들과 언니를 보여주었
으면 하는 서술자의 소망은 장관의 다음과 같은 명령에 무참히 깨진다. “접견 금지”..... “그럼 그 여자들도 여
기서 죽으라고 해.” 병사들은 달빛을 향해서 냉소를 지었다. 파도는 여전히 사납게 울부짖고, 밤빛과 냉기는
계속된다. 먼 곳에서 허리케인 같은 것이 와서 또 다른 병사 몇 명은 청년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에워싸고 있
다. 그 병사들은 빛도 없고 불도 없이 연기 같은 마귀처럼 성의 가장자리를 향해서 왔다(248). 여기서 달빛은
눈물을 머금은 존재로 의인화되어 나이든 여성과 젊은 여성의 아픔에 동감하는 서술자 역할이지만, 군인들에
게는 냉소의 대상으로 영향력이 없는 무력한 존재에 불과하다. 서술자는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비추어 줄 수
밖에 없는 사실에 강개하여 파도, 밤빛, 냉기로써 현실의 엄연함을 강조하고 있다. 빛과 불은 연기 같은 마귀
의 대척점에 서서 생명을 탄압하고 죽이는 검은 세력에 대한 저항의 힘을 상징한다. 이 마귀는 연기처럼 실체
가 없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목숨을 죽이는 폭압적 존재이다. 병사들은 부엉이의 눈에 비유되어 시체를
찾으러 온 가족들을 노려보며, 위압적으로 그들을 대한다. 또한 명령에 따라서 사회정치 운동가를 처형할 뿐
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도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가한다. 바다로 옮겨서 시체를 매장하겠다는 말에 놀란
가족들이 시체를 돌려달라고 하자, 그들은 여기서 들은 말은 절대 퍼트려서는 안 되며, 심지어 너희들도 다
같이 죽여야겠다고 협박한다(249). 그러므로 소설 서사는 공포와 압박의 강도를 서서히 강화하면서 작중인물
이 감내해야 하는 심신의 고통이 그에 비례하여 증폭되고 있음을 점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두의 바다 및 파도와 호응하여, 죽은 청년과 여성은 피바다의 이미지로 재현된다. “한 병사는 노부인이
그녀 아들의 목을 꽉 쥔 두 손을 잡아서 벌리고, 또 다른 병사는 젊은 여성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다. 노부인
과 젊은 여성은 또 청년과 여성의 피바다(피로 된 물결) 같은 시체에 기절하였는데, 마치 시체와 그들의 관계
가 응결된 피를 빠는 것 같았다”(249). 흰 파도가 성의 기세에 눌려 사라진 것처럼, 이들 시체 두 구와 두 여
성 모두 피바다를 이루며, 군인이라는 또 다른 성과 같은 혹은 성보다 더 센 위력을 지닌 존재의 처분의 대상
으로 전락한다. “시체는 결국 천천히 성으로 간 후 다시 성 밖에 놓여 성 아래의 거친 파도 속 작은 배 안에
서 떠다닌다. 두 신체는 마치 두 그루의 고목처럼 갑판 위에 널브러져 요람 속에서 숙면하는 것처럼 바다를
향한다”(249-250). 이렇게 시체는 수장되고, 이 부재는 또 다른 죽음의 존재로 채워져야 유지되는 잔인한 비
극 구조로 귀착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소설 서두의 살벌한 밤 이미지와 파도 소리는 마지막에서 다시 밤의 냉기와 살기가 결합하여 한층 강조된
다. “파도는 계속해서 바오성에 충격을 주듯 노호하고 있고, 밤의 빛과 냉기는 계속해서 모든 땅 위에 응고되
어 있다. 몇몇 병사들은 여전히 엄숙하게 성의 담장 주변에 서 있고, 몽롱한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그들에게 밤을 열어주는 괴상한 눈동자의 사형수를 기다리고 있다”(250). 밤의 빛과 냉기는 유기적으
로 연결되어 한쪽이 어느 한쪽을 더 강화하는 관계이자, 곧 살기로 상징되며 불가항력적으로 지속되는 폭력과
다름이 없다. 여기서 몽롱한 달빛만이 밤을 비추고 있다. 달빛의 함축적 의미는 이 어두움에게 아주 미약하지
만 시체를 보여주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두움을 해소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는 것이다. 나아가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달빛이 전지적 작가의 목소리로 작중인물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
하고 대변함으로써, 절망적 암흑에 저항하는 정치적 정동성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백색 테러의 공포와 억압적 상황은 시 장르에서도 밤과 적막으로 상징되어, 상호텍스트성을 구현한다. 후예
핀의 공포감이 감도는 밤 시의 번역 전문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는 직역 위주로 제시한다.
279

ㆍ

東亞大學校 孔子學院 大韓中國學會

2017年度 秋季 國際學術大會 (2017.11.25.)

공포감이 감도는 밤
광풍이 짖은 후의 공간
길게 울던 귀뚜라미마저도 조용해졌네
암흑이 깜깜하게 만물을 에워싸
별들도 반짝이지 않네
하얀 담장의 버드나무
玉泉산 위의 뾰족한 탑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끊임없는 공허감이 퍼져
멀리서 죽음의 소리를 인류에게 전하네
오동잎은 기와에서 울리고
총소리는 먼 곳에서 들려오고
까마귀는 둥지로부터 멀어지고
비참한 소리가 적막함을 더하네
깊은 꿈에서 놀라 깬 나는
몽롱하게 창밖을
보네
하늘과 땅이 혼연일색이 되어
침묵, 떨림, 어느 곳에서 바람이 탄식하고 있나!7)

앞의 소설에서는 죽음이 살기와 피로 재현되어, 시각과 촉각이 결합된 정동성을 구현하고, 그 죽음을 행하
는 통치 파워의 상징으로서 바오성이 자리하고 있다. 달빛과 파도는 이 바오성의 폭력에 항거하는 주체로 비
유되었다. 반면에 후예핀의 시에서는 암흑이 죽음을 상징하면서 또 동시에 죽음의 소리라는 비유로 죽음을 청
각화하여 직접 표현했다. 여기서 자연과 인간의 소리가 결합하여 정적을 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막, 즉
죽음을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살기는 기운으로서 텍스트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다. 반면에 죽음의 소리는 중의적으로, 죽임을 가하는 주체의 폭력, 즉 총소리와 그 소리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처참하고도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함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암흑
으로 뒤덮인 온 세상에서 적막을 깨고, 총성의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소리 자체이다. 깊이 가라앉
아 있지만, 움직여 소리를 내는 행위만이 그 참담한 적막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숨소리,
달빛, 바람 소리는 모두 정치화된 정동성의 또 다른 형태로서, 죽음에 저항하는 인간이 지닌 미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의지의 투영이자 존재의 의의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3. 맺는 말
결론에 대신하여 여기서는 이후에 다룰 주요 연구 주제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의인화의 정치문화적 함의를
분석한다. 창작의 의인화 경향은 당시의 극심한 검열과 국공 대립이라는 사회정치적 상황이 빚어낸 좌익문학
의 한 특징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좌익 작가들이 시와 보고문학에서 신․귀신․성모 마리아․동물․자연 및
자연 풍경에 자신들의 감정을 이입하여, 어떻게 정치적 암흑상을 문학적으로 고발하고 칠흑 같이 암울한 현실
을 타개하고자 시도하였는지 살펴본다. 예를 들어 후예핀은 黑骨頭 , 검은 얼굴의 사람들/ 민중의 강단, 강
단 있는 노동자/ 강골의 노동자 – 의역임 (1930년 작)에서 노동자들을 검은 뼈로 형상화하였다.8) 骨頭는 본
7) 胡也頻,胡也頻詩稿, (成都:四川人民出版社, 198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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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사람을 비하하는 말로도 쓰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뼈가 가진 강골한 구조적 특징과 색채감을
정동의 한 형태로 보고, 이 텍스트에서 白骨頭 및 연관되는 정동적 표현과 같이 분석한다. 검은 얼굴이라는
신체적 특징은, 강인함의 상징으로서 뼈를 지칭하는 중국어 단어와 결합되어 또 다른 시적 함의를 이끌어 내
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배 세력과 국민당군이 검은 그림자, 심지어 검은 마리아와 죽
음의 신에도 비유되어 앞의 귀신 이미지와는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
또한 이 연구는 노래의 정치화와 수행성을 다룬다. 좌익 작가의 보고문학 작품에는 인터내셔널가(“The Inte
rnationale”)가 자주 등장할 뿐만 아니라, 시 작품에서 노래 부르기는 강력한 저항의 한 수단이 되었다. 본 연
구는 중국 좌익 작가의 문학 작품에서 소리 및 노래가 어떻게 활용되어 촉각적 경험의 세계를 구성하고, 중국
특유의 정동성을 구현하는지 방식에 주목한다. 특히 문학의 수사적 특징과 그것이 전달하는 수사적 효과 및
힘에 주목하여 직유(simile), 반복, 대조 및 모순 어법, 형용사 및 소리가 생존의 에너지로 치환되는 과정을 수
사학적으로 독해한다. 요컨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 연구는 감정․인지․촉각 경험, 그리고 중국어 문자의
표의성과 형성성을 연결하여, 중국 특유의 정동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기존 정동성 개념의 외연을 확장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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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 분과】 발표 ②

中韩关系发展的成功经验及问题应对
王晓波*

1)

【摘要】中韩关系25年来之所以能够健康稳定的发展，不断跃上新台阶，“心通意合”是前提和基石，“破浪
前行”是关键，“行稳致远”是最终目标。这是中韩两国贡献给国际社会的成功经验。目前，国际社会对中韩关系
和朝鲜半岛问题给予了广泛关注，并积极探究中韩两国关系不断发展的动因。但是，朝鲜能否“弃核”，把握经济
发展的机遇？中韩如何正确规避现存和未来发展中的“障碍性因素”，把握两国关系良好的发展趋势。特别是在朝
鲜半岛“矛”与“盾”的战略博弈中，如何妥善的处理好中韩25年来之不易的成功考验着两国的睿智。为此，中国
必须坚定立场，明确底线，确立危机管控机制；遵循规律，开拓创新，打造“命运共同体”；关注美国，培育互
信，构建互利双赢格局；发展自己，制定战略，坚持灵活务实的原则，在斗争中求团结，求发展。以此来寻求和维
护良好的中韩关系继续发展的“行稳致远”，这将对整个朝鲜半岛和东北亚，乃至世界的和平发展都有裨益。
【关键词】中韩关系；成功经验；障碍性因素；应对路径。

回眸中韩关系25年发展的历程，2014年和2016年是两个重要的时间节点。继2014年习近平主席成功访韩和APEC
北京峰会的顺利召开，中韩关系上了一个新台阶。笔者认为中韩关系在“心通意合”的基石上“破浪前行”，人们
期待中韩关系能够“行稳致远”，成为不同制度国家友好交流与合作的典范。但是，2016年“萨德”入韩，引发国
际社会对中韩关系和朝鲜半岛问题的广泛关注，动摇了中韩关系发展的“心通意合”和“破浪前行”的前提和基
石，人们在对相关的“障碍性因素”等问题进行审视、梳理和规避的同时，努力寻找中韩“破浪前行”和中国主动
应对的有效途径和有利方式，已达到“行稳致远”的目标。这不仅对中韩两国关系的进一步深入发展，而且对整个
朝鲜半岛和东北亚，乃至世界的和平发展都将有所裨益。

一、中韩关系发展的成功经验
“心通意合”、“破浪前行”和“行稳致远”是中韩两国贡献给国际社会的不同制度国家友好交流与合作的典
范和成功经验。
“心通意合”是中韩关系发展的前提基础和基石。2013年6月27日至30日，大韩民国总统朴槿惠对中国进行了成
功的国事访问。习近平主席同朴槿惠总统积极评价了1992年建交以来两国关系发展成果，提出以互信为基础，进一
步充实发展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的未来愿景。两国签署的《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及两国领导人通过多次会
谈、通话及互换信件等经常性沟通，有利的增进了两国互信，推动了中韩关系的发展，使两国关系面临历史性发展
机遇。2014年1月6日，以朴槿惠

“目前中韩关系比以往任何时期都更加紧密，两国战略合作伙伴关系正在不断深

化”1)的青瓦台新年记者会为开端，19日，安重根义士纪念馆在哈尔滨举行开馆仪式。29日，国家主席习近平向韩
国总统朴槿惠发去亲笔信，祝贺她62岁生日。3月23日，国家主席习近平在荷兰的诺德韦克会见了韩国总统朴槿惠。

* 延边大学
1) 朴槿惠称中韩关系更加密切 伙伴关系不断深化，2014年01月06日 14:39
j/2014/01-06/570164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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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日，搭载437具中国人民志愿军烈士遗骸的专机降落在沈阳桃仙国际机场，离开祖国60多年的烈士英灵回家。4月1
7日，国家主席习近平就韩国“岁月”号客轮沉没事件向韩国总统朴槿惠致慰问电。23日，国家主席习近平应约同韩
国总统朴槿惠通电话。5月29日，在西安举行了韩国光复军第二支队驻地旧址的纪念碑正式揭幕仪式。6月12日，第
二届中韩公共外交论坛在北京举行。半年内，中韩关系交往不断，互动频繁。
2014年7月3日至4日，国家主席习近平对韩国进行了专程的国事访问。被认为“具有里程碑意义”，2)“推动中
韩关系迈上新台阶”，3)访问成果丰硕。
中韩两国元首一致决定，进一步丰富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内涵，使两国成为具有“四大特点的伙伴”。4)尤
其是“致力地区和平的伙伴”。两国元首一致决定争取年内正式签署中韩自贸协定（FTA），成为加快地区经济一体
化进程的关键环节。两国元首一致决定“坚定反对”朝鲜半岛开发核武，并达成了四点共识。两国元首在《联合声
明》中首次使用“坚定反对”朝鲜开发核武这种强硬措辞，显示了两国在维护朝鲜半岛无核化上的意志和决心，表
明了中韩合作是维护朝鲜半岛无核的基石。“中国和韩国以心相交，双方领导人在经贸、人文、政治等诸多领域达
成广泛共识，将推动两国关系实现第二次飞跃”。5)为中韩关系的发展打下了更为坚实的基础。
11月11日，亚太经合组织（APEC）第22次领导人非正式会议在北京怀柔雁栖湖国际会议中心举行。10日，习近
平同朴槿惠举行了首脑会谈，正式宣布中韩自由贸易协定（FTA）谈判实际上达成一致，FTA的签订是“中韩关系一
个新的突破”。6)这既符合中韩两国人民的共同利益，是大势所趋，人心所向，又是惠及东北亚地区国家和人民的
事情，成为不同制度国家友好交流与合作的典范。特别是2015年9月3日，中韩两国首脑齐登天安门使中韩关系达到
高峰。
回顾近年来中韩两国关系的发展过程及其成果，中韩关系亮点纷呈。其基本经验是中韩两国的“心通意合”，
这是当前中韩关系发展的前提基础和基石。在东北亚地区的大变局中，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具有非常独特的意
义，必将创造美好的未来。但是，中韩两国关系的发展还存在诸多障碍性因素，即“矛盾多发区”，7)笔者认为中
韩关系的热络能否提醒朝鲜“弃核”将会得到发展的重要机遇？能否对中韩在东北亚区域内的地位和作用做出正确
判断，阻止新的冷战结构的形成并有可能构建稳定东北亚区域局势的轴心？这又需要中韩两国要有一个清醒的认
识，前途是光明，道路是曲折，中韩关系必须“破浪前行”。

二、中韩关系发展的“障碍性因素”
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的飞速发展必将会遇到诸多“矛盾多发区”，“破浪前行”是中韩关系健康发展的关
键。
第一、朝核“矛”日锋。
中韩关系最大的“障碍性因素”之一就是朝鲜能否“弃核”寻求经济发展的重要机遇。朝鲜能“弃核”吗？回
答是否定的。朝核发展之路自上世纪50年代开始，经历了“只做不说”、“谈判周旋”和“公开宣示”8)等阶段。2
006年10月9日，朝鲜的第一次核试验，成功的实现了对核试验禁忌的突破，政治意义大于技术意义。2009年5月25
日，朝鲜的第二次核试验，检验了核武器技术性能的可靠性与设计的合理性。2013年2月12日，朝鲜的“第三次核试
验”实现了核试验爆炸“小型化和轻型化”，以“高水平、安全和完美”方式实施，对周围生态环境“没有造成任
何负面影响。”9) 这是朝鲜领导人金正恩执政后的第一次，朝鲜公开宣称已拥有了可以实用的核武器，成为了“拥
2) 王俊生：国家主席习近平访韩具有里程碑意义，http://news.china.com.cn/world/2014-07/03/content_32841278.htm。
3) 外交部：习近平主席访韩推动中韩关系迈上新台阶，ttp://news.163.com/14/0627/19/9VP5JMAT00014JB6.html。
4) 使两国成为实现共同发展的伙伴、致力地区和平的伙伴、携手振兴亚洲的伙伴、促进世界繁荣的伙伴。
中韩关系将实现第二次飞跃 专访韩国驻华大使权宁世
签订将是中韩关系新突破
7) 王生：中韩建交20 年:取得的成果与面临的课题，东北亚论坛，2012 年第5 期。
8) 张琏瑰：从朝韩关系变化看朝鲜外交战略调整，http://www.infzm.com/content/100468。
9) 朝鲜宣布成功进行地下核试验 中方：坚决反对，http://news.sina.com.cn/o/2013-02-13/090026258938.shtml。

5)
6) FTA

--

，http://news.xinhuanet.com/world/2014-07/18/c_126735988.htm
,http://epaper.dfdaily.com/dfzb/html/2014-12/12/content_94841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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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国”。这样，朝鲜坚持数十年的核计划至此臻于完成。于是，朝鲜劳动党中央委员会3月31日举行全体会议，决定
实行“经济与核武并举”10)作为国家战略。宣称首尔和华盛顿是朝鲜核打击目标，以显示其核攻击能力。宣布“朝
鲜拥核不是谈判对象”，朝鲜核武器“不是对话场合和谈判桌上的政治筹码和交易品”等，以杜绝有人再提“谈判
弃核问题”。并于4月初通过了“关于进一步巩固核国地位”的法律。特别是2014年1月16日朝鲜提出的“重大提
案”11)和1月23日的“公开信”，进一步强调了朝鲜的核武器是“全民族宝贵的自卫武装”，12)足见朝鲜“拥核”
的决心。朝鲜外长李洙墉指出：半岛核问题只有在其“主权和生存威胁”解除后才能解决。正是因为美国方面的
“敌对和核恫吓”才使朝鲜做出了研制核武器的决定。核武器不是为了威胁谁或者是什么的“交换筹码”。13)2016
年的两次核试，使朝核威力迅速提高。在“全民族宝贵的自卫武装”的基础上，朝鲜领导人金正恩提出的“作为
‘负责任的拥核国’，只要‘敌对势力’不使用核武器侵害朝鲜主权，朝鲜就不会首先使用核武器。”2017年9月3
日朝鲜又进行了第六次核试验。不仅向世界明示了“事实上的拥核国家”地位，也验证了“拥核是朝鲜的一项既定
战略，而要不断地提升核能力朝鲜就必须再次进行核试验”的判断。
由此可见，在“主权和生存威胁”解除前，现在国际社会更担心的是由于朝鲜国内政局以及国际社会的因应不
当对朝鲜半岛局势产生的不确定性。笔者认为，在未来一定时期内，半岛形势依旧会呈现“钟摆”走势，时紧时
缓。伴随时间的推移，朝核、导弹技术的“全方位”展开及运载工具的提升，朝鲜再度进行核试验的可能性增强，
且会愈演愈烈。朝鲜试图借此来维护国家安全、政权稳固，经济发展，社会稳定，达到“核武与经济并进”的目
的，真正成了“麻烦制造者”。
诚然，朝鲜为了巩固朝鲜领导人金正恩的领导体制、维持政局稳定和核武与经济并重的国家战略，也必然开展
经济建设。朝鲜虽然实行的是高度集中的政治经济体制，但是从历史经验看，并不像外界想象和猜测的那样脆弱，
美国这么多年的制裁并没有使朝鲜的政权垮台，而且还使其积累了一定的抗压和抗风险能力。人们所担心是朝鲜第
三代领导体制和领导人金正恩正需要一场真正的危机来锻炼和表现自己。现实的实际是朝鲜领导人金正恩顶住了国
际压力，成功试射卫星，实现了金正日“一弹一星”的遗愿和“强盛大国元年”良好开端，为他的政治生涯又涂上
浓重的一笔，进一步提高朝鲜领导人金正恩的威信。特别是对“张成泽事件”的处理，令国际社会惊呼残忍的同时
也领略了朝鲜领导人金正恩的铁腕，感受了朝鲜领导人金正恩捍卫朝鲜体制，维护政局稳定的执政能力。人们逐渐
的将关注点转移到朝鲜领导人金正恩能否在此基础上，注重经济发展，适度调整政策，真正“让老百姓喝上肉
汤”。在“经济与核武”并重的朝鲜，如何开展经济活动，正确处理军事与经济的关系，特别是“先军政治”和
“拥核自保”理念下朝鲜的经济活动，考验着中韩两国领导人的智慧。而这也正是我们迫切需要帮助和引导朝鲜必
须首先做好的工作。否则嬗变的朝鲜的许多超常规“惊人之举”无疑将对我国的“互通互联”、“一带一路”建设
形成阻碍。一旦经济发展后的朝鲜进一步促进核武的开发，经济与核武互相促进，将是国际社会最为担心和不愿看
到的一幕。
第二、韩国“盾”已铸中的责任担当。
2016年7月8日，由于乐天集团置地军方，积极迎合美韩“萨德”部署遭到中方民间抵制，使大家不愿意看到的
“拐点”出现，中韩关系趋冷。美日的姑息纵容和韩国的固执己见，使韩国在“怎样求安全，如何寻发展”？成为
“均衡者”还是“马前卒”的战略抉择中成为大国博弈的一枚“棋子”，执意打开“萨德”魔盒，首尔不负责的政
策促使朝鲜半岛走向战争边缘，韩国文在寅政府借口“环评”企图采取“模糊”策略，想让中国吞下“苦果”，成
为中韩关系发展的重要障碍，韩国切切注意的“三个不要”。
10) 朝鲜新路线：经济与核武并举，http://news.xinhuanet.com/world/2013-04/01/c_124525293.htm。
11)“重大提案”是指朝方题为《以我们民族互助的团结力量打开北南关系改善的道路》的提案，向韩方提出如下原则性问题：
第一，提议韩方采取实际措施改善朝韩关系。以农历春节为契机，双方从1月30日开始采取实际措施，全面停止相互刺激和诽
谤中伤。第二，提议韩方立即无条件停止所有军事敌对行为，目前最迫切的是必须停止“关键决心”和“秃鹫”联合军演，
特别是在朝鲜半岛西部5个岛屿等热点地区全面停止对朝方的海陆空刺激行为。为了这一提议能够实现，朝鲜将首先付诸实际
行动。第三，提议采取实际措施防止发生核灾难。提案说，以上重大提议如能实现，离散家属团聚等朝韩关系中的大大小小
的所有问题都将迎刃而解，朝鲜期待韩方正面响应朝鲜提议。详见：朝鲜向韩国发出“重大提案”：停止一切军事敌对，htt
p://news.sina.com.cn/o/2014-01-17/024029265689.shtml。
12)朝鲜向韩发公开信吁团结：核武是民族共同宝剑，http://news.163.com/14/0124/07/9JBB81AP00014JB5.html。
13)朝鲜外长联大谈南北统一：邦联制是唯一可能方式，http://mil.news.sina.com.cn/2014-09-28/16588035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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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不要罔顾中方善意的规劝和警告。王毅代表中方的“目前影响中韩关系的最大问题，就是美韩执意要在韩国
部署充满争议的‘萨德’反导系统”。“错误的选择，不仅有违为邻之道，而且很可能使韩国陷入更加不安全的境
地。”中方认为朝鲜半岛的当务之急要做的就是“亮起红灯、同时刹车”。中国愿意做一名“扳道工”，并提出
“双暂停”倡议和“双轨并进”思路，韩国政府对此要予积极回应，或提出更好的方案。不要对中方奉劝的“韩国
国内某些势力不要再一意孤行，否则结果只能是损人又害己。中方敦促韩方悬崖勒马、中止部署，不要在错误的道
路上越走越远”等劝告置若罔闻。
在中国政府还没有宣布任何正式的制裁措施，只是民间极少的、相对温和的“抵制乐天”的情形下，已开启了
“韩国的噩梦”，在华韩企如坐针毡。中国执行安理会制裁决议，“禁止朝鲜煤炭进口”也使其经济严重受挫。朝
鲜古代就有“鲸鱼打架，殃及虾米”的谚语及韩国自喻的“鲸鱼群中的一只虾米”，这一形容处在大国利益交汇点
的地缘特性和杯弓蛇影的心理已经尽情显现。“冷和平”已成“新常态”，战火迫在眉睫已然呈现，后果很严重。
2、不要损害中韩来之不易的友谊。2017年是中韩建交25周年。笔者曾以中韩关系“平均每5年迈上一个新台
阶”，“9·3大阅兵”和中韩自贸区（FTA）的签署对于提升中韩两国关系具有里程碑式意义，以及“心通意合，破
浪前行，行稳致远是中韩贡献给国际社会处理国家关系的成功经验”和“在世界范围内以绝无仅有的‘跃进式’发
展引起世界瞩目”等盛赞中韩关系的历史最好时期，中韩要倍加珍惜彼此友谊。不要伴随新的一轮朝鲜半岛的
“矛”“盾”博弈的结集上演，使韩国成为新的“麻烦制造者”，中韩关系这艘“友谊的小船，岂能说翻就翻”！
3、不要做迎头相撞车毁人亡的准备。由于朝鲜半岛“矛”“盾”博弈标志着“单位冲突进程”缩短，“钟摆效
应”显现，预示着冲突的临界点正在加速到来。中国“不会坐视半岛稳定受到根本破坏，不会坐视中方的安全利益
受到无端损害”，更不允许半岛“生战生乱”打乱地区平衡和影响地区安全利益。对韩美执意部署“萨德”，加剧
地区紧张局势，制裁必然是题中应有之意。韩方在两组不断加速的列车，互不相让，做好了迎头相撞的准备吗？还
是当务之急要做“亮起红灯、同时刹车”。必须提醒和告诫韩方，朝鲜半岛问题不能采取同民族相残，给地区乃至
全球带来无可挽回的灾难才肯收场，勿忘“6.25”朝鲜战争悲剧的惨烈！现在应该是朝鲜半岛及国际社会均需要冷
静和睿智，而不是在冲突争执的烈火中再添重燃半岛战争的干柴。首尔不负责的政策将促使朝鲜半岛走向战争边
缘。
朝鲜半岛局势这一新变化及特点，导致半岛“矛”“盾”博弈的总趋势呈“钟摆”现象，“胆小鬼”博弈，使
战争临界点迫近，加剧了半岛及东北亚局势的动荡性。“矛”与“盾”相互作用，水涨船高，能否“亮起红灯、同
时刹车”？面对“核武与经济”强势推进的朝鲜的核试验的挑战。标志着朝美战略的“单位冲突进程”由30年、10
年提升到5年、3年甚至是年度性，表明朝美两国整体战略冲突的总临界点正在到来。14)这将成为朝鲜半岛乃至东北
亚地区安全的梦靥和一个非常危险的信号。
第三、中韩关系的地位、作用及“障碍性因素”的准确定位和正确判断。2017年是中韩建交25周年，也是中韩
关系大发展的一年。但是，我们必须清楚的认识到中韩关系中也存在一些“矛盾多发区”。
“最大的优点也是致命的弱点”。中韩关系的“亮点”在经济领域，而经济领域又有其自身规律，每个国家都
有自身关切和核心利益，虽然中韩双方有信心、耐心和足够的意愿希望加强双方的合作，但是经济领域必须按照经
济规律办事，必然产生竞争和利益矛盾。因此，必须防止中韩自贸协定签署和自贸区建设中的风吹草动影响两国关
系的大局。中韩之间虽是近邻，但复杂、严峻的半岛问题长期存在，潜在和显现的争议也较多，加之在两国中的民
族主义作祟，极有可能将两国关系带入不确定性中。中韩在友好关系的快速发展的同时，势必带来许多发展中的新
问题和相关国家的密切关注。
“两大之间难为小”。由于韩国在军事安全和经济发展分别“依赖”美国和中国，美国是韩国的盟国，中国是
韩国的最大贸易伙伴，安全的保障和发展的需求，使韩国在中美关系中陷入“尴尬”境地。加之美国重返亚太和其
主导的跨太平洋伙伴关系协议（TPP）对中美关系的影响，也使韩国陷入艰难的“平衡”中。我们也必须清醒的认识
到美日、美韩军事同盟存在和美日、美韩联合军演等军事威慑迫使朝鲜不断发出核威胁的存在。在朝核危机中，对
先发制人攻击的恐惧与和平协定的缺失嫣然成为朝鲜核武装的理由。由此也助长了一些安全问题尚处于生存阶段的

14)王晓波、宋金泉.朝核问题：内在逻辑与中国的外交政策选择[J]．国际观察，2011(3):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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弱小国家不断开发核武器，也带动了那些寻求成为核大国目标的国家核开发的欲望。 “尽管朝鲜核武库规模很小，
但问题的关键不在于数量，而在于核武库的结构。由于缺少成熟的核武器系统危机管控，朝鲜不仅毫不理会不首先
使用核武器原则，而是采取了挑衅的核打击政策。这种冒险的‘核行为’，存在导致误判、偶发、事故性的核战争
的危险。”15) “多米诺效应”必然导致朝鲜半岛的核门槛不止于三八线上，而是会“外溢”或者“环溢”到整个东
北亚地区乃至亚太地区和整个世界。未来的朝鲜半岛的危机必然潜藏着核危机的对抗。
“成长中的烦恼”。中国的迅速崛起和中韩关系快速发展所带来的新的矛盾和问题也会层出不穷，中韩必须做
好新的伙伴关系和经济合作的种种新挑战。即“成长中的烦恼”。中国自身迅速崛起和中韩关系快速发展虽然已经
“惠及周边”，“一带一路”继续为周边国家分享发展红利，但是，中韩两国自身的国内问题、美国及周边国家的
战略不互信和朝核问题的挑战，无疑是东北亚各国的“心结”和“痛处”。中韩两国需要妥善处理和应对，经略好
它，东北亚各国才有安全和发展的良机。否则必然导致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及东北亚各国关系具有新的不平衡
性。因此，中韩必须对自身和两国关系有个准确定位，共同积极应对朝鲜半岛等障碍性问题，任意的夸大或缩小自
身地位、作用及障碍性因素对自己和周边国家及其朝鲜半岛问题的解决都无益处。
总之，透过以上分析，足见中韩两国关系发展道路的崎岖曲折，任重道远，需要中韩双方有智慧、决心和意志
“破浪前行”。

三、中韩关系曲折发展的启示。
“行稳致远”是中韩关系和东北亚各国关系发展的最终目标。以中韩关系健康稳定发展为牵引，在构建中韩关
系和解决朝鲜半岛问题的过程中，给中国已重要启示。
中国政府必须采取集中精力发展自己，制定好东北亚区域战略，重视美国因素，坚持灵活务实的原则，注意研
究外交艺术，确立危机管控战略等原则和有效方法，在斗争中求团结，求发展，以达到“行稳致远”的目的。
1、要集中精力发展自己。
中国在未来一段时间内，应将主要精力放在国内改革上，增强自身综合国力上。虽然深化改革的道路上荆棘遍
布，触动某些人的既得利益比触动灵魂还要困难，实现两个一百年的奋斗目标，任重而道远。但是，只有自身发展
才能解决已有的或即将出现的中韩之间关系问题。中韩由于社会制度、经济发展水平和价值观念上的差异，仍存在
不同的看法乃至分歧，由于中国的发展和经济规律的作用，两国间必然会出现“成长中的烦恼”，但这并不影响中
韩在其他问题上的合作。中韩在诸多领域的摩擦也可以通过更广泛的经济和技术合作去缓解，避免在磨擦中倒退，
甚至使双方“两败俱伤”。这些都离不开中国的改革和发展。中国发展起来了的外交行动也会使东北亚国家中的
“中国威胁论”等随之消失。因为，韩国及东北亚各国也在“听中国言，观中国行”。
2、要制定东北亚区域战略。
由于中国周边环境的复杂性，中国不仅要有国家战略、外交战略，还要制订大周边战略，需要一个大周边总体
的顶层设计和意识。特别是在周边外交中，东北亚是中、美、日、俄四大国利益的交汇点，中国更应制定好东北亚
区域战略。国家战略、外交战略和大周边战略决定东北亚区域战略，东北亚区域战略同时也影响中国的国家战略、
外交战略和大周边战略的实施。大周边战略宜细化，不应笼统化。在大周边战略中的东北亚区域战略又是重中之
重，更应细化。要明确阐明中国在东北亚区域战略中的指导思想、利益、实力、目标和政策。从某种意义上说，东
北亚问题的解决是解决中国周边问题的关键，其有效地解决就意味着其他问题的迎刃而解。而中韩关系的地位准确
定位和作用的良好发挥又为中国东北亚区域战略的实现树立了一个楷模，打开了良好的开端。因此，中国应该制定
明晰东北亚区域战略，注重理论与实践的结合，更好的指导实践。

15)巴殿君、沈和：有关朝鲜核问题的几点思考，东北亚论坛，2014年第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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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重视美国因素，培育战略互信
美国在亚太战略调整中，针对中国的部分强化，将对中国的周边环境产生不利影响。“中国要想实施东北亚区
域的发展战略，就必须大幅度地削弱美国在东北亚地区的影响力，这是重组东北亚地区的政治结构并实施东北亚区
域战略所必需的前提。”16)所以，须弱化美国亚太战略调整中针对我国部分，同时，着重强化中美双边合作。如果
中美双边关系稳定发展，则将对中国的周边环境产生有利影响，也将保证处理美国因素影响时，中国的主动和有利
地位。中国主动提出中美加强在亚太地区合作，主张中美新型大国关系首先要在亚太合作中体现，便是一招好棋。
中美两国既不可能走美苏之间保持核恐怖平衡的老路，也难以复制美欧、美日之间社会制度、价值观、意识形态相
似的模式。正如王毅外长所指出的：“首先，我们要不断增进战略互信，使中美新型大国关系建立在更加牢固的基
石之上。第二，我们要大力促进务实合作，使中美新型大国关系建立在更加深厚的利益纽带之上。第三，我们要积
极加强人文交往，使中美新型大国关系建立在更加坚实的民意基础之上。第四，我们要不断加强在国际地区热点及
全球性问题上的合作，使中美新型大国关系建立在更加紧密的共同责任之上。第五，我们要重点加强亚太事务合
作，使中美新型大国关系的构建先从亚太地区做起。17)这彰显了在当今中美关系已经全面升级，两国间的相互理解
和尊重也已经迈上新台阶之际，中美两国在国际体系中“如何构建新型大国关系”，可以为世界的未来开创出一条
崭新的和平共处的成功之路，也使韩国等周边国家摆脱“选边”的两难“尴尬”境地。
4、要坚持灵活务实的原则。
坚持“有理、有利、有节”是我国的的一贯方针。钱其琛在总结与美国打交道的经验时说：“要斗智斗勇，但
是不要斗气，不图一时之痛快，不争一日之短长。”18)伴随着中国国力不断增强、美国为“遏制”中国，挑动周边
国家与我国在东、南海引发争端，使我国周边环境出现了许多新的变化。从维护我国周边环境和平稳定，以及维护
我国领土、领海主权完整的大局出发，考虑到相关领土、领海主权归属争端难以在较短时期完全解决的现实，我国
应明确在保持争端区域现状的基础上，搁置争议，管控冲突，争取争端不继续升温，并采取进一步降温的处理方针
是必要的，也是可行的。
在实现中国周边外交政策目标的具体途径和方式上不断有所发展和创新。习近平强调，我国周边外交的基本方
针，“就是坚持与邻为善、以邻为伴，坚持睦邻、安邻、富邻，突出体现亲、诚、惠、容的理念。”19)这是对中国
新型周边外交关系理论与实践的有益探索。但是，针对不同事件和不同的当事国，贯彻执行上述方针的具体方式各
不相同。“中国将继续致力于通过友好谈判和平解决同邻国的领土和海洋权益争端”20)。和平协商解决的思维路径
和实践是实现领土、领海争端从零和博弈向互利共赢转变的途径和方法。
“让命运共同体意识在周边国家落地生根”21)。“命运共同体”将最有效地化解周边国家对我国作为世界第二
大经济体的疑虑和畏惧。通过对于“命运共同体”的确认，平等合作，共同努力，在其中实现共同的梦想。随着中
国在世界体系中的角色越来越重要，面临的情况越来越复杂，我们就必须以更为主动的姿态，敢于下先手棋，以掌
控东北亚国际形势的变奏，完成由“随势”到“造势”的华丽转身。
5、要确立危机管控战略。
中国在应对周边重大突发事件的挑战上要尽早确立危机管控战略，防患于未然。中国需要鼓励朝韩两国协作建
立危机处理机制，防止任何一方对形势作出误判和过度的反应。同时，中国仍应力主在六方会谈机制下以谈判方式
解决朝鲜核问题。从长远来看，针对周边国家可能出现的政局动荡，中国要“对症下药”，应给予朝鲜以明确底
16) 金强一.论中国的东北亚区域战略[J].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4(2):p36.
17) 王毅：《如何构建中美新型大国关系》_王毅外长2013年9月23日在布鲁金斯学会的演讲,http://www.fmprc.gov.cn/ce/cgca
l/chn/lgxw/t1079554.htm.
18) 钱其琛：《外交十记》，世界知识出版社。2003
19) 习近平：让命运共同体意识在周边国家落地生根，习近平在周边外交工作座谈会上的重要讲话。http://news.xinhuanet.co
m/politics/2013-10/25/c_117878944.htm
20) 胡锦涛：推动共同发展 共建和谐亚洲——在博鳌亚洲论坛2011年年会开幕式上的演讲,2011年4月15日，http://news.xinh
uanet.com/politics/2011-04/15/c_121310446.htm
21) 习近平：让命运共同体意识在周边国家落地生根，习近平在周边外交工作座谈会上的重要讲话。http://news.xinhuanet.co
m/politics/2013-10/25/c_11787894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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线，促其采取弃核实质举动，推动由中国发起的旨在解决朝核问题的六方会谈的重启。目前看，也只有督促朝鲜采
取“务实的态度”并在弃核问题上做出实质性的举动，六方会谈才能得以重启。中国作为负责任大国和联合国安理
会的常任理事国，理应在维护朝鲜半岛和平和东北亚地区安全上负起更大责任。向朝施压，并不意味着中国不珍视
两国的传统友谊，也不意味着中国要与其它蓄谋不轨的国家一道共同谋划丑恶的企图。恰恰相反，这更加表明中国
为朝鲜殚精竭虑，为整个东北亚地区人民谋福祉的深切情怀。只有给予朝鲜以明确底线，保证其不再在核问题上出
尔反尔，六方会谈的召开才有实质性的意义，东北亚地区的和平也才能得到保障。
当前，借国家主席习近平访韩的东风，把握中韩两国关系目前处在最好的时期的现实。在历史、慰安妇等困扰
东北亚的历史焦点问题上，中韩实行联合抗日的策略，逐步扩大两国合作的领域，用经济合作的优势，带动中韩其
他领域的相应发展。

结论
25年来的中韩关系成果颇丰，良好的中韩关系不仅有助于东北亚各国关系的发展和地区热点问题的解决，而且
也是不同社会制度国家间合作的典范和东北亚区域和平稳定发展良好开端的“加速器”。“以利相交，利尽则散；
以势相交，势去则倾；惟以心相交，方成其久远。”22)中韩关系的“心通意合”是维护朝鲜半岛无核化和中韩关系
稳固发展的基石。东北亚区域面临的问题和困难也使中韩关系和东北亚局势发展道路曲折。朝核问题俨然是绕不过
去、必须面对的问题。朝鲜“弃核”之路艰难，中韩关系的快速发展也相应的带来诸多“成长中的烦恼”，需要中
韩准确定位并发挥各自独特作用，“破浪前行”是中韩关系和东北亚各国关系及相关问题解决的关键。这就需要中
国政府必须“顶层设计、底线思维”。不仅要集中精力发展自己，制定好东北亚区域战略，而且要重视美国因素，
培育战略互信。不仅要坚持“有理、有利、有节”及灵活务实的原则，而且也要富有外交智慧和艺术，尽早确立危
机管控战略，防患于未然，这是中韩关系稳定发展的重要保障。因此，以中韩关系为牵引，笔者期盼的东北亚各国
关系和区域平繁荣发展“行稳致远”的最终目标定会早日实现。

【参考文献】
钱其琛：《外交十记》，世界知识出版社。2003年。
金强一：论中国的东北亚区域战略，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4年第2期。
王晓波、宋金泉：朝核问题：内在逻辑与中国的外交政策选择，国际观察，2011第3期。
王 生：中韩建交20 年:取得的成果与面临的课题，东北亚论坛，2012 年第5 期。
巴殿君、沈 和：有关朝鲜核问题的几点思考，东北亚论坛，2014年第3期。

22) 习近平：共创中韩合作未来 同襄亚洲振兴繁荣——在韩国国立首尔大学的演讲，（2014年7月4日，首尔），http://news.xi
nhuanet.com/world/2014-07/04/c_111146808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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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 분과】 발표 ③

无关制裁：中朝关系的“瓶颈”析论
赵立新*

1)

【摘要】自2013年3月中国参与联合国对朝制裁至今，中朝关系开始明显冷淡。虽然一直互称“友好近邻”，但
双方高级别的接触始终没有提上日程，给外界造成的印象似乎是“互不理睬”。 2017年以来，朝鲜对中国的不满变
得公开化。中朝关系的回暖日渐面临“瓶颈”的制约。所谓“瓶颈”由三个方面的问题叠加构成，即对朝鲜不利的
国际政治环境，中国作为负责任大国的立场和原则，朝鲜继续推行强硬路线。朝鲜第六次核试验后，反对朝鲜拥核
的国际政治环境已无法扭转，中国作为负责任的大国，主张朝鲜半岛无核化的原则和立场愈发坚定，而朝鲜继续推
行强硬路线则大大压缩了中朝关系改善的空间。
【关键词】中国；朝鲜；关系；“瓶颈”。

自2013年3月中国参与联合国对朝制裁至今，中朝关系开始明显冷淡。虽然一直互称“友好近邻”，但双方高级
别的接触始终没有提上日程，给外界造成的印象就是“互不理睬”。最近两年，朝鲜《劳动新闻》中有关中国的报
道开始变得少之又少。2015年5月，朝鲜领导人金永南一行出席俄罗斯卫国战争胜利70周年庆典后与中国国家主席习
近平的会晤，在《劳动新闻》的报道中也仅仅是一笔带过1)。2017年，朝中社连续公开发表了三篇攻击甚至谩骂中
国的署名文章，在中朝关系史上实属罕见。在中国，无论是外交场合，还是官方媒体涉及朝鲜的报道依然难寻批评
性词句，但同时针对双边关系的建设性的提议也鲜有公开。
是因为“制裁”造成了中朝关系的冷淡吗？如果没有或取消“制裁”，中朝关系就能回归友好的原点吗？不能
否认朝核问题是中朝关系兹生芥蒂的焦点，但实际上自冷战结束以来中朝关系的起伏、波动原因复杂。随着时间的
推移，国际社会对朝鲜内外政策的忧虑在不断增加，中国国内的舆情也开始出现质疑朝鲜的倾向。在这种情况下，
坦率的讲，中朝关系能否改善与所谓“制裁”并没有太大的关联。相反，对朝鲜不利的国际政治环境，中国作为负
责任大国的立场和原则以及朝鲜继续推行强硬路线这三个方面的问题叠加在一起，真正构成了制约中朝关系回转的
“瓶颈”。本文旨在围绕朝核问题，剖析这些“瓶颈”产生的根源及其影响，并对中朝关系的未来动向做出谨慎的
预测。

一、对朝鲜不利的国际政治环境
对朝鲜内外政策的公开的质疑和批评主要是来自以美国为首的西方国家，自然也包括韩国。话题集中在朝鲜国
内政治体制、意识形态、人权状况、“恐怖主义”活动以及激进的、变化无常的对外政策等方面，有时甚至连“暧
昧”的中朝关系也在被质疑之列。出于不同的利益、标准和立场，被某些西方国家“妖魔化”的朝鲜国家（领导
人）形象并没有被广泛接受。相反，因为实力和国际话语权的不对称性，朝鲜也时常被同情者描述成为“弱者”和
“受害者”，或者被视为是强权、霸权的反抗者。从朝鲜战争结束（1953年7月27日《停战协定》签订）到冷战结束
前的大部分时期，朝鲜并没有因外部的批评和质疑而承受太大的压力。两大阵营的对峙和中美苏等大国关系的变化
* 赵立新（1968—），男，延边大学政治与公共管理学院国际政治系教授，博士。
1)文部分内容发表于《延边大学学报》2016年第一期。根据当前中朝关系的实际情况，现做了修改和图表更新——作者注。
金永南会见一些国家元首和政府首脑，[N]. 劳动新闻，[朝鲜]主体104(2015)年 5月12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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吸引了全世界的注意力，朝鲜并不担忧政治上的生存空间，在获取经济援助方面也处于相对有利的位置。“中苏友
好时，双方为了加强社会主义东方阵线都要帮助朝鲜；中苏分歧时，双方为了加强自身的权威和力量都要拉拢朝
鲜。”[2)]在此期间，朝鲜的“主体思想”、“唯一体制”以及“朝鲜式社会主义”等理念的提出和发展，强化了
朝鲜的“自主性”和“自我生存能力”。虽然没有引发与中苏等国直接的冲突，但朝鲜的选择也为后来同中苏等国
在意识形态和发展道路上的分歧埋下了伏笔。不管怎样，相对封闭和孤立的朝鲜凭借与中苏的“特殊关系”3)，在
国际政治舞台上并不是孤独无助。
冷战的结束成为全球政治的转折点，朝鲜逐渐地走出中苏（俄）的“庇护”，开始直接地、单独地面对西方和
外部世界，这种状况也深刻影响了“朝鲜对国家发展方向的判断和把握”。随着朝核问题浮出水面，朝鲜日渐成为
国际舆论关注的焦点。1994年10月暂时平息的第一次朝核危机的一个重要后果就是，“所有国家的注意力都被转移
到了朝鲜核问题上，而忽略了朝鲜一直在提的美国在韩核武问题，一切都在向着对美国有利的方向发展。”4)对朝
鲜来说，虽说也将“朝鲜核问题转变成换取经济援助和安全承诺的筹码”5)，但消极方面无疑是大大加深了相关国
家对朝鲜未来“不确定性”的担忧。在2002年10月开始发酵的第二次朝核危机中，美国则将朝鲜等国列为“邪恶轴
心”，成功地将一个“有核的”朝鲜置于了东北亚安全与稳定的对立面,并在此基础上寻求推动地区国家共同解决朝
核难题，其结果是以中国为主席国的六方会谈机制的最终形成，标志性成果是2005年达成的《9·19共同声明》。由
于各种复杂因素影响，2008年底六方会谈进程陷入停滞，《9·19共同声明》落实搁浅。从2006年10月的第一次核试
验到2009年5月的第二次核试验，朝鲜开始承受来自国际社会的巨大的舆论压力和联合国的制裁6)。
2012年12月12日朝鲜发射卫星后，国际舆论反响强烈，联合国安理会通过了关于朝鲜发射卫星问题的第2087号
制裁决议。2013年2月12日，朝鲜不顾国际社会的一再警告，成功进行了第三次地下核试验。中国外长杨洁篪“史无
前例”召见朝鲜大使，就朝鲜第三次核试验表示坚决反对。不仅周边国家先后表态，英、法、德等国以及联合国、
欧盟、北约等国际组织也纷纷做出强烈反应。2013年3月７日，联合国安理会一致通过关于朝鲜第三次核试验问题的
第2094号决议，要求朝鲜不再进行核试验，放弃核武器计划，并重返《不扩散核武器条约》（NPT），重申支持并呼
吁重启六方会谈，针对朝鲜的新一轮制裁也随即展开。
相关的事实表明，“在洲际弹道导弹和核武器的匹配工作方面，朝鲜已经跨过一个重要门槛。”7)但是，另一
个事实也逐渐明朗，朝鲜的一意孤行，最终促成了反对其拥核的“国际统一阵线”的形成。朝鲜的核试验引发了周
边国家普通民众的心理恐慌，局势失控、军事冲突不可避免等信号被渲染和放大，并波及到更多的国家和地区。本
来朝鲜就不具备拥核(武器)的合法性前提，连续的核试验使有限的对朝鲜的同情感也大大减少了。
国际舆论的一边倒倾向，使朝鲜在外交上也处于空前孤立的境地。冷战结束至今20多年，朝鲜仍然无法撬动与
美国对话的大门，与中国的关系历史性地处在谷底，寻求对日关系的突破则既不符合情理，更难以期待实效。在此
情况下，对俄外交就成为了朝鲜最后的“稻草”。“被外交孤立的朝鲜和因乌克兰危机受到欧美制裁的俄罗斯，都
希望提升在东北亚的存在感，因而双方接触的想法不谋而合。”8)从朝鲜的角度来说，希望通过与俄外交实现与外
界的联系，甚至可以传达“不希望过分依赖中国”的信号，可期待的最佳结果是使俄罗斯和中国在朝鲜问题上处于
一种“竞争”的状态，就像20世纪60年代朝鲜所做的那样。但现阶段，在美国“亚太再平衡”地缘战略的挤压下，
中俄关系的密切使朝鲜的愿望很难实现。面对朝鲜的需求和主动，俄罗斯只是“技巧性”的展示了地主之谊。而
且，看似“热络”的俄朝关系背后也都是明显的利益交换。2014年11月，崔龙海访俄之后，俄方对外宣称朝鲜同意
在“不设先决条件”的情况下重返“六方会谈”，没有引起任何回应。崔龙海访俄之际，恰逢联合国第3委员会通过
了有关朝鲜人权问题的决议案，该决议案要求将朝鲜人权状况提交给国际刑事法庭(ICC)处理，并审判朝鲜最高领导

2) 沈志华. 冷战中的盟友[M] 北京：九州出版社，2013， 239
3) 1961年7月6日，苏朝两国签订了《苏朝友好合作互助条约》；1961年7月11日，中朝两国签署了《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
以法律形式确定了苏朝、中朝之间的同盟关系。
4) 朴键一.中国周边安全环境与朝鲜半岛问题[M].北京：中央民族大学出版社，2013，357
5) 同上，360.
6)联合国安理会通过1718号1874号决议对朝鲜采取制裁。
7) 西方评估朝导弹技术迈过“重要门槛”. 参考消息网 2012-12-14 09:21 http://mil.cankaoxiaoxi.com/2012/1214/135444.
shtml
8) 储信艳.朝鲜“地球仪外交”有玄机_网易新闻中心 http://news.163.com/14/1123/02/ABN0KD7500014AE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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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金正恩。决议案并无法律效力，但此次议案由欧盟发起共有60多个国家参与其中，可见朝鲜在国际社会之处境。
中、俄在此问题上投反对票并公开表达自己立场，已然是考虑了“地缘情谊”和传统关系。
朝鲜民生的改善也始终面对严酷的外部环境。如果追溯历史，就会发现自1950年6月25日朝鲜战争爆发后，针对
朝鲜的制裁几乎没有中断过(见表1)。朝鲜长期遭受封锁和制裁最严重的后果就是，在60多年的时间里无法有效地利
用国外资源和国外市场，这导致朝鲜经济的发展受到严重制约，粮食短缺、能源短缺始终是其无法摆脱的困境。目
前，其GDP规模仅相当于韩国的3%，对外贸易90%以上依赖中国。通过开城工业园区与韩国的经济联系对朝鲜来说也
意义重大。2013年4月，因朝鲜第三次核试验而导致的开城工业园区的暂时性关闭，对外汇紧缺的朝鲜来说完全是一
个意外的制约。
<表1> 朝鲜受制裁情况一览（不完全统计）
时间

制裁原因

制裁内容

制裁发起方

朝鲜战争爆发

金融、贸易

美国

1987年

支持恐怖主义

禁止对朝援助和对朝贷款

美国

2001年

“911事件”后被列为邪恶轴心

经济制裁

美国

2005年9月

洗钱和制造假美钞

冻结朝鲜澳门帐户2400万美元

美国

武器禁运，冻结境外资产

联合国安理会
1718号决议

限制朝鲜军火出口，

联合国安理会

1950年6月
（2008年6月中止）

2006年10月

朝鲜第一次核试验

2009年5月

朝鲜第二次核试验

禁止人道主义目的之外的贷款

1874号决议

2010年7月

“天安舰”事件

冻结朝鲜部分海外资产

美国

2013年1月

朝鲜发射人造卫星

经济制裁

2013年3月

朝鲜第三次核试验

经济制裁

2016年3月

朝鲜第四次核试验

经济制裁

2016年11月

朝鲜第五次核试验

经济制裁

2017年9月

朝鲜第六次核试验

经济制裁

联合国安理会
2087号决议
联合国安理会
2094号决议
联合国安理会
2270号决议
联合国安理会
2321号决议
联合国安理会
2375号决议不

对朝鲜最为不利的论调是，“美国及其主导的国际组织并没有将朝鲜作为一个正常国家来看待。美国一直将朝
鲜看作是金氏独裁政权主导下的非民主、无人权、贫穷且好斗的非理性国家，”9)也是一个“失败国家”10)。美国
等西方国家的宣扬不排除有历史的宿怨、对朝鲜的敌意和故意抹黑朝鲜的嫌疑，但冷战结束以来，朝鲜内外政策的
实施屡屡与外界产生摩擦，其所推进的“经济与核武并行”战略遭到国际社会的一致反对，这其中的缘由是不言自
明的。
面对不利于己的国际政治环境，自2014年下半年开始，朝鲜刻意绕开中国寻求外交突破。一方面力求拓展国际
生存空间，另一方面也争取让国际社会逐渐适应及至默认一个“有核”的朝鲜，结果来看都没有达到预期目标。有
迹象显示，原本对朝认知呈分裂化的中国社会舆情，近年来出现了主张对朝强硬的一致化倾向。

9) 朴键一.中国周边安全环境与朝鲜半岛问题[M].北京：中央民族大学出版社，2013，377.
10) 由美国《外交政策》双月刊和美国和平基金会(Fund for Peace)每年根据各种社会、经济、政治、和军事指标就各国总体的
社会稳定性进行排名，朝鲜近年来排名在20位左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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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负责任大国的立场和原则

“除非朝鲜发生决定性的变化，（否则）朝鲜遭受国际孤立和压力的局面将长期持续。”11)在此情况下，中国
似乎没有理由主动寻求改善与朝鲜的关系。如果在拥核问题上不做出让步（姿态或行动），那么即便朝鲜主动示
好，中国也无法给予朝鲜一个体面的台阶。现阶段中朝关系难以从根本上回转，不单单是因为国际政治环境的制约
和朝鲜对外战略的强硬，中国对朝鲜的态度，在一定程度上也体现了一个大国对“自身负责、对世界负责和对人类
未来负责”的立场和原则。
追求与周边国家的共同安全，维护朝鲜半岛的和平与稳定始终是中国朝鲜半岛政策的根本出发点。反对核扩
散，和平解决朝核问题，实现朝鲜半岛无核化是中国政府的一贯立场。众所周知，朝核问题直接挑战了以《不扩散
核武器条约》（NPT）为核心的国际核不扩散机制，给国际社会特别是东北亚地区的安全与稳定带来了负面影响（见
图1），也与中国倡导的建立和谐世界的主张背道而驰。朝核问题久拖不决，特别是朝鲜进行第六次核试验之后，国
际社会对通过对话彻底解决朝核问题的前景已趋向悲观，“朝鲜半岛无核化还能实现吗？”与其讨论如何促使朝鲜
弃核，莫不如讨论如何应对一个“有核”的朝鲜。
<图1>

从第一次朝核危机到朝鲜先后六次进行核试验，“世界舆论的焦点从来没有离开中国，尤其是联合国安理会制
裁朝鲜的1874号决议通过后，外国媒体更是盯紧了中国的一举一动，甚至抛出了所谓的‘朝鲜问题中国责任论
’”。12)指责中国没有对朝鲜施加“足够的影响”，没有起到“应有的作用”，没有扮演“重要的角色”，是中国
的“绥靖”和“无原则”才导致今天朝核问题的复杂局面。类似的指责和抱怨不胜枚举。另一种观点则认为，“自2
003年以来，中国政府为朝鲜和平地非核化做了经久、艰巨和有时部分和暂时有效的努力，它们显著地增进了中国在
国际社会中的安全作用和政治影响。由于这些努力而最为得益的，是中国与美国的关系和中国在国际安全领域的负
责任声誉。”13)
作为一个负责任的大国，“中国利用自身‘独特’和‘不可替代’的影响力，促成了‘三方会谈’、‘六方会
谈’的举行，实现了美朝在多边框架下的直接对话，将朝核危机纳入了和平解决的轨道，并取得了一定实效（见表
2）。”尽管至今为止，有关各方始终没有达成彻底解决朝核问题的协议，六方会谈重启无期，但中国政府付出了巨
大努力，体现了最大的诚意。在谋求解决朝核问题的过程中，中国也力求“避免因为旨在非核化的努力而严重疏离
朝鲜, 非常宽容地忍受平壤方面的轻慢和其他对华不友善态度, 与此同时中国旨在以自身发展的实践启发朝鲜，利

11) 朱锋. 朝鲜半岛无核化还能实现吗？[A]中国国际战略评论2013 北京：世界知识出版社 2013，93.
12) 杨英.西方炮制朝核问题“中国责任论”新华网 - 国际先驱导报 http://news.xinhuanet.com/herald/2009-06/26/content
_11604449.htm
13) 时殷弘.非传统安全与中美反扩散博弈 [J]现代国际关系 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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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发展核武器来获取短期利益的行为是不明智的，“是与国际社会公然为敌的举动”，实现内部改革和对外开放才
是长久繁荣的最佳举措。
<表2> 朝核问题“六方会谈”成果（共识）一览
会谈轮次

时间

成果（共识）

第一轮六方会谈

2003年8月27日-29日

确认朝核问题通过对话以和平方式解决

第二轮六方会谈

2004年2月25日-28日

发布书面文件《主席声明》

第三轮六方会谈

2004年6月24日-26日

确定以“口头对口头，行动对行动”原则，寻求和
平解决朝核问题

第四轮六方会谈

第一阶段：2005年7月26日-8月7日
第二阶段：2005年9月13日-9月19日

六方共同发表《9·19共同声明》

第一阶段：2005年11月9日-11日
第五轮六方会谈

第二阶段：2006年12月18日-22日

发表第4份《主席声明》

第三阶段：2007年2月8日-13日

通过了《落实共同声明起步行动》文件

第一阶段：2007年3月19日-22日

重申落实《9·19共同声明》和《落实共同声明起步
行动》文件中的承诺

第二阶段：2007年9月27日-10月3日

通过了《落实共同声明第二阶段行动》共同文件

第六轮六方会谈

面对朝核问题的僵局，中国虽然重申“稳定和无核化并重”的原则，但中国推动朝鲜半岛无核化的意愿应该说
正变得更加坚决，因为在朝核问题上中国已经无法找到自身利益的平衡点，原来在很大程度上被视为是美朝矛盾的
朝核问题，现如今中国已经无法局外旁观了。“如果中国在弃核上不坚定，可能会向朝鲜发出错误的信号。而朝鲜
核能力的提升，又为美日韩同盟合作和军事部署提供口实，导致东北亚局势紧张，对中国造成不利影响。”14)当今
中国与世界的关系已经发生了历史性的变化，世界上重大问题的解决越来越显示出“中国因素”的作用。中国是不
是一个负责任的大国，能不能负得起责任，朝核问题就是一块现成的“试金石”。
美国经常“善意”地提醒中国，在朝核问题上中美之间大有“合作”空间，言下之意可以协调对朝政策，对朝
展开联合遏制。不能完全否认中美（包括韩日）在朝核问题上的共同利益，但现阶段更要看到中美对朝（朝核问
题）政策的差异。“中国对朝核问题的应对是一个独立自主地不断深化认识，根据本国国情和国际环境变化……为
维护朝鲜半岛和平稳定、实现朝鲜半岛无核化发挥建设性作用的过程”，15)而绝不是站在美日等国的立场上，顺着
美日等国的战略思维来表达自己的观点，更不是旨在削弱朝鲜的政权基础和“剥夺”朝鲜在统一问题上争夺主导权
的权利。这一点，或许也是出于中朝之间曾经是同盟关系的考虑。
虽然，现实的中朝关系所释放的信号是“中国对朝鲜的影响力并没有外界想象的那么大”，但是在国际政治的
舞台上，“中国是否要对朝鲜施加压力取决于中国领导层对朝鲜问题的认识。如果中国认为朝鲜问题不重要，即使
有杠杆因素，也不会把这些因素转化为影响力。反之，如果认为朝鲜问题至关重要，那么就会千方百计地利用这些
因素来影响朝鲜。”16)朝鲜战争结束后60多年来，中国对朝鲜进行的经济、军事、安全援助保持了中国施加影响的
可能性。目前，在中国国内，对是否调整对朝政策仍有较大的争论，然而观察家们注意到，在朝鲜第三次核试验之
后，中国对朝鲜的态度已经发生了微妙的变化。2013年4月6日中国外交部部长王毅同联合国秘书长潘基文就朝鲜半
岛局势通电话时表示，“朝鲜半岛是中国近邻，我们反对任何一方在这一地区的挑衅言行，不允许在中国的家门口
生事。”17)越来越明显的迹象表明，朝核问题在中国国家安全利益的构成中比重明显上升，如果朝鲜在拥核问题上
不作出让步或承诺（比如重返六方会谈），那么不仅中朝关系的回转无从谈起，中国对朝政策的改变迟早将提上日
程。
2017年2月18日，中国商务部海关总署发布12号公告，为执行联合国安理会第2321号决议，本年度暂停进口朝鲜
14) 孙茹. 朝美关系新动向与朝核问题走势[A]中国国际战略评论2010 北京：世界知识出版社 2010，166
15) 朴键一 .中国周边安全环境与朝鲜半岛问题[M].北京：中央民族大学出版社，2013，91.
16) 郑永年. 大国的责任——转型中的中国国际战略[M]北京： 世界科技出版公司 2004，100
17) 张阳.王毅谈朝鲜半岛局势：不允许在中国家门口生事_国际新闻_环球ttp://world.huanqiu.com/regions/2013-04/380068
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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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产煤炭。这并非是中国首次禁止从朝鲜进口煤炭。去年12月，为执行联合国制裁决议，中国在当年剩余时间里也
曾暂停进口朝鲜原产煤炭。中国执行联合国安理会2270、和2321号以及2375号决议的力度在开始加大。但是必须强
调，在与国际社会一道敦促朝鲜弃核的同时，中国政府始终有意维护朝鲜的“生存空间”，并一直没有放弃通过外
交斡旋解决朝核问题的努力。3月8日，王毅外长代表中国政府又了提出“双暂停”然后“双轨并进”的倡议，虽然
没有得到有关方面的回应，但表明了中国坚持和平外交手段解决朝核问题的立场和原则。

三、朝鲜强硬路线未见止步
2011年12月17日，朝鲜最高领导人金正日去世，时任中共中央总书记胡锦涛和政治局9名常委以及军方高层人
士，罕见的先后赴朝鲜驻华使馆吊唁，显示了中朝关系的不同寻常，也表明了中国对朝鲜政权平稳交接的支持。201
1年底，金正恩被推举为朝鲜人民军最高司令官，2012年4月11日，金正恩当选朝鲜劳动党第一书记，4月13日被推举
为朝鲜国防委员会第一委员长，成为朝鲜最高领导人。胡锦涛致电表示祝贺，金正恩向胡锦涛回复贺电，强调朝鲜
将“毫不动摇地加强和发展朝中友谊”。有评论认为，中朝关系或将迎来一个调整的转机，不排除两种可能：一是
中国对朝鲜的影响力可能增强；二是中朝关系可能向理性化方向发展，回归“正常”。世界舆论也将关注的目光投
向朝鲜，投向中朝关系。来自朝鲜的大大小小的消息都被多方解读，金正恩领导下的朝鲜将走向何方世人充满期
待。
此时，一个有象征意义的事件似乎预示了朝鲜战略未来的动向。2012年3月19日，朝鲜方面六方会谈代表李永浩
在北京表示，朝鲜将于近期发射“光明星三号”卫星。朝鲜此举当然有为金正恩执掌最高政权造势和庆祝的考虑，
但也给斡旋之中的六方会谈复会泼了一盆冷水。众所周知，按照联合国安理会1718号和1874号决议，朝鲜不能进行
“利用弹道导弹技术的一切发射活动”。

4月13日朝鲜官方宣布发射失败，但还是引起了国际社会的强烈关注和反

对。美国表示朝鲜“违反了自己作出的承诺，因此决定中断对朝粮食援助 。”18)中国和俄罗斯则相继表示反对构筑
遏制朝鲜的阵营，反对加大对朝制裁力度。事实表明，朝鲜新任领导人并未打算放弃拥核路线，也未打算重返六方
会谈。
2012年12月12日朝鲜卫星发射取得成功，也就此揭开了新的一年（2013年）朝鲜半岛动荡不安的序幕。2013年1
月23日，联合国安理会通过关于朝鲜发射卫星问题的第2087号决议，1月24日，朝鲜国防委员会发表声明，谴责联合
国安理会涉朝决议，称“将进行更高水平的核试验，为保护国家自主权展开全面对决战”。19)2013年2月12日，朝鲜
成功进行了第三次地下核试验。2013年3月７日，联合国安理会一致通过关于朝鲜第三次核试验问题的第2094号决
议。坦率地讲，2094号决议是中美达成妥协的结果，以联合国名义对朝鲜动武的可能性被排除了。虽然制裁像以往
一样并不会对朝鲜生存构成“致命一击”，但朝鲜的反应却出乎意料的强硬。3月5日，朝鲜军方宣布废止《朝鲜停
战协定》；８日，朝鲜宣布《朝鲜半岛无核化共同宣言》完全无效，并关闭朝韩板门店联络渠道；针对规模空前的
美韩军演

20)，11日，朝鲜宣布全面废除朝韩之间互不侵犯的所有协议，并切断朝韩热线电话；27日，朝鲜切断双方

间的军方通信线路；30日，朝鲜宣布朝韩关系进入战时状态，所有朝韩之间的问题将根据战时状态来处理。在朝鲜
半岛紧张局势不断升级的同时，朝鲜劳动党中央委员会全体会议3月31日在平壤举行，会议决定“实行经济建设和核
武力建设并行路线”。4月初，朝鲜宣布重启宁边核反应堆。 4月8日，朝鲜方面下令暂时关闭开城工业园区。5月18
日至20日，朝鲜又接连发射6枚短程导弹。
尽管实力上与美韩相比处于明显劣势，但朝鲜仍然“以超强硬对强硬”来加以应对。金正恩视察部队，随即进
行战争动员。熟识朝鲜战术“套路”的人士都知道，朝鲜声言不承认《朝鲜停战协定》已不是第一次（见表3，1954

18) 美国称朝鲜先破坏朝美协议 难以预测朝未来情况 中国新闻网 http://news.sohu.com/20120418/n340894261.shtml
19) 杜白羽 曾涛. 朝鲜称将进行更高水平核试验 新华每日电讯 http://news.xinhuanet.com/mrdx/2013-01/25/c_132127257.htm
20) 2013年3月1日，一年一度代号为和“关键决断·鹞鹰”的美韩联合军演开始举行，此次军演规模之大，参加人数之多，展示
的武器之先进举世瞩目。“有20余万名韩军和1万余名美军联合进行地面、海上、空中，以及特殊作战训练。”近一个月时间
内，美国F-22隐形战斗机、B-2隐形轰炸机、B-52战略轰炸机、核动力潜艇和航空母舰先后抵临朝鲜半岛，进行了实弹轰炸演
习，显示了坚定保卫韩国的决心，对朝鲜构成了巨大的、具有压倒性优势的威慑。

296

：

“ ”

无关制裁 中朝关系的 瓶颈 析论

/ 赵立新 ․ 297

年，时任韩国外长卞荣泰也曾表示“不再认为有义务遵守《朝鲜停战协定》”21)），声言要“把首尔变成火海”也
不是第一次，但毕竟此次半岛局势不同以往，极有可能擦枪走火。有观察家认为“目前朝鲜半岛爆发战争的可能性
很大，我判断几率是70%-80%。之所以得出这一数据，是基于近阶段对朝鲜的所作所为的系统分析…武力统一朝鲜半
岛是朝鲜的既定目标…朝鲜认为，已经具备通过战争实现统一的军事基础。”22) 所幸战争没有爆发，但回顾当时状
况，可以说半岛的紧张对峙气氛达到了1953年7月朝鲜停战协定签订以来的最高点。
<表3> 朝鲜宣布废除《停战协定》一览
时间
1994年3月
1996年4月

内容

缘由

朝鲜外务省宣布“停战协定”成为白纸，要把“汉城
变成一片火海”
朝鲜宣布不受“停战协定”束缚，军事停火线和非
军事区不存在

第一次朝核危机期间，针对制裁提案和美韩军演
韩国在靠近板门店非军事区地带进行军演
抗议美韩联合军演

2003年8月

朝鲜2次宣布停战协定作废

2006年8月

发表退出停战协定声明

2009年5月

不受“停战协定”束缚

2010年9月

发表退出停战协定声明

美韩联合军演

2013年3月

宣布退出停战协定

针对联合国对朝鲜第三次核试验的制裁

抗议美国对韩军售
抗议美韩联合军演
针对李明博政府全面参与大规模杀伤性武器防扩
散倡议

* 据2013年3月13日《青年参考》整理

2013年6月，半岛紧张局势才得以缓解。朝鲜明确知道无论是发射卫星，还是进行第三次核试验都与国际社会的
期望相悖，也违反了联合国安理会在有关朝鲜大规模杀伤性武器问题上的历次决议精神。之所以执意如此，其目的
显然是通过对外展示强硬，巩固和强化新任最高领导人金正恩的权力地位和领袖威望。同时，继续强化朝鲜“有核
国家”的现实并以此迫使国际社会接受这一现实。“经济与核武并行”战略的出台成为了朝鲜推行强硬路线的最好
注解。
透过金正恩执政一年多来（2013年上半年为止）朝鲜内外政策的实施，人们看到虽然金正恩有着为时4年的西方
教育背景，但“任何奢望年轻的朝鲜领导人将带领国家走向改革的想法此时都成了泡影。”23)朝鲜已经公开放弃了
弃核的承诺，宣布不再参加六方会谈，发誓永远不再就弃核展开双边或多边对话，除非“全世界进行了核裁军”和
“美国中止了帝国主义政策。”朝鲜强硬的、对抗性的政策，给了国际社会长期以来争论的“朝鲜拥核是目的还是
手段”问题一个清晰的答案。正如朝鲜外务省官员所表示的那样 “…世界将清楚地见证，朝鲜的核国家地位和卫星
发射国地位如何永久化。”24)
2013年下半年开始，迫于国际社会的压力和生存的实际需要，朝鲜在对外战略方面又表现出灵活姿态。缓和与
韩国的关系，表示愿意重返六方会谈等。对朝鲜而言，必要的妥协当然不意味着弃核。拥有核武器不仅是国家安全
的最大保障，也是以武力求统一的实力基础，这是朝鲜的举国共识。所以，从“战争的边缘”返回并不等于直接坐
到谈判桌前。况且，长期的互信缺失和立场差异使各方重返会谈的门槛越来越高，朝核问题事实上已经无法回到5年
前的基点。美韩对朝鲜国家行为的看法一定程度上已经“固化”了——“它（朝鲜）即便是要会谈，也会继续实施
自己的本来计划。”25)
2013年末，朝鲜国内政局发生剧烈变化。“据朝中社（12月）9日报道，朝鲜劳动党中央政治局扩大会议8日在
平壤举行，会议宣布张成泽一伙有反党反革命行为，解除其一切职务并开除出党。”26)这是继2012年7月撤销李英浩
21) 国际短评：维护朝鲜停战协定的实施[N]人民日报 1954年6月22日
22) 张琏瑰.朝鲜半岛八成会发生战争. [N]环球时报2013-04-10
23) 朱锋. 朝鲜半岛无核化还能实现吗？[A]中国国际战略评论2013 北京：世界知识出版社 2013年6月，P97
24) 孟湘君.朝鲜称世界将见证朝鲜核国家地位永久化 中国新闻网 http://news.sina.com.cn/w/2013-03-09/104426479226.shtml
25)牛宁.港媒：需抑制朝鲜核武发展2013年12月03日07:39 http://opinion.haiwainet.cn/n/2013/1203/c232601-19991592.html
26) 新浪网 http://news.sina.com.cn/w/z/zhangcheng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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总参谋长职务之后又一重大变动。这无疑与树立金正恩的权威，重构金正恩体制密切相关。迹象表明，通过频繁的
人事变动和进行军队大换血，并通过年初的空前危机，朝鲜已基本上完成了“领袖唯一领导体制”的建构。金正恩
掌权后的短短时间内，朝鲜高层变动频繁，方式也较为激烈。以金正恩为核心的领导集团何时稳定下来，同时是否
会有新的动向仍有待观察。
2014年朝鲜的行动轨迹属“规范”和“低调”之列，与韩国关系的起落和言语攻防也属预料之中。面对美韩军
演，继续维持“以超强硬对强硬”的姿态。自2013年第三次核试验后，朝鲜应该能够感受到来自中国的压力，但至
今为止，朝鲜坚持“经济与核武并行”的立场没有任何松动，金正恩并没有看中国脸色行事的些许迹象，给外界的
感觉是朝鲜顺利实现政权交接与中国无关。这无法不让人感到惊讶，朝鲜挑战的不仅是国际核秩序，甚至还包括政
治现实主义支配下的国际社会的“生存法则”。值得一提的是，多次到访朝鲜的人士回国后谈到，目前朝鲜农村已
经开始广兴副业，城市商品交换活动日益活跃，人民生活和农业方面的自给能力有所提高。朝鲜真的有可能创造历
史的奇迹吗？
2015年8月21日，朝韩之间相互炮击，半岛局势再度紧张，且习惯性的

“濒临战争边缘”，朝鲜再次声称“不

惜发动全面战争”。国际舆论及周边国家反应平淡，最终经过马拉松式的谈判，危机得以化解。危机期间，对中国
发出的“呼吁各方保持克制”的呼声，朝鲜外务省称，“数十年来，我们一直保持克制。到了现在，谁的‘克制’
老调也无助于控制局势。”27)事后，金正恩表示“我们在此次朝韩对话中主动要求以和平的方式解决一触即发的武
力冲突，拨开压在我们朝鲜民族头顶上的乌云，守护了朝鲜半岛的和平。”28)
2016年1月至2017年9月，朝鲜又多次进行了核导发射试验。现在，国际社会最为关注的问题除了中朝关系的冷
淡，还有就是朝鲜面对制裁和空前的孤立如何继续“扛”下去，“拥核”和推行强硬路线的代价朝鲜到底还能承受
多久。

四、中朝友好的大局会动摇吗？
历史上曾经的同盟使得中朝关系一直具有特殊的内涵，或者说在根本上不同于西方国家与朝鲜的关系。即使现
在，中国也认为没有必要和理由用西方国家的标准来看待朝鲜的内政外交，当然更不愿意看到朝鲜深陷“拥核困
境”从而引发变乱。在地缘政治的意义上，中国不会也不应该轻易“放弃”朝鲜。但是今天，在不断加剧的朝核危
机中，中国的角色“由调停者变为了直接受害者”，昔日的“缓冲地带”正在加速成为“断层地带”。一边倒的国
际舆论、负责任大国的立场和原则、朝鲜强硬战略产生的负面影响等等，构成了制约中朝关系未来发展的“瓶
颈”，维持中朝关系的代价正变得昂贵，而朝鲜的未来则充满挑战和不确定性。
中国政府和中国人民历来珍惜和重视中朝关系，“鲜血凝成的友谊”仍旧是一笔特殊的历史财富，它是中朝之
间日渐增多的“壁垒”中一条难以切断的通道，它也是“暧昧”同盟得以延续的情感基础。虽然中朝关系“瓶颈”
难消，但也不至于完全破裂。对中国来说，与朝鲜关系的冷淡可以承受得起，也拖得起，但承受不起、拖不起的是
朝核问题给中国国家安全带来的持久隐患。以往的“拉拢”和“诱导”，未能使朝鲜放弃其拥核的意志，而今参与
联合国对朝鲜的制裁，却不能真正中断对朝鲜的援助和支持。朝鲜不会不清楚其开发核武器会恶化与中国以及其他
国家的关系，但朝鲜相信它仍有回旋的余地和博弈的筹码——当然，谁也不能确定未来“有核的”朝鲜的对手仅仅
是美国。
中国稳健的外交政策目标是在朝鲜和韩国之间保持谨慎的平衡，这在实践中显然是一个巨大的政治难题。冷战
结束以来，中朝关系的起伏波动与中韩伙伴关系的不断提升形成了鲜明的对比（见图2）。以往“中朝的特殊关系使
中国在加速改善同韩国的关系时不能不关照朝鲜的利益，而在加强同朝鲜的传统友谊时又不能不考虑到韩国方面的
容忍限度。”29)2015年9月3日，在中国纪念抗日战争暨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70周年的庆典上，中国给予韩国总统

27) 朝鲜：中方不必呼吁克制 不惜对韩发动全面战争[N]环球时报 2015年8月24日
28) 日天.金正恩评价朝韩对话 称"“朝鲜守护了半岛和平” http://world.huanqiu.com/hot/2015-08/7368878.html
29) 刘金质 等.《当代中韩关系》[M]，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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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谨惠的礼遇肯定会让朝鲜感到心情复杂。
<图2> 冷战后中朝、中韩关系走势（示意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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到了中国反思并重新评估对朝政策的时候了吗？正常情况下，当“怀柔”手段不能奏效的时候，强硬的替代方
案理所应当被严肃认真地考虑。“中朝友谊与合作是建立在中朝两国政府和人民相互尊重各自的安全与利益关注的
基础上。朝鲜的经济建设和国家稳定需要中国人民的支持和理解，但朝鲜在对外行为上的偏激、对抗和情绪化，不
仅损害了中国的利益，同时也不利于朝鲜的稳定、建设和发展。如果朝鲜政府的思路无法调整，中国就需要对朝鲜
板起脸……”30)现在中国的担心是，如果把朝鲜逼到墙角，那么不可预知的局面和可以预见的一系列危机之后的获
益者极有可能不是中国。在继续积蓄实力的过程中，中国尚可以暂时承受朝鲜“任性”的代价，而不愿意冒险使朝
鲜彻底地背离中国。
美国学者的建议也非常的耐人寻味。“如果要成功阻止朝鲜核武器的开发，中国需要采取单方面行动来促使朝
鲜进行内部改革，或者增加朝鲜在核武器开发上采取进一步行动时的代价…”，“在（朝鲜）改革的可能性并不乐
观的情况下，中国制约朝鲜核武器开发的唯一的可行选择就是通过保留对朝鲜的援助，甚至不惜牺牲稳定局面来单
方面地向朝鲜施加压力。为了采取这个方案，中国需要相信终极而言，一个统一的朝鲜半岛（哪怕在过程中经历一
定的不稳定局势）会好于一个核武装的朝鲜。”31)毫无疑问，这是一个暗示性的、期待朝鲜崩溃而由美韩主导统一
的愿景。然而在中国看来，它却可能是有关朝鲜半岛危机的诸多预案中最不希望付诸实施的一个。
2015年3月履新的中国驻朝大使李进军在与朝鲜高官的会见中，数次提到中国对朝政策的“坚定不移方针”和中
朝关系面临的“历史性机遇”，并表示中朝之间需要“求同存异，合作共赢”。李大使的谈话被多方解读，韩国媒
体特别关注“中国对朝鲜首次使用‘求同存异’表述”，进而认为这是“两国从传统的盟友关系向正常的国家关系
发展的信号。”国内也有评论认为，“‘求同存异’的表述预示着中朝关系按下了‘快进键’”。目前，还没有理
由认为“求同存异”的表述是中国对朝政策改变的开始，但不妨将其看作是针对中朝关系的一个外交新倡议。至少
不用怀疑，在中朝关系上中国正试图寻求一个转机。在东北亚地区安全局势依然纠葛难料，六方会谈重启无期的情
况下，中国重新梳理与朝鲜的关系是符合自身利益的务实之举。而对朝鲜来说，如何理解中国的意图并做出回应就
显得尤为重要了

结语
综上所述，在“瓶颈”难消的前提下，如果谨慎地预测中朝关系的前景，那么最大的可能就是现在这种冷淡的
局面还将延续一段时间，中国对朝政策和朝鲜半岛政策将一如既往。有关朝核问题的努力，也仍将围绕六方会谈的
30) 朱锋. 朝鲜半岛无核化还能实现吗？[A]中国国际战略评论2013 北京：世界知识出版社 2013，98
31) [美] 杰米 ·梅茨尔. 朝鲜半岛统一与中国的国家利益 [J]，韩国：中国观察 2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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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新启动来展开。不能排除的情况有很多，但最令人期待的是在六方会谈框架下，朝鲜的强硬路线能够实现体面的
转身。如果是这样，中朝关系就会回到正轨，曾经的同盟关系才会回归其真实的意义。还有一个问题不应该忽视和
回避，认为中朝之间存在相同的社会制度和价值观的传统认识很可能不符合实际了，意识形态的差异其实早已经开
始显现。以“主体思想”为内核的“先军政治”战略和对“国际支配主义势力”（这是朝鲜学者经常使用的一个词
汇）的反抗，已成为当今朝鲜社会各阶层相对稳定的心理认知和价值追求，也被视为是捍卫祖国尊严和国家主权的
“万能宝剑”。这与中国近40年来“以经济建设为中心，实行全方位对外开放，走中国特色社会主义道路”的发展
战略和与此相伴而生的社会政治文化形成了鲜明对比。
总之，中朝关系在短期内回转的可能性在降低，朝核问题长期化的可能性在增大。问题的关键在于，为了各自
的利益，国际社会和相关国家在行动上无法同步，这正是朝鲜早就看到的、而且一直在利用的生存空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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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적 경제 영역의 형성과 발전
김성민*1)

1. 머리말
중국에서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처음 소개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04년 베이징
대학의 류지퉁(刘纪同) 교수가 『중국사회업무연구(中国社会工作研究)』라는 학술지에 사회적 기업에 관한 글
을 소개/게재한 후, 같은 해 말 영국의 사회적 경제 관련 연구자/학자들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중국 내에
사회적 경제 관련 개념과 인식이 생겨나고 관련 논의와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중국 내 사회적 경제 영역의 성장과 확산에 있어 주요한 몇몇 경과1)를 선별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2006년 중국의 일단의 연구자/학자들이 옥스퍼드대학이 주관한 ‘기업가 정신 국제포럼’에 참가하게
된다. 2009년에는 주중영국대사관 문화교육처가 중국에서 사회기업가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사회적 경
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국 인사들을 영국으로 초청해 사회적 기업 관련 교육, 강좌, 탐방 등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이러한 초청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교육을 이수한 숫자는 2016년까지 총 3,200여 명
에 달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미국 또한 2012년 중국의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미국 현지탐방과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연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고, 2013년 주중영국대사관 문화교육처는 제1회 사회투자플랫폼을
개최하고 그 때 선정된 15개 중국 내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을 사회투자 프로그램에 연결해주기도 하였다.
영국 정부는 더 나아가 이듬해인 2014년 9월, 중국의 ‘사랑공익기금회(爱公益基金会)’, ‘남도공익기금회(南都公
益基金会)’ 등과 함께 9개의 사회투자기구를 설립했으며, 신생조직들에게 교육훈련 및 투자 관련 자문을 제공
하기도 하였다(徐家良, 2016:23). 2015년 주중영국대사관 문화교육처의 사회기업프로그램은 에드워드기금회,
베이징시 부녀연합회, 충칭시 부녀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교육생을 모집한 후 교육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이
렇듯 영국과 미국 등 외부의 도움과 지원을 힘입어 대략적으로 이와 같은 경로와 과정을 통하여 중국 내에
사회적 경제 영역이 시작되었고 점차 확대되어왔다고 정리할 수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이렇듯 십여 년이 조금 넘는 역사를 지닌 중국의 사회적 경제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중국에서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이해되며 정의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어떤 조직들
이 주요 행위자로 거론되고 있는지 먼저 알아본다. 그 후에 중국 내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의 사례에 대해 소
개하고, 중국 국가 전체 차원의 최대 화두이자 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중국의 사회적 경제 영역이
어떤 기여를 하고 역할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지 간략하게나마 탐구해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중국
의 발전에 있어 선행적으로 먼저 요구되는 중국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몇 가지를 언
급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 사회적 경제에 대한 중국 내부의 정의와 분류

2.1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정의

*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1) 중국 사회적 경제 영역 확대와 발전에 대한 간략한 연표는, The Japan Research Institute(2016), 『Study of Social En
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Ecosystem in South East and East Asian Countries』의 pp.5-6을 참조하는 것이 유용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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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규정2)과 범주구분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
다. Lee는 사회적 기업을 ‘주주나 소유주의 이윤 극대화 대신, 수익을 사회공익적 차원에 재투자하는 목적을
지닌 사업체’로 정의한다. Yu는 사회적 기업을 ‘순수 영리성 기업과 달리, 커뮤니티의 이익이나 공공선의 증
대를 지향하는, 사회적/다중 이해관계자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율적 비영리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Zhao
는 ‘조합원이나 커뮤니티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정의내리면서, 국가소유 혹은 자본소
유와는 다른 특정한 제도적 체계에 속해 있는 조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중국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은 서구의 제3섹터, NPO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서구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과
달리 중국의 경우, 경영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등이 상당부분 미흡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조합원들과 커뮤니
티와 시민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황장
송(黄江松) 등은 ‘사회적 효익의 추구를 근본 목표로 하고, 상업적 수단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상
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당 기업 또는 조직의 지속적 운영과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으로 파악하고 있다.
왕밍(王名)·주샤오홍(朱晓红)은 세계적으로 익히 알려지고 합의된 개념정의를 수용하여 ‘일반기업도 아니고 비
영리조직도 아닌 중간적 속성을 지니며, 영리성과 공익성 모두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및 조직’으로 개념규
정하고 있다.

2.2 사회적 경제 범주에 대한 분류

사회적 경제에 속하는 조직들에 대한 대표적인 중국 내 분류를 보면, Lee는 사회복리기업, 합작사(협동조
합), 사구복무중심을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으로 꼽고 있다. Yu에 따르면 사회복리기업, 민영비기업단위, 합작
사가 사회적 경제 부문으로 분류되고, Zhao는 사회복리기업, 민영비기업단위, 합작사, 기금회(공익재단)3)을 사
회적 경제의 중요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외부의 전문가들의 분류를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사회적
기업가들의 연합체인 아쇼카재단의 설립자인 Bill Drayton은 중국 내 사회적 경제 관련 행위자들을 NGO/NP
O, 사회복리기업, 농민전업합작사, (공익성) 민영교육기관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리해보자면, 중국에서 사회
적 경제 부문에 속하는 조직은 사회복리기업, 합작사, 민영비기업단위 등이 거의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사구복무중심과 기금회를 사회적 경제에 속하는 조직으로 분류하는 학자들도 존재하고 있다.

2.3 중국 사회적 경제 부문의 중심적 행위자들

2.3.1 사회복리기업(社会福利企业)
장애인과 빈민들에 대한 사회복지 제공의 성격이 강한 사회복리기업의 역사는 마오 시기로 소급된다. 1949
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직후, 빈민들의 구제를 위해 국가복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과 정부는 ‘노동구
제(以工代赈)’의 방침을 세우게 된다. 도시 빈민들을 도로와 하천 등의 건설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최소
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었던 것이다. 즉,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서, 중국 사회적 기업의 초기적 형태로 볼 수 있다(阮晨鸣, 2012).
마오 시기 시작된 사회복리기업은 개혁개방 이후에도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1990년 제정된 <사회복리기업
관리임시방법(社会福利企业管理暂行办法)>에 의하면, 사회복리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계유지
를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특수한 형태의 기업’으로 정의4)되고 있다. 2007년의 <복리기업자격인정방법
(福利企业资格认定办法)>에 의하면, 총 직원 가운데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사회복리
기업으로 인정되어 세제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우리말 ‘사회적 경제’는 ‘social economy’를 옮긴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社会经济’란 용어는 정치사회, 정치경제 등
의 용법과 같은, 말 그대로 사회경제(socio-economy)를 의미하는 것이며, ‘사회적 경제’에 해당하는 중국식 표현은 ‘사
회기업(社会企业)’, ‘사회혁신(社会创新/social innovation)’, ‘공익창투(公益创投)’ 등이 일반적이다.
3) 2015년도 통계에 의하면 중국 전역에 존재하는 기금회는 4784곳, 이들의 당시 사회보장기금 수입은 46,012억 위안이었
음. http://data.stats.gov.cn/search.htm?s=基金会(검색일:2017년 10월 16일).
4) <社会福利企业管理暂行办法> 第二条: "社会福利企业是为安置残疾人劳动就业而兴办的具有社会福利性质的特殊企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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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으로 중국 내 사회복리기업은 약 146,000곳, 고용된 노동자/직원 수는 약 111.3만 명, 이윤은 약
95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약 111만 명의 피고용인들 중 43만 명 가량이 장애인으로 집계되고 있다.5)
그런데 이러한 통계는 2000년도에 비교하면 상당부분 감소된 수치이다. 시장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
으로 비효율적 경영, 낮은 생산성 등이 사회복리기업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6)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
리기업의 전체적 숫자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사회복리기업에 고용된 전체 장애인 숫자는 오히려 조금씩 증가
되는 현상이 관찰된다는 연구결과(Li, 2013:1118)도 존재한다.
2.3.2 농민전업합작사(农民专业合作社)
농민전업합작사는 2006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된 <농민전업합작사법
(农民专业合作社法)>에 근거하고 있다. 농민전업합작사는 ‘농가토지경영의 기초 위에서, 동일 품목 농산품의
생산-판매 주체 혹은 농업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협동하는 상부상조 성격의 경제조직’으
로 정의된다. 그리고 농민/농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 법인조합원을 포함하여 조합원 5명 이상이면 합
작사 설립이 가능하며, 합작사의 최소 80% 이상은 농민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가/농민들의 자발성이 강한 타국/타지역의 일반적인 협동조합의 성격과는 다소 다르게,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경우(즉 비농가/비농민주도형)가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신용대출 등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7) 2013년 기준으로 농민전업합작사는 중국
내 약 73만 개로 집계된 바 있고, 가입농가는 5,400만 호로 중국 전체 농가의 약 20% 수준이었다(Zhang, 201
3). 2014년 말의 집계에는 농민전업합작사의 등록누계가 약 129만 개로 조사되었다.8) 이를 통해 중국 내 농민
전업합작사가 매년 상당한 폭으로 양적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3 민영비기업단위(民办非企业单位)
민영비기업단위는 1998년 국무원의 <민영비기업단위등록관리임시조례(民办非企业单位登记管理暂行条例)>
에 따라 법제화된 조직으로서, 해당 조례에 의하면, “기업이나 비영리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사회조직이 비국
유자산을 활용하여 설립하고 사회봉사적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으로 정의된다. 조례의 21조에 따르면, 민영비
기업단위의 수익은 기관 내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고, 회원들에게 이윤분배를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약 255,000개의 민영비기업단위가 존재했고9), 주로 사회서비스, 교육, 생태/환경, 보건/
위생, 문화 분야 등의 영역에서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받고 있다(扬扬2016:2
1).
2.3.4 사구복무중심(社区服务中心)
사구복무중심은 사구(社区)를 기본단위로 사구 내 주민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조직기구
이다. 1991년 국무원이 사구건설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후, 2000년 국무원이 <전국 도시 사구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在全国推进城市社区建设的意见)>을 전국에 하달한 이후 전국적으로 사구건설이 시작되었다. 비교적
사구복무가 잘 시행되는 곳은 상하이, 칭다오, 항저우, 다롄 등의 연해도시들인데, 200여 가지의 주민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는 몇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공익성 서비스(가스, 통신, 치
안 등 공공 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사회복지 서비스, 주민 편의 서비스, 취업 및 창업 서비스 등이 있다(윤태
희·이경수, 2014:122-123). 2013년 기준으로 중국 전역에 약 252,000개의 사구복무 관련 기구가 존재하는 것으
5) http://data.stats.gov.cn/search.htm?s=社会福利企业(검색일: 2017년 10월 16일). 2016년도 사회복리기업 관련 통계자료
는 중국 국가통계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음.
6) 사회복리기업의 양적감소의 다른 원인으로는, 사회복리기업의 투자 및 설립주체가 민정부문, 향진정부, 가도판사처 등
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이 꼽히기도 한다(扬扬, 2016:21). 즉, 이들 외에는 그 어떤 부문/단위도 기본적으로 사회복리기
업을 설립할 수 없게 되어 있다.
7) 이러한 한계는 동시에, 중국 각지의 농촌에서 신용대출 관련 합작사가 별도로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8) http://data.stats.gov.cn/search.htm?s=农民专业合作社(검색일: 2017년 10월 16일). 2015년과 2016년도의 농민전업합작사
관련 통계자료는 국가통계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음.
9) http://data.stats.gov.cn/search.htm?s=民办非企业单位(검색일: 2017년 10월 16일). 2014, 2015, 2016년도 민영비기업단위
의 총 숫자는 국가통계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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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집계되었고, 2015년에는 약 36만 개로 증가하였다.10)

3. 중국 사회적 경제의 등장/성장의 배경요인
: 시민사회의 활성화 및 사회역량의 강화
개혁개방 시기 중국의 시장화 개혁이 확대 및 심화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들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압력은
시민사회에 대한 중국 당정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결과 우호적인 시민사회 정책의 기조와 방
침11)이 수립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민복지 및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민간사회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야 할 필요성에 대한 주목이라 말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마오 시기 국가계획의 비대화와 그에 따른 비효율화는 개혁개방 노선의 주된 개혁대상이었다. 국가 행정체
제의 비대화 및 비효율화를 완화하기 위해 단위 체제와 인민공사의 해체 등을 위시한 다종다양한 정치개혁경제개혁-행정개혁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국가 계획의 축소와 체제개혁은 –긍정적 방면으로는- 시장 주체의
발전을 촉진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부정적 방면으로는- 교육, 의료, 양로, 실업 등 사회 서비스 방면에서의
국가 행정의 후퇴와 공백상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시장조직 및 사회조직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부문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
1992년 9월에 개최된 제1차 중국 사회단체 관리업무 회의(中國社團管理工作會議)에서 당시의 국무위원 천
쥔셩(陣俊生)이 정사(政社)분리의 필요성과 사회영역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그로부터 두 해가
지난 1994년, 국무위원이었던 저우지아화(鄒家華)는 전국 사회발전 공작회의 연설에서 ‘정부는 사회가 사회사
업을 운영하는 것을 고무해야 하고, 특히 비정부조직과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을 중시해야 하며, 그들의 활동
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천쥔셩과 저우지아화 두 사람의 발언은,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개인적 차원이 아닌- 공식 석상에서 시민사회 부문의 존재 필요성과 사회를 구성하
는 다양한 민간조직/사회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언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남주,
2007:78).
1992년과 1994년 두 장관급 고위인사의 회의석상에서의 공식적 발언 이후, 중국 정부는 민간사회단체의 자
율성과 기능을 보다 확대해주기 위해 ‘자치(自治), 자리(自理), 자립(自立)’의 ‘삼자(三自)’방침12)을 세우기도 했
다(陳建民․丘海雄, 2001:43). 또한 1998년 민정부(民政部)는 사회단체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민정부 산하의
‘사단관리사(社團管理司)’를 ‘민간조직관리국(民間組織管理局)’으로 격상시키면서 명칭을 바꾸게 되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국가운영에 있어 사회영역의 역할 중요성에 주목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가
민간조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음을 반증하는 조처
라고 해석할 수 있다(장숙인, 2004:45). 장쩌민 시기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이 초래한 대규모의 실업자들
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전국 각 지역에서 실시하였는데, 이 프로젝트는 시민사회의 자원과 협력을
얻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후 후진타오 지도부는 보다 더 사회역량의 참여를 독려하고 촉진하는 정책방침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러
한 후진타오 지도부의 방침은 정부문건들에서도 수없이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살펴본다면, 2006년 10
월 중국 공산당 16차 6중전회에서 조화사회 건설을 목표로, 사회안정 및 사회관리 개선을 위한 사회조직의 긍
정적 역할과 가능성에 주목한 바 있다.
10) http://data.stats.gov.cn/search.htm?s=社区服务中心(검색일:2017년 10월 16일). 2016년도 사구복무기구 관련 통계자료
역시 국가통계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음.
11) 보다 근본적으로 볼 때, 사회영역 및 사회 내 각종 민간조직과 사회단체들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정책기조의 변화는
정부 직능의 축소와 전환으로 대표되는 정치개혁 및 행정개혁에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1997년 9월 제15차 당 대회의
핵심의제 중 하나는, ‘소정부(小政府), 대사회(大社會)’의 원칙과 목표를 천명한 것이었다. 장쩌민 주석은 당시 정치보고
에서 ‘사회중개조직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치가 된다.’고 언
급하였다(中共中央文獻硏究室, 2000:33).
12) 삼자(三自: 自治, 自養, 自立)방침은 마오 시기 이래 정부의 종교정책의 핵심이었다. 그 개념을 빌려와 대(對)사회단체
정책에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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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역량이 교육, 문화, 보건/위생, 사회복지 등의 부문에서 민영비기업단위와 사회단체 등을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기금회(공익재단)의 확대를 통해 사회 공공서비스와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05년에 민정부는 국가 사회복지 체제의 축소로 인한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자선단체와
–NGO 등- 민간조직의 잠재력을 언급하면서, 시민사회 내 자선조직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공포하
기도 했다.
사회갈등의 완화에 있어 시민사회 역량을 동원하고자 하는 방침은 시진핑 시기 들어서도 기본적으로 유지
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2013년 10월 중국 공산당 18차 3중전회에서, 사회조직들이 국가/정부-사회단체
간 거버넌스(협업)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서비스를 보다 더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사회조
직들의 성장을 당과 정부는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당과 정부는 NGO, 공익재단, 사회복지단체 등 외에,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2007년 <취업촉진법>은 실업자와
장애인 등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이들의 채용을 돕는 사회복리기업과 직업중개기구 등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제정한 것이었고, 2006년 <농민전업합작사법>은 개혁개방 이후 부각된 농촌/농민/농업문제 해결책의 한 방편
으로서 합작사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90년대 이후 중국 당정의 변화된 사회정책 기조와 방침은 시민사회의 대두와 활성화라는 결과
를 가져오게 되었고, 교육, 자선/복지, 환경 등 사회적 서비스 혹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단체, 자선조
직, NGO/NPO, 사회기업 등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중국 내 사회
적 경제 영역이 등장할 수 있었던 기본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4.1 학동(鹤童)

4. 중국의 대표적 사회적 기업 사례 소개

학동은 1995년 텐진에서 설립되고, 민간에서 투자, 발기, 운영하고 있는 민간조직으로서, 법적으로는 민영비
기업단위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영리활동 NPO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학동은 중국에서 ‘민간 비영리’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노인 전문 요양원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주주가 없
으며 모든 수익은 노인요양 사업에 투자된다. 학동노년복지협회, 학동노년공익기금회 등이 하나로 합병되어
있는 상황이며, 2006년에는 ‘베이징 월단거리 경로원’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해오고 있기도 하다.
노인 거주요양, 노인급식, -노인에 대한- 간호교육, 노인용품 판매 등 7대 영역에서 노인사업을 다각도로
결합해 상업화에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조직으로서, 연 수입 3천 만 위안을 달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4.2 흔경공방(欣耕工坊)

흔경공방은 2005년에 설립되었는데, 도시와 농촌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형 ‘조혈식(造血式)’ 빈민구제 프로그
램으로 출발하였다. 일종의 사회적 협동조합형 기업으로 분류되곤 하는데, 빈곤층 가정들을 도와 그들에게 성
장/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에게 자력갱생의 역량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흔경공방은 2006년 허난성 에이즈촌에서 첫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상업화 봉사모델을 구축해나가면서 오늘
날까지 발전해왔다. 수공업 작업장인 흔경공방에서 소외계층 사람들이 수공예품 제조 등을 하게 되는데, 제조
-생산활동이라는 노동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유지를 도우며, 삶의 자신감과 기초역량을 키워주는 방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흔경공방의 독특한 점이 ‘조혈식(造血式)’ 구제방식인데, 조혈식이란, 외부로부터의 ‘수혈’과 반대되는 개념으
로서, 현지주민들이 자신들만의 역량과 방식으로 빈곤에서 벗어나 성장/발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컨대,
자신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생산-판매 사업이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자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현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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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재료를 직접 조달하고, 현지의 특산품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디자인을 통해 수공예 상품의 가치를 높
여 판매수익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헌과 방식과 가치를 인정받아, 2008년에는 레노보 그룹이 지원하는 16개 공익단체 중 하나로 선
정된 바 있다. 2011년에 상하이 흔경공방 공익서비스센터가 설립되었고, 현재 중국 도시와 농촌 곳곳에서 장
애인, 노인, 빈민층 등 소외집단에게 역량강화(임파워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4.3 동심희망가원(同心希望家园)

뜻을 함께 하는 도시 지역 농민공들이 2005년 힘을 합쳐 설립한 조직으로서, 양성 평등, 여성역량 강화, 지
역사회 서비스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 조직인 지역사회개발형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심희망가원은 주로 농민공 거주지역에서 부녀아동센터(妇女儿童中心), 사랑마트(爱心超市), 여성/부녀자
대상 교육 등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중고품(二手用品) 거래, 지역사회 소비 활성화 등의 역할을 담
당하고 있는 사랑마트는 동심희망가원 소속 부녀자들이 직접 마트의 관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
으며, 교육 프로그램으로서는 양성평등 교육, 상담, 여성노동 교육, 부인병 예방, 자녀교육, 위생/보건 관련 강
좌 등이 있다.
동심희망가원은 농민공 지역사회의 주민들, 특히 여성/부녀자들에게 주체의식, 협동능력, 자신감, 지식과 기
술을 심어주고 강화해주는 조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5. 중국의 내 사회적 경제 영역의 공헌과 역할13)
비단 중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볼 때, 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매우 다종다양하지
만 그 가운데 빈부격차 혹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특별히 취약계층이 직면한- 고용위기/일자리 부족, 농촌과
농업의 낙후 및 저발전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사회적 경제 부문은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공헌/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14).

5.1 빈곤감소/완화

중국의 빈곤감소에 있어 많은 관련 조직들(합작사, 사회기업, NPO 등)은 도시와 농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농촌의 경우를 보면, 농민전업합작사가 급증하고 그 외 여러 신용합작사(농촌합작은행, 농촌
신용사, 농촌자금호조사 등)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런 협동조합 유형의 조직들15)은 중국 농촌의 빈곤감소와 사
회응집의 촉진에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농민전업합작사에 가입한 농가들/농민들은 –동종 작물/농산품 생산에서- 그렇지 않은 농가
/농민들보다 10-20퍼센트 정도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다양한 신용합작사들은 최근
수년 동안 낙후된 농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농자금 대출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 외에, 여러 종류의 NPO들이
농업과 농촌개발에 관여하고 있다. 2009년에만 중국 농촌 전역에 45,367개의 빈곤완화 목적의 사회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Li, 2013:1115).
중국의 도시지역에서 빈곤층의 소득증진에 주력하는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베이징부
13) 일반 이론적 차원에서 볼 때, 사회적 경제 영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계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사회적 경제 영
역의 역할에 관해서는, 2013년 ILO와 UNDP 등을 중심으로 하는 14개 기구들이 공동으로 조직한 ‘UN Inter-Agency
Task Force on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의 2014년보고서인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the Challen
ge of Sustainable Development』를 참조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14) Lane(2012)은 중국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의 기층/로컬 수준에서의 기여와 공헌을 소액대출, -지역 특색의 수공예
품 생산과 판매를 통한- 소득창출, 교육/훈련, 빈곤완화 등으로 꼽고 있기도 한다.
15) 중국 농촌의 협동조합 유형의 조직들에 대해서는 미우라 히로키(2016)의 연구를 참조하는 것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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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학교(富平学校)를 언급할 수 있다. 부핑학교의 역사는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경제학자 마오위스(茅于
轼)와 탕민(汤敏) 교수가 산시성의 어느 농촌에서 빈곤농민들을 대상으로 500위안의 소액대출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2년 부핑학교는 베이징시 민정국에 민영비기업단위 형식으로 등록하였고 이어서 부핑가
사서비스중심(富平家政服务中心)을 설립하게 된다. 부핑학교와 부핑가사서비스중심은 베이징 내 빈곤층의 소
득증가와 복지개선을 도모하고 있다(徐家良, 2016:30).
이 밖에 소수민족 지역 여성계층의 빈곤완화와 소득증진을 위해 사업활동을 하는 조직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08년 5월 쓰촨성 원촨대지진 이후, 재난지구의 소수민족집단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긴급하게
내몰리게 되었다. 이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아바주(啊坝洲) 티벳
창족부녀자취업지원중심(羌族妇女就业帮扶中心)이 민영비기업단위로 등록 및 설립되었다. 창족의 여성들에게
수공예 기술교육을 제공한 후 수공예품을 생산하는 조직으로 출발하게 된 부녀자취업지원중심은 이후 2010년
청뚜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콴자이 골목(宽窄巷子中国特色商业街) 내에 제1호 전문판매점을 개설하여 창족
여성들이 생산한 수공예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점포 개설 2년 만에 손익균형을 달성할만큼 성공적이
었다고 알려져 있다. 대지진 이전 아바주 농촌 창족들의 시급이 보통 1.7위안 혹은 1.8위안이었는데, 취업지원
중심에 소속된 여성들의 임금은 시간당 3위안이었다. 보통의 경우 하루 40위안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으
며, 숙련공인 경우 하루 60위안까지도 벌 수 있었다(徐家良, 2016:28-29).

5.2 취약계층/소외계층 고용16)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 가운데 ‘work integration’ 유형으로 분류되는 조직들은 대부분, 노동시장 진입 및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해고 노동자, 저학력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중국의 사회복리기업이 이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고, 그 외에 맹인 마사지 센터, 커뮤니티 조
직 등이 저학력-미숙련 주민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회적 기업은 선전장애우집단(深圳残友集团)을 들 수
있다.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중심의 과학기술회사인데, 컴퓨터 관련 업무는 움직임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에게 적합하고, 일반인보다 강한 인내력과 정신력 또한 컴퓨터 앞에서의 장시간 근무에 적합하다는 점에 착안
하여 사업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내 11개 성 및 직할시에 지사를 설립한 장애우집단의 전체 고
용인원 수는 3,700여 명이고 이들 중 90% 이상이 장애인으로 알려져 있다(徐家良, 2016:29).
마사지 센터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중국 전역에 무려 14,700여 곳의 센터가 맹인들을 고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커뮤니티 서비스 조직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약 530,000만 명의 해고 노동자
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숫자는 당시 커뮤니티 조직들의 피고용인들 전체 숫
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였다(Li, 2013:1118).
농민전업합작사로 대표되는 조합형 조직들 또한 ‘work integration’ 기능의 수행을 일부 지향하기도 한다.
이는 대개의 경우, 특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중년여성들 혹은 일정한 생산능력-기술-경험을 보유한 노년층
들에게 일시적/임시적 및 계절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외에도, 농민전업합작사가 장애
인들에게 –장애인들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비교적 재배가 쉬운 작물들에 대한- 농사기술을 전수하고 그
들이 생산-수확한 작물을 합작사 차원에서 구매해주는 형태로 취약계층을 돕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외에, 충칭의 과거 사례를 보면, 충칭 지역의 노동통합형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해고 노동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온 농민공, 장애인, 군인 출신 취약계층, 산샤댐 건설로 인한 이주자들 등 9개의 타깃집단을 설
정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충칭시는 2011-2016년까지, 십만 개의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
방침을 통해 취약계층들에게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한 바 있
다(xinhuanet, 2011).

5.3 –주로 농촌의- 커뮤니티 개발/발전

16)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바로 위의 빈곤감소/완화와 상당부분 중복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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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볼 때 커뮤니티 개발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 운동, 지역순환형 농업/지역사회 지원 농업(CS
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혹은 농촌재건운동 등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
중 커뮤니티 개발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들은 주로 생태-환경 이슈에 집중하거나 농촌 커뮤니티의 자립과
농촌주민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커뮤니티 기반 활동사업은 –도시보다는- 중국의 농촌에서 많이 관찰되고 있다. 왜냐하
면 중국의 농촌은 개혁개방 이후 지난 삼십여 년 간 농업생산의 효율성 증강이라는 목표 아래 화학비료 및
농약 등의 사용량에 있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반열(?)에 올라선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환경과 생
태가 과도하게 훼손되었고 그에 따라 농업의 지속가능성 역시 심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또한 연쇄
적으로, 도시지역의 식품/먹거리 안정성과 도시민을 포함한 중국 전체 인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다수의 NGO/NPO 및 사회단체들은 농촌/농업의 시급하고 심각한
현실과 문제점보다는 도시지역의 사회적 이슈들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자주 지적(Zhao, 2014:2)17)
되어 오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몇몇 선도적인 커뮤니티 개발 관련 프로젝트들이 생산자 및 소비자들, 연구자/학자들,
실천가/활동가들에 의해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시 지역의 ‘爱农回’, 베이징의 ‘小毛驼市
民农园’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농촌의 생산자 협동조합과 도시의 소비자 협동조합 간의 결합 및 연계의 형
태와 방식으로 전개되기도 한다(Li, 2013:1120).
사회적 경제의 시각을 일부 혹은 상당부분 지니고 있는 중국 내 많은 전문가/연구자/활동가들은 마을과 커
뮤니티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의 확보 그리고 그것을 담지하게 될 농촌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면 ‘농
민/농가 중심의’ 지역경제 혹은 ‘농촌 커뮤니티 기반의’ 지역경제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그리고 이 주장을 실제로 실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런민대학의 농촌재건센터를 꼽을 수
있다. 이 센터는 중국 내 15개 지방에서 60곳이 넘는 ‘실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다(Li, 2013:1120).

6. 맺음말: 중국 사회적 경제 영역의 당면과제와 한계
중국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토대가 보다 튼튼히 구축되고 그 위에서 양적 및 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의 건강한 생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면, 중국 국가와 사회 전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해갈 수
있는 몇몇 중심축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십여 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중국의 사회적 경제 부문과 관련 조직들은 나름대로 상당한 발전을 이
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중국 내 사회적 경제 영역의 지속가능성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또는
한계점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18).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인재확보와 훈련개발의 미흡. 유럽, 미국, 일본에 비해 사회적 경제의 역사가 짧고 사회적 경제 부문
의 역량이 강고하지 않은 한국만 해도, 사회적 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정부 차원 및 시민사회 차
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양성 과정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성공회대, 숭실대, 이
화여대, 카이스트, 한신대, 한양대 등 적지 않은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 학과와 전공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그에 비해, 중국에서는 사회적 경제 관련 인재와 전문가 육성에 관한 교육 인프라가
아직은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할 예비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사회적 기업 등에 입사한 직원들이 차후에라
도 사회적 경제 전문가로 성장하고 도약하는 데 필요한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기르고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
17) Zhao Zhiyuan의 조사에 따르면(2014:2), 중국의 사회적 기업의 2/3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포도를 대략적으로 보면, 베이징에 약 50%, 상하이에 약 17%, 선전과 텐진 등에 약 17%였다.
18) Zhao Zhiyuan의 연구에 따르면(2014:4), 중국 내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기업들 가운데 매년 50만 위안 이상의 수익
을 올리는 곳은 30%가 채 안되고,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한 경우는 40% 미만이며, 33% 가량은 파산의 위험에 처
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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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원들 역시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둘째, 경영학적 지식-전문성-경험의 부족. 중국은 사회적 경제의 역사가 매우 짧기에, 중국 내 존재하는 사
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은 대개의 경우, 경영과 수익창출과 자립 및 지속에 관한 지식, 전문성, 역량, 경험 등
에 있어 취약한 모습이 관찰되는 사례가 많다. (그리고 이는 한국도 비슷한 실정이다.)
셋째, 시장의 안정적 확보의 어려움. 시민사회와 시민의식이 일찍부터 발달하고 역사가 오랜 서구의 경우,
윤리적 소비문화와 의식, 사회적 기업 및 커뮤니티/마을기업 등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구매
패턴, NGO-NPO-공익적 소셜벤처-SE(Social Enterprise,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관심과 후원 등의 생활습관
이 광범하고 깊이 뿌리 내린데 반해, 중국의 경우 사회적 경제 부문의 중요성과 가치가 시민들 사이에 아직은
폭넓게 합의되거나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기업, 협동조합 등이 생산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들을 충분히 구매해줄 시민사회 내 사회적 경제 관련 시장이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과 기업들의 서비스와
제품을 구매(즉 정부구매)하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고 불충분한 상태인데다, 또한 그것이 충분
하다 해도 언제가지 정부에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는 국가이건 사회적 경제 영역의 초기 성장 단계에
서는 정부의 지원과 지지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사회적 경제 부문의 건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
침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의식 있는 시민사회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마치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다고 표현
할 수 있다.
넷째, 제도 및 정책환경에서 정부 지원의 미흡. 중국에는 아직 사회적 기업 관련 전문 법률이 없고, 몇몇
법률들의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존재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다수의 경우, 정부 공상부문에 회사 형식으로 등록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라 세금 역시 일반기업과 똑같이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사회
적 경제 관련 조직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예산지원 항목이 없고, 보건/위생, 문화, 교육, 생태/환경 등에
몇몇 관련 항목들이 파편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형편이다. 즉 사회적 경제 분야 지원에 관한 통일되고 짜임새
있으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련 법률, 제도, 정책이 아직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다.
다섯째, 융자 등 자금확보의 어려움. 중형 이상의 일반적인 영리기업이 아닌, 규모가 작고 담보대출 등에
제약을 안고 있는 사회적 기업 등은 자금조달과 융통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많은 자선기금회
(공익재단)들이 존재하지만, 한정된 기금회의 역량과 자산으로는 중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과 기업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국 사회적 경제 영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위와 같은 여러 장애요소들에 대해
정부 차원, -연구자들과 일반 시민들을 비롯한- 시민사회 차원, -이러한 외부적 차원 외에- 사회적 경제 관
련 조직 내부 차원에서 각자의 해법과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 각 부문들 간의 긴밀한 협업/거
버넌스와 집합적 차원의 범사회적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19).

19) “중국 사회적 기업의 오늘과 내일” http://www.eroun.net/29833(검색일: 2017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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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 소비자의 광고수용 비교연구
― 불확실성과 감정소구 요인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Li Xiaofan *

ㆍ김정규**1)

【초록】본 연구는 국제광고 맥락에서 한국과 중국의 현지화 혹은 표준화 논의의 중심으로 사용되는 불확
실성 회피성향의 광고 수용에 대한 영향력을 정교화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상술하면, 주효과로써 불확실성 회
피성향에 감정소구라는 다른 주효과를 설정하여 두 변인 사이의 중재(moderating)효과 살펴보았다. 결과, 기
존 결과와 유사하게 문화차원에서 불확실성 요소는 광고효과에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 되었다. 나아가 문
화차원과 감정소구 변인을 동시에 측정하였을 때, 중국 소비자의 경우 감정적 소구와 불확실성 요소를 최대한
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의 광고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의 소비자들은 감정적 소구 요소와 불확실성 수준
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의 광고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두 주효과 변인은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상세한 이론적 논의와 현업에 대한 시사점은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

1. 서론
사회와 기술의 발전은 물리적 국경의 한계를 넘는 글로벌 개념을 마케팅의 중심으로 등장시켰다. 이런 글
로벌화에 따른 시장의 세계화는 자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를 목표 타겟으로 하는 국제 브랜드
를 등장시켰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광고는 세계시장에서 기업들의 브랜드를 성공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
인으로 인식되어 광고에 대한 양적 증가와 함께 학술적, 산업적 관심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광고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장 핵심적 논의의 중심은 국제광고를 국제적으로 통일된 메시지를
제공하는 표준화전략과 혹은 현지에 맞게 다양한 광고메시지를 구성해야 한다는 현지화전략으로 구성된다1).
표준화전략과 현지화전략은 각자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두 가지의 전략을 결합하여 광
고를 진행하는 절충전략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연구들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Jain(1989)의 연구에
의하면 실용적 제품에 국제광고를 제작과정에 있어서 현지화전략보다 표준화전략이 더 효과적이라고 예상된
다. Peebles, Ryans, Vernon (1978)의 연구결과는 표준화 전략을 실행할 때 광고에 나오는 모든 요소가 다 같
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카피를 제외한 다른 요소들은 다 본국과 차이 없도록 하고, 광고카피만 현지에 상
황에 맞춰서 적응시키거나 광고의 목표, 주제, 크리에이티브 전략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지의 상황에 적
합하게 적응시키면 되는 것이다. 현지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자극하여 제품판매를 촉진하려면 현지의 문화배경
과 문화에 따른 심리적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이런 심리적 욕구에 맞추는 광고메시지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즉, 국제광고 맥락에서 현지화 및 표준화 논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 지역의 광고 소비자를 알아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 국제광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 세계의 소비자를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할 것인가, 혹은 서로 다른 개별적인
집단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광고전략에 대한 논의라 말할 수 있다. 국제광고의 표준화전략은 광
고 제품이 전 세계의 소비자에게 보편적으로 소구할 수 있게 개발된 제품이거나 광고대상 지역이 공통된 언어를 사용
하고 구성하는 광고방식이며, 국제광고의 현지화전략은 현지의 시장 환경특성에 따라 광고메시지를 변경하여 국제적으
로 이전 시키는 광고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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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파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중국은 엄청난 시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로 인해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광고전략을 실행하여 중국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국제광고를 필두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굉장히 많은 유사점이 존재한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각자 고유한 문화
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문화차이에 따른 독특한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이 있다(전동매, 서영휘, 2006; 손덕승,
2010). 중국과 한국 간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는 양국 소비자에 대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은 결
국 중국과 한국 양국 기업의 입장에서 국제적 광고나 마케팅전략에 큰 도움이 된다.
중국과 관련된 국제광고 논문들을 살펴보면, 문화비교 담론을 배경으로 논의되는 Hofstede의 불확실성회피
성향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고월선, 2011; 김경진, 2016; 남샘, 2015; 린핑, 2013; 박기순, 2013; 서정, 2009;
전송월, 2012; 유종혜, 2015). Hofstede(1995)의 문화차원을 이용해서 중국과 한국을 분류하면 중국보다 한국은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높고, 한국에 비해 중국은 권력거리, 남성주의, 장기지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고월선(2011)의 연구에 의하면, 불확실성회피성향이 더 높은 한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애매모호하지 않은 광
고물에 대한 정보처리 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국 소비자들은 애매모호하지 않은 광고물의 제품
에 대한 광고태도가 중국 소비자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라별 불확실성 회피성향
에 따른 구매의도의 차이를 검증하는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한국 소비자들
은 중국 소비자들보다 광고메시지가 애매모호하지 않은 광고물의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복합적 예술이라 평가되는 광고물이 불확실성만으로 국제광고 효과논의를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다.
Trompenaars와 Hampden–Turner의 문화차원 이론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의 가장 큰 문화차이는 감정주
의와 중립주의인데 중국 사람들의 감정주의성향이 더 강하고, 한국 사람들의 중립주의성향이 더 강한 것이다.
김한진(2010)의 연구에 의하면, Trompenaars가 명명한 감정주의 문화차원은 문화를 사람과 관계에서 이성과
감성이 지배하는 역할 정도에 따라서 평가한다. 중립적인 문화의 사람들은 감정을 통제하고 절제하지만 감정
적인 문화에서는 감정을 솔직하게 노출시킨다. 감정주의성향과 중립주의성향 간의 차이는 광고에서의 표현이
감성적 소구와 이성적 소구 간의 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제광고 맥락에서 한국과 중국의 현지화 혹은 표준화 논의의 중심으로 사용되
는 불확실성 회피성향의 영향력을 정교화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상술하면, 주효과로써 불확실성 회피성향에
감정소구라는 다른 주효과를 설정하여 두 변인 사이의 중재효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존 문헌에 빈번히 등장한 불확실성 회피성향 수준에 따라
중국과 한국소비자는 광고물에 대한 평가를 상이하게 보일 것인지를 실증한다. 둘째, 광고의 핵심적 구성요소
중 하나인 감정을 사용한 소구기법이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가진 영향력을 유의미하게 중재(moderating)할 것
인가, 그리고 이러한 중재적 상호작용은 중국과 한국 소비자 간에 동일할 것인지 혹은 상이할 것인지 규명하
려 한다.
이러한 본 연구가 도출할 결과들은 넓게는 문화를 배경으로 한국과 중국 소비자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를 도모하며, 좁게는 중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진행될 현업 기업들이 국제광고의 현지화 혹은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보다 정교화된 광고전략 수립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문헌연구
1) 메시지 소구
광고에 있어서 소구(appeal)란 일정한 광고물(advertisement)이 특정 소비자의 반응을 일으키도록 호소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정행, 2005). 또한 소비자에게 광고의 내용과 광고 컨셉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전략의 크리에이티브 컨셉(creative concept)2)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광고에 있어서 광고소구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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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들이 특정의 활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혹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을 목표를 한 크리에이티브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 메시지 소구방식과 특성

메시지 소구 방식이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차별점을 어떠한 방법으로 강조하고 연출하는가를 기준으
로 분류되는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소구방법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김봉형, 2006). 광고의 소구방식은 다양
하게 나누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제일 잘 알려진 것은 이성적소구와 감성적 소구로 분류되는 것이다. 여
기서 감성적 소구는 메시지를 통해서 수용자의 감성 또는 감정 혹은 가치관에 호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성
적 소구는 논리적, 실증적 메시지를 통하여 수용자들의 이성에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라나 이 두 가지
광고의 소구방식을 비교한 연구결과들은 같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어떤 특정유형의 광고가 무조건
다른 유형의 광고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 할 수 없는 것을 시사한다. 즉, 각 유형의 광고는 서로 다른 방
식으로 독특한 효과를 발휘하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McGuire(차배근, 1992; 재인용)에 의하면, 이들 각각의 소구방법들은 그 나름대로 각 조건에 따라서 각기
다른 효과를 갖는다. 예를 들어 유머러스한 내용으로 시작되는 감성적 소구방법은 수용자들에게 즐거운 기분
을 조성, 저항감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메시지의 주장을 잘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감성적 소구는 수
용자들의 감정에 호소하여 정서적 태도를 조정하는데 효과가 더욱 좋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성적 소구
방법도 나름대로의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 이 소구방법은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수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여주
기 때문에, 특히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내용이 복잡할 경우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유동구, 2013). 본 논문의
관심 변인은 감정적 소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감정적 소구

감정적 소구는 수용자들의 감정이나 감성 또는 가치관 등에 어필하도록 메시지를 처리하여 그 메시지의 효
과를 증대시키는 방법이다(이정행, 2005). 또한 감정 혹은 감성적 소구는 구매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끔
유발시킬 수 있는 긍정적 내지 부정적인 정서, 또는 감정을 자극하려는 소구이다(김현정, 2009). 감성적 소구
를 하는 광고에서는 로맨스, 향수, 동정, 흥분, 기쁨, 두려움, 죄의식, 슬픔 등 자기 자신과 관련된 개인적 감정
과 존경, 자아이미지 고취, 지위, 과시 등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심리상태인 사회 지향적 감정 등의
온갖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용하여 소구한다(조백혜, 2012). 이와 같이 감성적 소구는 상품구매의
사회적 욕구 또는 심리적 욕구에 초점을 두고 주로 긍정적인 정서를 호소하려고 한다. 또한 감성적 소구는 소
비자의 기억에 장기적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긍정적인 판단이나 태도를 일으킨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감정적
소구의 영향력을 국제광고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국제광고에서 광고 속 소구의 영향력

국제광고(international advertising)란 국제광고주가 국경 밖에 예상 구매자들에게 광고메시지를 전달하고
설득하여 목표소비자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기업의 수요를 증대시키려는 국제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말한
다(김유경, 1999; 이상훈, 최일도, 2004). 국제광고의 긍정적인 목적은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다국적 소비자의
동질적 이미지 창출과 효율적 관리를 통한 마케팅 비용절감에 있다(이상훈, 2010). 또한 국제광고의 종류는 광
고내용에 따라 기업광고, 상품광고 등으로 분류되며 광고대상에 따라 소비자 대상광고, 업자대상광고로 분류
된다.
국제광고와 관련 있는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은 광고의 현지화와 표준화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오랫동안 이어
져왔다. 이들 연구의 핵심은 국제광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 세계의 소비자를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
2) 광고 소구란 커뮤니케이션 주체가 그 메시지에서 내세우는 자기의 주장이나 결론을 수용자가 받아들이도록 호소하는
방식으로서 같은 크리에이티브 컨셉이라도 소구방법의 선택에 따라 표현 전술은 상당히 달라지며 그에 따른 광고효과
도 달라지므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고 밝힘으로서 광고 소구방식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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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 아니면 서로 다른 개별적인 집단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표현될 수 있다(Mueller,
1991). 국제광고의 표준화전략은 광고 제품이 전 세계의 소비자에게 보편적으로 소구할 수 있게 개발된 제품
이거나 광고대상 지역이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고 구성하는 광고방식(Onkvisit & Shaw, 1987)이며 국제광고의
현지화전략은 현지의 시장 환경특성에 따라 광고메시지를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이전 시키는 광고방식이다(정
대영, 1993).
국제광고의 표준화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지리적, 물리적 환경 등
요소로 인해 서로 상이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소비자로서의 욕구나 공기의 공통점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채명수 , 이형택, 2000). 한편 이재수(2002)는 오늘날에 발달한 기술로 인해 지역 또는 국가들 간에 점점
동질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속 표준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출발하여,
오히려 상이성보다는 보편성에 근거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다3). 국제광고의 표준화전략을 지
지하는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화로 인한 이점은 의사결정과정의 간소화, 전략실행의 용이함, 비용절감,
경영상의 효율성, 단일한 세계적 이미지 형성, 일관된 고객서비스 제공 가능 등을 들 수 있다(Onkvisit & Sha
w, 1987). 이수형(1994)은 미국, 일본, 한국 등 3개국 소비자들의 자동차와 치약에 대한 평가기준이 얼마나 유
사한가를 조사함으로써 국제광고 표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연구결과는 3개국 소비자들이 중
요시하는 제품의 평가기준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국제광고 표준화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4).
반면, 국제광고의 현지화전략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각 국가별로 존재하는 소비자들 간의 차이를 중요시
하며, 국제광고를 개발할 때 이러한 국가별 차이에 입각하여 각 국가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되는 차별화적인
국제광고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Onkvisit & Shaw, 1987). 또한 국제광고가 글로벌화
전략의 일부로서 현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De Mooij, 1994). 또한 국외시장의 여러 가지의 환경요소
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전략적인 고려사항도 있다5). 국제광고 활동은 국내 시장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광고 현지화의 결정요인으로는 국가사이 문화적 이질감, 매체에 대한 접근 용이성에
있어서의 차이,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과 기호의 차이, 국가 간의 광고에 대한 규제의 차이 등의 지적 되고 있
다(단소염, 2013). 따라서 표준화 전략이 성공한 요건이나 시사점 또는 표준화 전략의 한계점을 검토하는 연구
들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Kotelr(1986)는 동질적인 세계시장이 있고 이러한 동질적 세계시장에 마땅한
제품의 경우만 표준화 전략의 실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Harris(1984)도 제품의 세계적인 표준화는 가능
할지 몰라도 각국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국제광고의 세계적인 표준화는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Lenorma
nd(1964)는 종교적 신념, 심리적 측면, 매체, 생활수준, 법률 등의 차이에서 출발하여 표준화 전략에 있는 한
계와 위협을 지적하였다. 또한 몇몇 학자들이 표준화 전략은 비용 절략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Hornik(1980)는 Israel(이스라엘)에서 판매되는 미국제품에 표준화 광고, 현지화
광고, 중립적인 형태의 광고의 3 가지로 만들어 현지의 소비자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선호도를 알아봤다.
그 결과는 현지화 전략이 표준화 전략보다 더 바람직하였다. 이상훈(2010)은 미, 중, 한 3개국 일부의 대학생
소비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광고 메시지의 인식과 태도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현지화 광고전
략이 표준화 전략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광고의 표준화전략의 경우 문화적 거리가 적을 때 다국적 소비자의 가치체계가 상호 유사할 경
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현지화 전략의 경우 마케팅 차원에서 개별화에 관한 비용문
제와 커뮤니케이션차원에서의 통합적 이미지 창출에 대한 문제를 가지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이상훈,
최일도, 2004). 이런 이유로 실제에서 완전한 표준화 혹은 완전한 현지화는 가능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학자들
은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전략의 정점들을 최대한 혼합하여 광고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활
3) 예를 들어 국제광고의 표준화 전략에 따라 운영하는 것은 국제시장의 수많은 소비자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동질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국제광고 표준화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단순히 최종광고의 표준화 여부에 국한 되어 진행되어
온 것이다.
5) 소비자들의 근본적 욕구는 같다고 해도 욕구를 유발하는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하는 광고 전략으로 실
행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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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Fan(2002)은 중국인들의 경우 중국어로 표현된 외국 기업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6). 따라서 국제광고의 표준화 그리고 현지화에 대한 논의는 대상의 문화와 소비자의 이해
에 대한 깊은 사유가 반드시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함을 중심으로 한다.

2) 문화차원과 광고
전세계의 물리적 국가를 단위로 Hofstede(1980)는 국가 간 문화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모형으로 5-D 모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사람들이 자기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점을 기준으로 각국의 문
화를 권력거리,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주의-여성주의, 불확실회피성향, 장기지향성의 5가지 문화차원으로 구
분하였다(이철, 1998). 그의 연구 결과에서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비교하였을 때, 가장 명확한 차이를 보이
는 문화차원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하는 문화적 개인성향으로 조사되었다.

(1) 불확실회피성향(Uncertainty Avoidance)

불확실 회피성향이란 '불확실한 현상에 대응하는 정도를 말하며 이는 체계적 상황을 비체계적 상황보다 선
호하는 성향' 또는 '불확실 또는 모호함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위협감과 이를 피하려는 정도'이기도 하다(de
Mooij, 1998; 김유경, 1999). 이러한 성향은 경직성과 유연성과 관련이 있다. 즉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어느 정
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다(고월선, 2012). 불확실 회피성향이 높은 문화는 형식이나 규칙,
확실한 질서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높다(Hofstede & Geert, 1995). 불확실 회피 성향이 높은 문
화권에서는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하는 지속적 위기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명료성과 정확성이 중요하게 간주된
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명시적, 논리적, 직접적 메시지의 사용이 권
장된다(김유경, 1999). 반면에 불확실 회피성향이 낮은 경우 모호함, 불확실한 상황을 융통성있게 참으며 이에
대해 위협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고 예외적인 일을 어렵지 않게 수용한다(서정, 2009). 또한 예외적인 일을 참
고 수용하고, 진취적 사고를 높게 평가하며, 모험심과 융통성이 높다7).
이러한 문화적 가치의 차이는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메시지에 대한 이해 능력과 밀접하므로 광고에 이러한
문화적 가치가 반영되게 된다(김유경, 1999). 불확실 회피성향 수준이 논은 문화에서는 광고의 내용이 구체적
이고 섬세하며,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해 설명해주는 형식이 유용한 것이다. 실험으로 증명하거나, 전문가모델
이 등장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불확실 회피성향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광고에서 전문인 들이
추천인으로 등장하며, 불확실 회피 성향이 낮은 회사에서는 전문가를 풍자하거나 무시하는 추천인이 자주 등
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강한 불확실 회피성향과 약한 불확실 회피성향의 특징

불확실성 회피문화

불확실성 수용문화

1. 살면서 부딪치는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된다는 지속적인 1. 불확실성은 생활의 정상적 특징이며, 하루 하루 되는대
불안감이 느낀다.
로 지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2. 주관적 불안감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2. 주관적 행복감으로 낮은 스트레스.

3. 감정과 공격성은 마땅한 시기와 상황 에서 드러내도 좋
3. 공격성과 감정을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
다고 생각한다.
4. 익숙한 모험은 수용하지만 익숙치 않은 모험또는 애매한 4. 익숙지 않은 모험과 상황에 대해서 스트레스 잘 받지 않

6) 한국과 중국의 국제광고 표준화 전략 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현지화전략지수는 4.56이며 중국의 현지화지
수는 5.03수준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중국이 더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이상훈·최일도, 국제광고 전략의 적용과
시행방법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 한,중,미 현지인 광고 실무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광고학회, 제15권5호, 2004.
7) Hofstede의 불확실 회피성향 지수연구에 따르면, 미국, 스웨덴, 덴마크는 불확실 회피성향이 낮은 국가에 속하고, 일본,
독일, 그리스 등은 불확실 회피성향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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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두려워한다.

는다.

5. 학생들은 구조화된 학습환경을 편하게 느끼며,정답을 찾 5. 학생들은 개방적인 학습환경을 편하게 느끼며,자유로운
는데 관심이 많다.

토론에 관심이 많다.

6. 교사들은 모든 질문의 정답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기대
한다.

6. 교사들도 자기 자신이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다.

7. 효과가 별로없는 제도이라도 감정적으로 규칙이 필요하 7. 꼭 있어야 되는 규칙 이외의 규칙이나 제도는 둘 필요가
다.
없다고 여긴다.
8. 시간은 돈이라고 여긴다.

8. 시간은 행동의 방향제시를 위한 틀.

9. 바쁘지 않으면 내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9. 게으름을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느
낀다. 일은 필요할 때에만 열심히 한다.

10. 명료성과 정확성이 몸에 배어있음 엉뚱한 생각과 행동
10. 명료성과 정확성을 학습해야만 한다.
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고 혁신에 대해 저항적이다.
11. 규칙을 지킬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
하고 뉘우쳐야 한다.
12. 보수주의, 극단주의, 법과 질서

11. 엉뚱하고 혁신적인 생각과 행동에 대해 수용적이다.
12. 지킬 수 없는 규칙은 바꿔야 한다고 여긴다.

* 출처: Hofstede (1991; 차재호·나은영 역, 1996. 재인용)

장우빈(2012)의 연구에 의하면, 불확실성 회피성향은 색채별 주류광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한국과 중국소비자들의 불확실성 회피성향과 색채별 주류 광고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린핑(2014)의 연구에서,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낮은 중국에 비해,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높은 한국에서 온
라인 구전정보가 소비자의 브랜드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났다.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낮은
중국의 소비자들보다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높은 한국의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전정보가 긍정적일 때는 더욱
크게 긍정적으로, 부정적일 때는 더욱 부정적인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를 공통적으로 보였다. 동준(2015)의
연구에서, 한국과 중국 화장품광고에서는 불확실성 문화가치에서 차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불확실 회피성향이 강한 문화에서 설명, 구조, 긴 카피, 실험, 전문가중언 등의 방법뿐만 아니라, 기술과 디
자인도 세심하게 고려한다(라꼬바 옥사나, 2012). 제작자의 능력과 모든 세부적인 과정을 포함하여 제품이 어
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다. 광고 표현방식이 다를지라도 불확실 회피성향이 강한 문화에서
는 실험과 실험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서정, 2010). 또 다른 두 가지 측면은 분위기를 잘 사
용한다는 점과 옷을 잘 차려 입는다는 것이다. 감성적인 면을 드러내는 것, 분위기를 이용하는 것은 공통적으
로 사용하는 소구방법이다(까오윈멍, 2013). 불확실 회피성향이 강한 문화의 광고에서 등장하는 제품의 추천인
은 그 방면의 직업전문가나 사장과 같은 전문인이며, 불확실 회피성향이 약한 문화의 광고에서 전문가를 풍자
한 모델이 자주 등장한다(까오윈멍, 201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불확실성 회피성향에 따른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광고태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불확실성 수준과 감정적 소구 변인 간 광고효과에 어떤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
전종우(2010)는 한국과 중국은 같은 동아시아권 국가로서 지리적이나 문화적으로 가깝고 유교 문화권으로
서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문화적인 배경으로 중국과 한국의 문화차이를 탐
색한 연구에서 중국의 문화는 사회주의, 보수주의와 자아의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한국의 문화는 공통체 의
식, 개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과 중국사이 문화와 소비문화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려는 한국기업들이 효과적인 국제마케팅활동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국의 특유문화와 소비자문화를 이해하고 문화 비교 분석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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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 회피성향은 명료하지 않고 예측과 통제하기가 힘든 상황을 피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광고에서 불확실
회피성향은 명료하지 않은 광고메시지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McQuarrie & Mick, 1992).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높은(애매모호한)광고 메시지에 대한 이해 또는 해석은 불확실성이 낮은 광고메시지
에 대한 이해 또는 해석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광고메시지의 불확실성은 광고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고월선(20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소비자와 한국소비자의 불확실성회피성향에 따라
광고효과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중국 소비자들보다 한국 소비자들은 불확실성 낮은(덜 애매모호
한) 광고물에서 정보처리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 소비자들보다 한국 소비자들은 불확실성이 낮은(덜
애매모한)광고물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광고태도가 나타났다. 위의 논의를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연구가설 1】중국 소비자에게는 불확실성이 높은 광고물이 불확실성이 낮은 광고물보다 더 높은 광고효과(광
고태도, 구매의도)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가설 2.】한국 소비자에게는 불확실성이 낮은 광고물이 불확실성이 높은 광고물보다 더 높은 광고효과
(광고태도, 구매의도)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가설 3】한국 소비자와 중국 소비자는 불확실성이 높은 광고물에 대한 광고효과(광고태도, 구매의도)가
다를 것이다.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남성성 문화 나라처럼 경쟁적이기보다는 친화적인 관계를 선호하고, 이러
한 점은 여성주의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다(라꼬바 옥사나, 2012).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말이나 글
보다는 이심전심, 분위기 또는 느낌으로 통할 수 있는 문화이다(장우빈, 2012). 남성 지향적이지만 중국인들은
정이 많고 동질적이며 감성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감성적인 광고 커뮤니케이션전략이 잘 맞는다.
단순한 광고 문구의 번역만으로는 중국적인 정서를 담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
위와 같은 특징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지만, 중국은 공감과 동감을 매우 중요시하는 정(情)의 사회이다. 중국
에서는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서 생각하는 공감(Empathy)이나, 상대방의 처지를 측은해 하는 동정심(Sympath
y)을 기초로 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감정이나 마음이 쉽게 열리지는 않지만 시간 갈수록 정이 들면서 쉽
게 떨어지지도 않는데. 반대로 한국인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처럼 정이 많고 쉽게 사람을 잘 믿지
만 또한 쉽게 떨어지고도 한다. 이것이 바로 중국은 남성 지향적이고 한국은 여성지향적인 바를 나타난다8).
김한진(2010)의 연구에서, Trompenaars가 감정주의 및 중립주의 문화 차원의 문화를 사람과 관계에서 이성
과 감성이 지배하는 역할 정도에 따라서 평가한다고 나왔다. 이에 따라 감정주의성향과 중립주의성향은 광고
에서의 차이는 감성적 소구과 이성적 소구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감성적 소구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품특성 및 제품효과의 정보보다는 소비지의 느낌이나 감정에 호소하여 소비자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것
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불확실성 요인과 감정소구 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각 요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한 상호작용을 일
으키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려는 지금까지 시도되고 있지 못하다. 상술하면, 광고효과에 대한 판단에 이성적
정보처리를 자극하는 불확실성 요인과 같은 판단에 감정적 반응을 야기하는 감정소구 요인이 어떠한 관계성
을 보이는지에 대한 측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불확실성과 감정소구 요소는 어떠한 상호간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보일 것인가? 이
조절효과는 중국과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상이하게 나타날 것인가?

8) 중국인의 독특한 친정애정, 전우정, 동창정, 스승정, 형제자매정 등 여러 가지 ’정’을 소재로 한 광고는 대체로 성공적이
었음을 알 수 있다. 장우빈, 문화 차원이 색채별 주류광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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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방법
1) 실험 설계
본 연구는 2(불확실성: 높음 vs 낮음) × 2(감정소구: 높음 vs 낮음)요인 분석 집단 간 비교 실험연구로 설
계되었다. 2017년 3월14일부터 4월24일 까지 42일 동안 온라인 조사로 한국인 피험자들에게는 한국어로 작성
된 설문지로, 중국인 피험자들에게는 중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제공하여 4가지의 광고물 무작위로 노출시키
고, 광고물에 대한 광고물태도 및 구매의도를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였다. 4가지 조건의 광고물은 감정적 소구
수준 낮고 불확실성 수준 낮은 경우, 감정적 소구 수준 낮고 불확실성 수준 높음 경우, 감정적 소구 수준 높
고 불확실성 낮은 경우, 감정적 소구 수준 높고 불확실성 수준 높은 경우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피험자 집단은 부산에 재학 중인 한국인 대학생과 일반인, 중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대학
생과 일반인 총 2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중에서 중국인 162명, 한국인 132명, 남자 108명, 여자 186명,
평균연령은 22.7(sd=2.27)이다.
<표2> 실험 참여자
국가

한국소비자

중국소비자

광고물

인원(명)

감정적 소구 낮음 & 불확실성 낮음

34

감정적 소구 낮음 & 불확실성 높음

35

감정적 소구 높음 & 불확실성 낮음

31

감정적 소구 높음 & 불확실성 높음

31

감정적 소구 낮음 & 불확실성 낮음

41

감정적 소구 낮음 & 불확실성 높음

41

감정적 소구 높음 & 불확실성 낮음

40

감정적 소구 높음 & 불확실성 높음
합계

40
294

2) 주요변인의 조작 및 실험 도구
본 연구는 불확실성회피성향, 감정주의성향과 중립주의성향은 광고의 메시지에서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를 파악하고 광고메시지 요소를 조정해서 실험을 조작하고자 한다.
고월선(2011)의 실험연구의 의하면, 불확실성 수준은 광고에서는 애매모호성 수준과 연결시켜서 애매모호성
의 수준을 처치하고자 메시지의 구성요인(카피, 비주얼, 제품 등)들의 애매모호성의 수준을 조절했다. 가장 높
은 애매모호성 수준을 위하여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주요 메시지를 제외한 비주얼을 선택하며, 그 다음에 정
보의 양을 하나씩 증가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애매모호성의 중간 수준은 사전조사(비주얼과 그림 vs. 비
주얼 카피)를 통해서 애매모호성의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또한 고월선(2012)의 연구를 참조하여 실험광고물
은 사전조사를 통해 소비자한테 익숙한 치약광고를 선정했다.
본 연구에서 광고물의 애매모호 수준이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광고물에 다른 요소 다 똑같이 만들고
카피요소만 다르게 설계하여 실험 조작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품의 브랜드, 모델을 똑같은 것으로 선정하
고 애매모호한 광고물에서 간단한 카피를 설계하며, 덜 애매모호한 광고물에서 비교적 구체적인 카피를 설계
했다. (1) 불확실성 수준의 처치는 제품 사진, 모델의 사용은 동일하며 짧고 간단한 카피(높음) 혹은 길고 구
체적인 카피(낮음)으로 구성하였다. (2) 감성 소구 수준은 제품 사진, 모델의 사용은 동일하며 감성요소 포함
된 카피(높음) 혹은 정보적 내용의 카피(낮음)으로 구성하였다.
처치물은 치약 광고로 [불확실성 낮고 감성소구 요소 적음, 불확실성 낮고 감정소구 요소 많음,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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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감정소구 요소 적음, 불확실성 높고 감정소구 요소 많음] 이렇게 4가지 처치 유형을 만들었다. 4개의 실
험 자극물의 레이아웃(Layout)과 상품 모델을 동일하게 처리하였으며, 카피의 양과 특성만 다르게 처리하였다
[부록 1 - 실험처치물 참조]
종속변인은 광고효과의 측정을 목적으로 광고 태도와 구매의도를 측정한다. 광고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Mick와 MaQuarie(1992)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기분이 좋은 광고', '좋은 광고', '흥미로운 광고', '재미있는
광고'4가지의 항목을 선정하여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84). 구매의도는 감상훈과 이상훈(199
8)의 연구에서 나왔던 '나는 이 제품을 주위에 권유할 만하다', '나는 이 제품을 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
나는 이 제품이 필요하면 구입하겠다' 3개의 항목을 참조하여 이와 비슷하게 ‘구매할 생각있다’, ‘남에게 권하
고 싶다’, ‘필요하면 살 것이다’ 3개의 문항을 사용해서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85).

5. 연구결과
1) 가설 검증
중국 소비자들에게는 불확실성이 높은 광고물이 낮은 광고물보다 더 긍정적인 광고효과(광고태도, 구매의
도)를 나타낼 거라는 것은 <가설1>의 내용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 중국 소비자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광고물과 낮은 광고물에 대한 광고태도를 검증하는 통계결과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광고물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광고태도(M= 3.87, SD=1.3)가 불확실성 이 낮은 광고물에
대한 광고태도(M=3,45, SD=1.2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서 중국소비자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광고물에 대한 광고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One-way ANOVA: F(1,160)=5,7
22, P<.005). 광고태도와 같이 구매의도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 한 결과, 불확실성이 높은 광고물에 대한 중국
소비 자들의 구매의도(M=3.79, SD=1.22)가 불확실성이 낮은 광고물에 대한 구매의도(M=3.39, SD=1.1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서 중국소비자들은 불확실성이 낮은 광고물보다 높은 광고물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긍정적이라고 알 수 있다(One-way ANOVA: F(1,160)=5,321, P<.05).
두 번째 가설은 한국 소비자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불확실성이 낮은 광고물에 대한 한국소비자들의 광고
태도(M=2.96, SD=1.3)가 불확실성이 높은 광고물에 대한 광고태도(M=3.37, SD=1.2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서 한국소비자들은 불확실성이 낮은 광고물에 대한 광고태도가 불확실성이 높은 광고물
보다 더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One-way ANOVA: F(1,129)=6.302, P<.001). 구매의도 역시 불확실성이
낮은 광고물에 대한 한국소비자들의 구매의도(M=3.39, SD=1.18)가 불확실성이 높은 광고물에 대한 구매의도
(M=3.36, SD=1.22)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One-way ANOVA: F(1,129)=0.71
3, not sig). 불확실성이 높은 광고물보다 한국소비자들은 불확실성이 낮은 광고물에 대해 더 긍정적인 광고태
도를 나타냈다. 불확실성이 낮은 광고물에 대한 한국소비자들의 구매의도도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의 내용은 부분 지지되었다.
마지막 가설은 중국과 한국 소비자가 광고반응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가의 여부이다. 측정 결과, 불확실성
이 높은 광고물에 대한 중국소비자의 광고태고((M=3.87, SD=1.3)가 한국소비자의 광고태도(M=2.96, SD=1.3)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관련 문헌들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중국소비자는 한국소비자보다 불확실
성이 높은 광고물에 대해 더 긍정적인 광고태도’를 나타냈다고 판단할 수 있다(One-way ANOVA: F(1,145)=
21.684, p<.001). 구매의도 역시 불확실성이 높은 광고물에 대한 중국소비자의 구매의도((M=3.79, SD=1.22)가
한국소비자의 구매의도(M=3.36, SD=1.2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One-way ANOVA: F(1,145)= 13.284, p<.00
1). 결론적으로 한국 소비자들에 비해, 중국 소비자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광고물에 대한 광고태도 또한 구매
의도가 모두 더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미한 차이 있으므로 <가설3>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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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검증
<연구문제 1>의 내용은 불확실성과 감성소구 요소는 양국 소비자의 광고효과에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
날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연구문제의 검토를 위해 두 국가별로 집단을 분리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중국 소비자의 불확실성과 감정적 소구 사이의 상호작용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광고물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광고태도(M= 3.87, SD=1.3)가 불확실성이 낮은 광고물에
대한 광고태도(M=3,45, SD=1.2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확실성 수준과 감정적 소구 수
준에 따른 중국 소비자의 광고태도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불확실
성이 높은 광고물에서 감정적 소구 수준이 높을수록 광고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이 낮은 광
고물에서도 감정적 소구 높을수록 광고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확실성이 높고 감정적 소구 수
준이 가장 높은 광고물에 대한 중국소비자의 광고태도(M=4.25, SD=1.1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확실성이
높고 감정적 소구 수준이 가장 낮은 광고물에 대한 광고태도(M=3.43, SD=1.29)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를 통해 구매의도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이 높은 광고물에서 감정적 소구 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에
는 구매의도(M=3.83, SD=1.1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정적 소구 수준이 가장 낮은 경우에는 구매의도(M=
3.31, SD=1.24)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General Li
near Model: F(3, 158) = 3.105 p < .05, ε2 = .05 ).
<그림1> 불확실성과 감정적 소구는 중국소비자의

<그림2> 불확실성과 감정적 소구는 중국소비자의

광고태도에 상호작용

구매의도에 상호작용

(2) 한국 소비자의 불확실성과 감정적 소구 사이의 상호작용 측정

한국 소비자의 경우 불확실성이 낮은 광고물에서 감정적 소구 수준이 낮을수록 광고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이 높은 광고물에서 감정적 소구 높을수록 광고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고
물에서 불확실성이 낮고 감정적 소구 수준이 가장 낮은 광고물에 대한 한국소비자의 광고태도(M=3.79, SD=1.
3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림3>, 불확실성이 높고 감정적 소구 수준이 가장 낮은 광고물에 대한 한국소비
자의 광고태도(M=2.77, SD=0.83)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도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낮고 감정적 소구 수준이 낮은 광고물에 대한 한국소비자의 구매의도(M=
4.01, SD=1.1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림4>, 불확실성이 높고 감정적 소구 수준이 낮은 광고물에 대한 구
매의도(M=2.81, SD=0.93)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General Linear Model: F(3, 127) = 5.242 p < .005, ε2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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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불확실성과 감정적 소구는 한국소비자의

<그림4> 불확실성과 감정적 소구는 한국소비자의

광고태도에 상호작용

구매의도에 상호작용

6. 결론
1) 연구 결과 논의
앞서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준연
구를 살펴보면, 국제광고 맥락에서 중국과 한국 광고효과에 대한 연구는 불확실성회피 성향의 문화차원 논의
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 1>과 <가설 2>도 기준연구와 일치하게 문화차원에서 불확실성 요소는 광고효과에 영항
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 되었다. 게다가 <가설 3>을 통해서 본 연구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요소에서, 중국
소비자와 한국 소비자 사이의 차이도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소비자들에게 불확실성이 낮은
광고물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광고물의 광고효과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소비자들은 불확실성이 낮
은 광고물에 대해 더 긍정적인 광고태도를 나타냈다. 불확실성이 높은 광고물에 대한 중국소비자들의 광고태
도와 구매의도 모두 한국소비자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광고물을 고려할 때, 제작자의 입장에서 불확실성 요인만을 고려하여 광고의 집행은 충분한
가이드라인으로 인식하기에는 부족하다. 불확실성 회피성향 외에 다른 요소도 광고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과 한국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차원에서 감정주의 성향에 있어서 문화차이도
있기 때문에 광고 속 감정적 소구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고, 중국과 한국간의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
연구의 검증결과를 보면, 중국의 경우,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현지화의 조건은 불확실성을 보유
하며, 동시에 감정적 소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에서, 중국 소비자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광
고물에 대해 더 높은 광고태도와 구매의도를 나타냈다고 검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광고물
에 대해 무조건 긍정적인 광고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고 검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감정적 소구와 불확실성 요소
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의 광고효과를 도출되었으며, 감정적 소구 요소가 적고 불화실성 수준이 높
은 경우, 가장 낮은 광고효과가 나타났다고 도출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감정적 소구 요소와 불확실성 수
준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의 광고효과를 도출되었으며, 감정적 소구요소가 적고 불확실성 수준이
높은 경우, 가장 낮은 광고효과가 나타났다고 발견되었다. 두 나라 모두 가장 지양해야 하는 조건은 불확실성
이 높으며 감정소구가 최소화된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불확실성 회피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 국제광고 현지화와 표준화 논의의 중심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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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고의 소구, 특히 감정적 소구가 불확실성 변인의 영향력에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
다고 검증되었다.
위와 같은 검증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는 보다 효율적인 국제광고를 기획 또는 제작하는 현업과 관련 학문
분야에 작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한점 및 제안점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본 연구의 광고물이다. 본 연구에서 저관여 제품인 치
약을 광고물로 선정하여 실험하였으나, 치약외의 다른 저관여 제품일 경우 또는 고관여 제품일 경우에는 결과
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이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제품을 선정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연예인 송중기를 광고모델로 하였는데, 송중기는 지금 중국에서 인
기가 많은 것은 연구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로 인해서 향후 연구에서 모델의 영향력을 통제하
는 시도를 할 필요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광고물은 실제 인쇄광고물 보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은
실험에 작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두 번째의 한계점은 본 실험은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수집한 것이다. 물론 인터넷 설문방식은 경비와 시
간이 덜 요구되는 장점이 있지만, 진실성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한계점을 보완 할 수 있도
록 여러 가지의 설문조사 방식을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세 번째, 실험 통제 요인 방면 본 연구에서는 광고의 카피만을 감정적 소구로 한정하였지만, 실제 광고에
서는 모델의 characteristic, 색, 표정 등 여러 가지의 요소들은 충분히 광고 소비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화된 통제가 요구된다.
네 번째, 본 연구에서 인쇄광고물을 실험 자극물로 사용한 점이다. 텔레비전 광고 또는 인터넷 배너 광고의
경우보다 인쇄광고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을 요구된다. 광고유행에 따라서 소비
자들의 불확실성 회피성향과 감성적 소구를 충족시켜 주는 수준이 각각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인쇄광고 외
의 텔레비전 광고 또는 인터넷 배너광고에 대해 불확실성수준과 감성적 소구 수준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떤지
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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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 분과】 발표 ⑧

中国城市外交研究
― 以北京为中心
樊杰*

1)

【目 录】
1. 绪论
2. 城市外交：定义，类型，功能
3. 中国城市外交的历史和现状
4. 北京城市外交实践
5. 结论

1. 绪论
在全球化时代的背景下，地方政府的力量也在不断的强化，关于国境的概念也在逐渐的弱化，不仅是国家间的
交流，城市与城市间的交流也逐渐受到人们的关注。进入21世纪以来全球化的的团体和世界地方自治团体联合等机
构的登场，使城市也开始积极参与到其中。
随着交通、科学技术以及网络的发展，不仅是中央政府，世界各国也通过各种途径，在各种领域开始进行接
触，交流，从而产生了共感。超越了国家层面的各个城市之间的合作等也在逐渐扩大，地方政府也在逐渐登上舞
台，开始发挥自己的作用。现今外交强调了，外交已经从传统意义上的军事、经济层面为主的交流，发展到了文
化，信息，制度，形象等资源为一体的软实力外交。21世纪的公共外交的主体可以是政府和包含了个人和企业等的
非政府行为主体。
改革开放以后中国的对外政策决定构造逐渐走向多元化，分权化，制度化，专门化。除了党∙军∙政之外的企
业，民间社会，网络等作为新的多元的对外政策行为者登场了。例如，中国广东省每年以韩国京畿道为对象举办的

위효효, 2012)。

“国有企业最高经营者进修事业”，促进了两地区间的贸易，投资的合作(

中国中央政府开始逐渐放权给地方政府，随之地方政府也开始影响对外政策，并且影响逐渐增大。例如，2012
年中国山东省商务厅所发布的《关于山东半岛蓝色经济区建设中日韩地区经济合作示范区的框架方案》是由国务院
认可后，省政府的主要领导任总负责人，青岛，烟台，威海等7个城市的市长作为组员，一起制定而成。
2014年5月15日习近平主席在出席中国国际友好协会成立60周的纪念活动上所做的重要讲话中，提及了“城市外
交”,极大的丰富了城市外交的理论内涵要更好推进城市外交，大力开展中国国际友好城市工作，促进中外地方政府
交流，推动实现资源共享、优势互补、合作共赢 。这充分说明了当和政府对城市外交工作的高度重视，更对城市外
交在全球化背景下所应发挥的作用提出了更高的要求。
中国共产党和中国政府强调了城市外交的的重要性，也对中国城市外交起到的角色有很大期待。 关于城市外交
的研究，近来不仅是对城市外交的逐渐增多，，城市外交对城市的发展，以及对中国在外的具体的形象起着什么作
用等问题的研究也已经在火热的进行中。
中国的城市从1949年开始到1972年为止没有和任何一个国家的城市有友好城市的联合，到了1973年天津和日本
神户结成了中国最初的友好城市。为以后城市外交的发展，翻开了新的一页。2017年10月24日为止，中国的31个
* 釜庆大学 中国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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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自治区，直辖市(不包括港澳台地区）的478个城市和五个大洲的135个国家的513个省（州，县，区等）的1607
个城市结成了2470对友好关系。
本文将通过城市外交的定义，类型，功能等，以中国的城市外交为中心，分析出中国城市外交的类型以及特
征。特别是，以作为中国首都的北京为例来具体说明城市外交的作用，最后分析出对中国城市外交的启示。
本文将以文献研究和实例分析两种方式为主展开。文献研究中主要是参考了中国各政府网站的公示政府文件，
各种统计资料和舆论报道等。同时也参考了中国，以及韩国的学术论文，报告书等。实例分析则是在立足于城市外
交的概念上，以中国北京的城市外交为例，分析城市外交的类型，功能等。
关于城市外交的研究，根据韩国论文检索网站RISS的检索结果来看，题目和城市外交有关的研究总共只有5篇，
其中关于中国城市外交的研究有两篇，所以可以看出韩国学者目前对城市外交的研究处于不足的状态。中国的论文
研究现状来看，虽然文献数量较韩国多，但是研究基本都是对概念的解释不清晰，统计数据，具体资料等也没有详
细说明，主要是以描述为主的叙述方式，可以看出研究的局限性。
针对城市外交的研究主要以城市外交的理论研究，城市外交的类型研究，以及城市外交的历史和发展三方面为
主。
首先，城市外交的概念理论研究中赵可金在《嵌入式外交：对中国城市外交的一种理论解释》中提出了嵌入式
外交理论，即该理论解释认为当今世界是一个国家体系、国际体系和全球体系并存的世界网络城市化进程推动城市
深刻地嵌人到国家体系、国际体系和全球体系之中从个体系中获得了专业化的外交功能，逐渐依托城市稱合为一种
成熟的新外交体系这就是城市外交（赵可金，2014）。杨毅在《全球视野下的中国城市外交》中提出了“城市外交
是国家外交的组成部分，配合国家总体的外交，参与到全球治理，促进城市发展，其功能是实现不同城市之间的交
流与往来，相互借鉴建设和发展的经验，并在政治、经济、文化、社会、科技、教育、环保等方面开展合作，推动
城市的经济发展和社会繁荣”。丰富了城市外交的概念（杨毅，2015）。除外还有陈维（陈维，2017），汤伟（汤
伟，2017）余万里（余万里，2013）等学者也分别对城市外交进行了定义。
其次，城市外交的类型研究。祝鸣提出中国地方政府的主要对外交往途径，比起“走出去”的正式官方访问，
“引进来”的接待工作目前数量更多，作用也更为重要。因此，他把城市外交的类型归为四大类，第一，构筑姐妹
城市网络；第二，“引进来”的接待工作；第三，参加国际组织和参加多边跨境联合；第四，设立海外代表处（祝
鸣，2014）。杨毅则认为城市外交的主形式分为两类，一种是双边的国际友好城市。国际友好城市是指本国城市与
外国城市之间，经所在国双方中样政府授权的专门管理机构或由国家议会批准的双边友好合作关系。另一是多边城
市外交。国际城市间交往成为国际民间多边交往的重要内容和渠道。国际城市多边组织在众多新兴国际组织中异军
突起，其数量越来越多，规模越来越大，组织越来越完善，在国际社会的影响力也越来越大。其中，较有影响力的
是世界大都市协会（WAMM） 和世界城市与地方政府联合组织（UCLG）（杨毅，2015）。
最后，城市外交的历史和发展。《城市外交:探寻全球都市的外交角色》中对全球范围内的城市外交的缘起与发
展进行了梳理。文中在外交中根据城市扮演角色的不同，将城市外交的发展分成了三大阶段，即民间外交阶段（191
9-1980）、倡议外交阶段（1980-2001）、城市外交阶段（2001-）。在民间外交阶段的主要表现形式之一是国际友
好城市，国际友好城市从性质上来说仅仅是一种民间外交，它虽然获得中央政府的许可和鼓励，却不能逾越中央政
府的外交政策，它仅仅扮演沟通非官方交流的“民间使者”角色，更多停留在经济、社会、文化和环保等“低级政
治”事务，几乎毫不染指中央政府所明令禁止的政治、安全等“高级政治”事务，与官方外交是一种互补关系，而
非竞争和替代的关系。倡议外交阶段中城市的跨国倡议活动虽不是一种独立的外交形态，既不是城市外交，也不是
民间外交，而是与官方外交相互竞争，，通过寻求国际范围内的舆论支持、向中央政府施加压力、推动城市间的交
流合作等手段，寻求一种不同于中央政府政策的政治影响力，已经产生了较大的外交影响力。步入21世纪后，随着
全球化进程的深入，以多边城市组织建立为标志，越来越多的城市开始重视全球安全和发展问题，不仅积极参与中
央政府的外交政策制定和国际谈判，而且纷纷在海外设立类似于驻外使领馆的办事处，积极参与多边城市组织，城
市外交越来越成为一种独立的外交形态（赵可金，陈维，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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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城市外交：定义，类型与功能
1) 城市外交的定义
对于城市外交的定义，不同的学者认知不尽相同。学者陈吴苏在《民间外交论》中对城市外交进行了定义，他
认为城市外交是半官方的外交（陈吴苏，2007）。荷兰国际关系研究所的简·梅利森和罗吉尔·范·德·普拉伊吉
姆提出了一种广义的城市外交定义，认为“城市外交是城市或地方政府为了代表城市或地区和代表该地区的利益，
在国际政治舞台上发展与其它行为体的关系的制度和过程”（Rogier van der Pluijm and Jan Melissen，200
7）。2014年5月15日，中国国家主席习近平在人民大会堂出席中国国际友好大会暨中国人民对外友好协会成立60周
年纪念活动并发表重要讲话，“城市外交是城市或地方政府为了代表城市或地区和代表该地区的利益，在国际政治
舞台上发展与其它行为体的关系的制度和过程。强调要推进城市外交，大力开展国际友好城市工作，促进中外地方
交流，推动实现资源共享、优势互补、合作共赢”。赵汗青认为“城市外交”的定义是：在不违背国家主权、法律
和外交政策前提下，以维护国家总体利益，促进地方城市局部利益为目的，以地方政府为主体，以他国地方政府为
客体，引导本地经济社会实体参与，开展形式多元的与他国地方政府、经济社会实体、国际组织、外国友人之间的
非主权事务的交往活动（赵汗青，2010）。
综上所诉，“城市外交”的参与主体不是国家中央政府，而是地方政府。“城市外交”的范围则是中央政府下
放的权力下，展开的经济、社会、文化等方面的非主权实务。 目的是通过推动城市发展，维护城市利益等。因此，
我认为城市外交是以推动城市发展，维护城市利益为目的两国或者多国地方政府或者团体，在非主权实务的经济、
社会、文化等方面的交流活动。

2) 城市外交的类型
根据荷兰国际关系研究所将国际社会中个别城市们通过多种方式进行的活动，根据现实的情况具体分为了安
全，城市开发，经济，文化，姊妹城市，友好城市协议等六大类。安全方面是预防以及解决国际间矛盾，建立和平
以及对发展中国家的人道主义建设和紧急救助等国际社会的共同主题为基础的以国家为中心的传统式外交不同，而
是以新的方式来参与的外交活动。经济领域则是地方政府、城市企业等团体为了追寻自己的利益而展开的一系列经
济交流活动。文化领域是通过文化、艺术和学术等作为媒介来增进两个以及多个城市之间的理解，国际社会中为了
提升自己城市的形象，以及互相产生好感，是带有公共外交性质的外交活动。姊妹城市和友好城市之间协定则是两

고경민,2012)。

个城市通过合作或者构建一个网络，加入多边国际组织，从而参与的超越国境水平的交流活动（

根据荷兰国际关系研究所分的六个类型，笔者根据按照交流活动的目的，把城市外交分成了三个类型--国际友
好城市型、经济交流型、和平型。
第一，国际友好城市型。通过结为国际友好城市来在多方面领域进行合作与交流，一般有亲善交流，人文交流
等形式，从城市长期保持与他国城市的关系的层面来看，是城市外交中城市最重要的外交活动。例如，1996年开
始，韩国的光州广域市就和中国光州结为了友好城市，到现在为止已经在文化，艺术，人际交流等方面进行了交
流，并维持至今。
第二，经济交流型。城市为了获取自身利益，在全球化的竞争中，城市提高国际竞争力，直接并且积极参与的
外交活动。例如,北京城市外交为首都经济建设和社会发展创造了一个和平稳定的国际环境，利用建立的友好城市、
来访出访、外国驻华使领馆及我国驻外使领馆、外国企业和财团驻华代表处、外国常驻新闻记者等渠道，为北京市
各级单位部门创造了诸多对外交往机会。结合国家“走出去”的发展战略，从城市对外交往的角度，积极探索和鼓
励支持各种所有制经济走出国门，利用国外的资源和市场提升北京经济实力和社会发展水平。
第三，和平型。国家间的外交是以国家为中心的，为了减少对国家的弊害，城市直接参与外交，以国际社会的
和平与发展为目的，而展开的外交活动。这种活动常以各国城市参与国际组织的活动以及参加或者举办大型国际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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议为主。例如，北京2008年奥运会运动会吸引了各国优秀运动员前来参加，向他们展示了中国“有朋自远方来，不
亦乐乎”的豪情，让世界更了解了处于改革开放、不断发展的中国。

3) 城市外交的功能
城市外交在服务于城市国际化的过程中发挥了桥梁和纽带的功能。首先，弥补了全球化下全球治理的空白区
域。全球化的进程逐加快的同时，一些非国家行为体，尤其是是城市为代表的地方行为体与国际交往的活动越来越
多，开展城市外交已经成为国家外交活动中不可或缺的一部分。中国的城市外交已经成为中央政府总体外交的重要
组成部分，城市外交的针对性强、效率高、更为务实，发挥好城市的地缘经济、人才优势可以扩大国家总体外交的
地缘政治经济基础和外交的回旋余地，最终有利于国家整体利益的实现。
其次，城市外交增强了不同城市之间的了解和交往。友好城市通过双边或多边互动形式，加强了城市之间历史
文化、经济社会、宗教信仰的联系。当前，中央政府下放了大量的权利给城市政府，城市已经在经济、社会、文化
等“低级政治”方面开展了国际交往，通过人员往来、物流和信息流，加强对外国际交流活动，加深与外国地方政
府和国际组织的经济文化联系，提高城市的国际知名度和国际影响力，促进城市当局自身利益的实现。
最后，城市外交增强了城市软实力。城市多边外交活动以集体的力量代表城市在国际社会发声发力，提升了城
市与国家的对话能力。当前的城市外交主要集中于文化、经济领域，发展国际文化交流，是提升文化软实力的国家
战略之一。为解决城市和地方政府在全球化时代面临的种种挑战而建立的世界性组织逐渐增多，充分体现了城市外
交已经成为一种发展趋势，日益受到城市政府的重视。

3. 中国城市外交的发展与现状
1) 中国城市外交发展的背景
中国的外交权力集中于中央政府，地方政府的的对外活动，则大部分归于外事的范畴。改革开放的推进，中央
的权利也在逐渐向地方转移，使得地方政府开始逐渐参与到中央政府的对外决策、执行中央外事工作任务，还直接
参与到国际分工中，以较独立的身份，开展国际经济文化合作与交流的机会增多，从而逐渐成为国际体系中的一个
特殊行为体。由此，地方政府成为中国外交事务中的重要参与者，开始在外交事务中扮演重要角色，从而为城市外
交创造了广阔空间（杨毅，2015）。
从2009年胡锦涛同志在驻外使节大会上首次提出要加强公共外交，2012年11月8日，胡锦涛主席在中国共产党十
八大作政治报告时，首次明确提出“扎实推进公共外交和人文交流”的要求，这标志着在公共外交在我国已经提升
到了国家战略的高度。同时也证明中国中央政府已经开始重视地方政府的对外交流。
2014年5月，中国国家主席习近平在中国国际友好大会暨中国人民对外友好协会成立60周年纪念活动的讲话中，
将城市外交与民间外交、公共外交并举，提出要大力开展中国国际友好城市工作，促进中外地方政府交流，推动实
现资源共享、优势互补、合作共赢。这是习近平主席出任国家主席以来，第一次提出城市外交的概念。之后，习近
平主席也身体力行，在世界各地开启了中国文化全球公开课。为城市外交的开展发挥了重要的作用。
全球化的时代的背景下，中国的中央政府和各地方政府也开始逐渐开始注重在世界建立国家的良好形象，创造
友好的国际环境。中国政府采取的软实力外交政策，通过在互利为基础的经济合作，文化，教育以及参加多边国际
组织等方面，树立了良好的国家形象。例如：为化解邻国对中国崛起长远意图的担忧，中国政府提出了“睦邻外
交”,坚持与邻为善、以邻为伴的周边外交方针，奉行睦邻、安邻、富邻的周边外交政策。1997年是中国东亚外交实
现重大转变的标志性一年。在东南亚金融危机中，中国不仅给受害国提供了大量的金融援助，而且还坚持人民币不
贬值，受到了东亚邻国的极大欢迎。如今，中国已成为东盟、韩国和日本的首要贸易伙伴。2010年1月1日，中国-东
盟自由贸易区启动，推动了地区经济的一体化进程。为了增进与邻国间的互信，中国在东盟地区论坛中始终保持非
常积极和合作的角色。2002年11月双方还签署了《南海各方行为宣言》,促进了中国与东盟之间的相互信任。中国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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软实力攻势在文化交流方面更加明显。通过强有力的国际文化交流，更多的入境和出境旅游以及文化产品的全球分
布，中国已在许多东亚国家树立了良好的国家形象（王俊峰，2011）。

2) 中国城市外交的发展阶段
中国的城市外交是以建立国际友好城市开始的，国际友好城市的建立也为中国城市外交的发展奠定了实践的基
础。国际友好城市活动已成为中国同有关国家双边关系的重要组成部分，促进了中国同各国的交流合作，增进了中
国人民同各国人民的相互了解和友谊。本文将以每年结为国际友好城市的平均对数为依据，将中国城市外交的发展
分成为胎动期、探索期、发展期3个阶段。
1、城市外交的胎动期（1973-1978年）。
从表1是胎动期中国友好城市关系情况。表1中可以看出，中国从1973年到1978年之间一共与其他国家的6个城市
建立了友好城市关系。年平均结好数为1对。根据中国国际友好城市协会公布的资料中，1972年10月11日，日本神户
市市长宫崎辰雄率领一支日本青少年友好访华团，在北京体育馆与中国青少年比赛游泳。周恩来总理接见了这位来
自友好邻邦的市长。1973年，中国天津与日本神户缔结了第一对中外友好城市关系，开辟了中国地方政府对外交流
合作的重要渠道（祝鸣，2013）。
这时期的主要交流内容是以促进双方城市的友好为目的的交流。中国城市所缔结的友好城市对象主要是以发达
国家的城市为主。虽然这一时期城市交流没有特别活泼的进行，但是展开了中国友好城市缔结的序幕，为以后中国
城市外交奠定了坚实的基础。

* 资料来源：中国国际友好城市联合会

2、城市外交的探索期（1979-1991年）
自从改革开放以来，中国的国际友好城市活动步入了快速发展阶段。表2是探索期中国友好城市关系情况。通过
表2可以看出1979年到1991年13年之间中国的城市与他国的城市建立了377对友好关系。年平均结好数为30对以上。
这一时期的交流内容则是从单纯的友情交流，扩大到了经济交流，文化交流，教育，人才养成等方面的交流。缔结
友好城市的对象，由发达国家的城市扩大到了发展中国家的城市，但仍然以发达国家的城市为主。

* 资料来源：中国国际友好城市联合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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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边外交的登场，让外国的资金，技术和人才等方面的双方交流向多方面的交流发展。中国对外“走出去”和
“引进来”的战略，这里的“走出去”是指城市的对外官方或者民间交往中地方首脑“走出去”开展经济以及文化
的交流等方面的活动。但是，这一时期中国地方政府做得更多是接待国外中央或者地方首脑的访问的“引进来”活
动。以上海为例，改革开放后，外交功能发展迅速。1979年为顺应对外开放的需要，上海市外办作为地方党委的工
作机构、地方政府的职能部门在组织机构设置上正式设立了党宾处，是迄今为止在全国省脊外办中仍以党宾命名并
以党宾接待为主要工作的部门，负责中共中央对外联络部、中国国际交流协会、中国人民争取和平和裁军协会、中
共中央党校等部门和单位邀请的外宾来沪参观访问的接待工作；承办中共中央对外联络部及市委交办的事项；利用
外事接待的各种渠道和机会，为上海市经济建设和社会发展服务（赵可金，2014）。
3、城市外交的发展期（1992年-现在）
1992年3月作为中国人民对外友好协会的姐妹组织，积极推动中外城市及地方政府缔结友好城市关系，加强双方
在经济、科技、文化等方面的交流与合作，以发展国际友城、推动务实合作、奉行和平外交、服务地方发展为宗旨
的中国国际友好城市联合会，在北京成立了。随之，像北京，上海，广州等地方政府也陆续在当地成立了地方公共
外交协会，这标志着中国城市外交活动进入了和谐，统一，可持续发展的阶段。除此之外，1990年代开始中国实行
沿海地区的经济开放政策，开始促进吸引外资和城市间多样活动的展开。1999年中国的城市开始加入UCLG（世界城
市和地方政府组织）。2013年，习近平主席提出了“一带一路”战略构想，强调“欢迎沿线国家重要城市之间互结
友好城市”这意味着不仅仅是双边交流，中国的城市也开始参与多边交流。交流的层面也扩展到了开发，经济，文
化，人才培养与交流，教育等活动。城市交流的对象从欧洲，美国等发达国家的城市，扩大到了发展中国家的城
市，并且保持着年平均结好数量为70对的速度增加。这一时期中国也在实现着自身的城市化进程。这也促进了中国
城市外交进入全方位的发展。例如，2008年，中国的上海市人民政府发展研究中心发表了报告，提出大力发展与全
球城市相匹配的都市文化。上海未来要争取加入联合国“全球创意城市联盟”，这样就有可能吸引联合国全球创意
产业人才培训中心和规划中的创意产业市场中心落户上海，将创意产业提升为创意文化，并以此为核心构筑上海的
时尚文化，建成亚洲的创意文化和时尚之都，使城市更适合居住和更迷人。
据中国国际友好城市联合会统计（表3），自1973年开展友好城市活动以来，对外结好工作取得不断进展，到20
17年10月30日，中国有31个省、自治区、直辖市（不包括台湾省及港、澳特别行政区）和478个城市与五大洲135个
国家的513个省（州、县、大区、道等）和1607个城市建立了2470对友好城市（省州）关系。
综上所诉，可以看出中国城市外交作为中央政府总体外交的重要组成部分，是随着中国城市与外国友好城市关
系的缔结而起步的。第一，从友好城市缔结的层面来看，每年平均友好城市缔结对数，从初期的每年平均一对，发
展到了现如今的每年平均70对；第二，从友好城市交流的主要内容来看，从初期的以促进友好发展的友情建设，扩
大到了如今的安全，发展，经济，文化，人才培养等领域，可以预测未来的交流领域将会持续扩大；第三，缔结友
好城市的对象也由初期的欧洲，美国等发达国家的城市，扩展到了非洲等发展中国家的城市；第四，城市外交逐渐
从双边交流发展向多边交流。

资料来源：中国国际友好城市联合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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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北京城市外交实践
北京是中国的首都，也是中国的政治、文化中心，有各国的使馆，是中国与世界各国友好交流往来的重要门
户，进入21世纪后，北京的对外关系发展迅速，国际影响也随之扩大。2017年10月为止，北京已于世界的54个城市
建立了71对友好城市关系。其国际化程度和对外交往资源领先于全国，城市外交活力指数名列前茅，样本意义明
显，对我国沿海开放城市、边疆城市、内陆城市的对外交往具有重要的借鉴价值。

1) 北京城市外交的历史和现状
1、探索期（1949-1990年）
北京在这一时期主要是以访问临近国家或者友好国家的大城市为主，为新中国成立后的中央政府外交做了协助
的角色。这一时期北京人民政府外事办公室是北京外事工作的主导机构。（赵汗青，2012）但在建国初期，北京市
人民政府外事办公室的名称和职权几经改变才最终确定。1949年1月，北京外事机构称为“北平市人民政府外侨事务
处”；1950年10月，改名为“北京市人民政府外侨事务处”；1958年7月，改称“北京市人民政府外事处”；1967年
4月，市委设立市委外事小组，市人民委员会设立外事办公室(简称市外办)；1966年5月“文化大革命”开始后，市
委、市人委以及市外办受到严重冲击和破坏；1967年4月，北京市革命委员会设外事组；1976年7月，外事组改称外
事办公室；1979年12月北京市革命委员会外事办公室更名为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简称市外办)（贺耀芳，201
2 ）。
建国初期，北京市外事工作的中心任务是“坚持独立自主的和平外交政策，维护国家的独立和世界和平”。坚
持和平共处五项原则为核心的外交政策，与其他国家开始逐渐建立友好关系，北京也随之开始了与外国城市的交
往。这一时期，北京同苏联，东欧，南亚等临近国家的城市开始友好交往，其中也不乏一些自治团体。并且在1954
年接待了第一个印度加尔各答市长慕克带队的外国城市访问团。直到1979年3月，北京市才与日本东京都缔结成了友
好城市，这是北京第一个友好城市。
党的十一届三中全会的成功召开，是中国对外开放的程度逐步扩大，北京外事也开始根据党的章程，建立爱是
工作领导机构，完善了市外办的工作体系。直为顺应改革开放后基层单位外事工作逐渐增多这一局势的需要，北京
市外事工作基层管理机构开始建立。北京市各委办局开始设立外事机构。从20世纪80年代起，北京市外事工作较多
的市属局级单位，分别以外事办公室、外事处、外经处、对外联络处等为名称，开始设置专门外事机构，如北京市
教委，北京市科协等。（贺耀芳，2012）
2、发展期（1990-2012年）
1990年至2012年期间，北京市的外事工作也逐步开始完善其机构设置。改革开放的发展，让中国的国家综合实
力和国际竞争实力迅速上升，21世纪初，中国加入了世界贸易组织。20世纪90年代后期，北京经济职能越来越突
出，“首都经济”概念的提出开启了北京城市发展的战略性调整，这意味着北京在对外交往中也将关注经济发展和
城市建设。2005年，北京提出“世界城市”为自身城市的发展战略，制订并全力推进旨在推动本地经济社会发展的
国际化战略，国际活动得以蓬勃开展。
北京的城市外交在这一时期在发展战略研究方面取得了突破性的进展，先后发行和出台了《北京建设国际交往
中心研究》、《北京市外事工作五年(2003-2007)发展规划研究》、《关于进一步加强国际友好城市工作的若干意
见》、《北京市外事工作发展规划（2009年—2013年）》《首都国际语言环境建设工作规划（2009年—2013年）》
等文件。
同时，这一时期北京市大多数高等院校，特别是对外交流比较多的学校，也设立了专门的外事机构，主要承接
外事接待并负责外国留学生、外国教师和外国专家的管理工作。此外，北京在这一时期，也承办了国际数学大会，
中非合作论坛部长会议等大型会议，以及奥运会等大型国际体育赛事。
截止2012年4月，北京市已与世界五大洲42个国家的46个城市建立了市级友城关系。参与对外交流的不仅是北京
市政府，还有各区县政府以及民间团体组织，对外交流的领域从传统的文化、体育、教育、经贸逐渐扩大到环境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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护、市政管理、城市交通、社会福利等领域.可以看出，这一时期北京市充分利用了自己独特的优势，对外交往活动
频繁，改善了国际环境，也促进了自己的城市国际化的发展。
3、全盛期（2012-现在）
随着北京外交体系的进一步完善，现在基本形成了布局合理的城市对外交往网络体系。特别是2012年中共十八
大之后，北京城市的发展战略核心定位为“国际交往中心”，2013年，习近平主席又提出了“一带一路”国家外交
战略，同时与北京有关的还有京津冀协同发展的国家战略，这一系列战略的实施，让北京的对外活动急剧增加，承
办的国际活动也逐渐增多，促进了北京地方经济发展的同时也服务了国家总体外交。

2) 北京城市外交的类型
1、国际友好城市
北京的城市外交主要以国际友好城市缔结的协约的形式开展双边或者多方的交流。北京市政府积极开展对外交
往，截止到2017年10月为止，北京已于世界的54个城市建立了71对友好城市关系。表4是北京建立友好城市关系表。
从表中可以看出，北京市在1979年3月与日本东京都建立了第一个国际友好城市关系。这有利于北京对外开放，扩大
北京在世界各国的知名度。
<表4> 北京建立友好城市关系表（1979年-至今）
外方城市

国别

结好时间

外方城市

国别

结好时间

东京都

日本

纽约市
贝尔格莱德市

美国
塞尔维亚

1979/3/14

惠灵顿市

新西兰

2006/5/10

1980/2/25
1980/10/14

赫尔辛基市
阿斯塔纳市

芬兰
哈萨克斯坦

2006/7/14
2006/11/16

利马市

秘鲁

1983/11/21

特拉维夫-雅法市

以色列

2006/11/21

华盛顿市
马德里市

美国
西班牙

1984/5/15
1985/9/16

首都大区
里斯本市

智利
葡萄牙

2007/8/6
2007/10/22

里约热内卢市

巴西

1986/11/24

地拉那市

阿尔巴尼亚

2008/3/21

巴黎大区
科隆市

法国
德国

1987/7/2
1987/9/14

多哈市
圣何塞市

卡塔尔
哥斯达黎加

2008/6/23
2009/10/17

安卡拉市

土耳其

1990/6/20

墨西哥城

墨西哥

2009/10/19

开罗市
雅加达特区

埃及
印度尼西亚

1990/10/28
1992/8/4

都柏林市
哥本哈根市

爱尔兰
丹麦

2011/6/2
2012/6/26

伊斯兰堡市

巴基斯坦

1992/10/8

新南威尔士州

澳大利亚

2012/8/3

曼谷市
布宜诺斯艾利斯市

泰国
阿根廷

1993/5/26
1993/7/13

德里邦
德黑兰

印度
伊朗

2013/10/23
2014/2/27

首尔特别市

韩国

1993/10/23

乌兰巴托市

蒙古

2014/8/17

基辅市
柏林市

乌克兰
德国

1993/12/13
1994/4/5

万象市
布拉格市

老挝
捷克

2015/4/24
2016/3/29

布鲁塞尔首都大区

比利时

1994/9/22

明斯克市

白俄罗斯

2016/4/26

河内市
阿姆斯特丹市

越南
荷兰

1994/10/6
1994/10/27

罗德里格斯市
胡鲁努伊区

阿根廷
新西兰

2014/9/20
2016/7/6

莫斯科市

俄罗斯

1995/5/16

新安郡

韩国

2016/4/8

巴黎市
罗马市

法国
意大利

1997/10/24
1998/5/28

东京都新宿区
首尔特别市钟路区

日本
韩国

1997/5/22
2003/11/6

豪登省

南非

1998/12/6

维也纳市第九区

奥地利

2007/9/18

渥太华市
首都地区

加拿大
澳大利亚

1999/10/18
2000/9/14

东京都葛饰区
伊那市

日本
日本

1992/5/25
1994/11/22

马德里自治区

西班牙

2005/1/17

首尔特别市九老区

韩国

2002/4/8

雅典市
布达佩斯市

希腊
匈牙利

2005/5/10
2005/6/16

亚默湾市
奥西奥拉郡

丹麦
美国

2014/10/27
2015/10/12

布加勒斯特市

罗马尼亚

2005/6/21

圣康坦市

法国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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哈瓦那市

古巴

2005/9/24

斯皮什新村市

斯洛伐克

2016/7/27

马尼拉市

菲律宾

2005/11/14

东京都中野区

日本

1986/9/5

伦敦市
亚的斯亚贝巴市

英国
埃塞俄比亚

2006/4/10
2006/4/17

帕萨迪那市
丽浪多市

美国
美国

1999/10/15
2008/3/21

北京市多次成功举办北京国际友好城市市长会议。北京市实现了《北京市外事工作发展规划》(2004—2008)确
定的任务和目标，在东南亚、中东地区和南北美洲、欧洲、非洲的友好城市网络得到拓展。北京市从1979年开始与
世界各国重要城市或首都结为友好城市，之后友城工作蓬勃开展，基本上形成了布局合理的网络体系。北京的友城
工作不仅在配合国家总体外交方面做出了积极努力，而且已经成为北京市对外交往的主要渠道（赵汗青，2012）。
例如，北京的海淀区通过与友城的交往，推动了自身社会、经济、教育、文化、体育事业的发展。在文体教育
领域：海淀区与日本练马区在人才培养方面形成了良好的互动传统，海淀区从1993年至2009年先后派遣了十二批80
人次的研修生赴练马区学习。2011年4月练马区向海淀区十一学校赠送了一批日文图书，派遣了第15

届区民亲善访

问团来海淀参观访问，为“2012海淀-练马”结好二十周年庆典活动开展前期交流。同年10月，日本福岛市市长带领
学生访华团与海淀区进行青少年友好交流。海淀区与欧洲英国伦敦哈克尼区就“后奥运”主题开展国际交流，2010
年、2011年都组织海淀区教育代表团赴哈访问，促进两国、两市的教育文化交融。在经济领域：2011年9月海淀区与
阿根廷拉法尔达市通过卓有成效的会谈，实现了“海淀-拉法尔达”节能灯、风能发电等项目的落地，带动海淀区相
关领域经济发展（赵汗青，2012）。
2、经济交流型
<表5>是北京地区1990年到2015年的对外贸易指数表。从图表中可以出北京对外贸易的指数一直持持续增长的趋
势。改革开放之后，一批跨国企业开始在北京投资，有力的带动了北京对外贸易经济的发展。根据北京统计局公示
的《2015北京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公布》来看，2015年的全年北京地区进出口总值3195.9亿美元，其中出口546.7
亿美元，进口2649.2亿美元。全年合同外资323.8亿美元，实际利用外资130亿美元，增长43.8%。其中，金融业占5
6.4%，批发和零售业占18.6%，科学研究、技术服务和地质勘查业占7.6%，租赁和商务服务业占5.5%，制造业占4.
6%，信息传输、计算机服务和软件业占3.7%。全年境外投资中方实际投资额95.55亿美元。对外承包工程完成营业额
35.5亿美元。对外劳务合作人员实际收入16012万美元，增长1倍。旅游方面看的话北京市全年接待入境旅游者420万
人次，其中，外国人357.6万人次；港、澳、台同胞62.4万人次。旅游外汇收入46亿美元。

* 资料来源：北京市统计局-《2015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例如：2011年在北京市召开的“国际技术转移协作网络”大会，是由北京组织并召开的国际技术转移大会，此
次大会中促成中外合作协议26项，吸引力西班牙技术与创新联盟等10余家机构落地北京。市领导出访欧洲期间，北
京市分别在阿姆斯特丹市、都柏林市举办“北京-国际会展聚集之都”推介会，促成市商务委、市贸促会以及北京银
行与外方签署合作协议。市领导出访肯尼亚、南非期间，北汽福田公司中非生产基地投产，福田轻卡在南非上市
等。都是通过领导出访，来推动大型外资项目落户北京的。

359

ㆍ

東亞大學校 孔子學院 大韓中國學會

2017年度 秋季 國際學術大會 (2017.11.25.)

3、和平型
随着北京市城市国际影响力的扩大，在北京举办的国际会议越来越多，同时，北京也被很多大型的国际会议邀
请，北京依靠参与参加多边国际组织和参加或者举办这样的国际会议，来达到促进世界和平和谐发展的目标。根据I
CCA发布的《2016国际化市场分析报告书》，北京2016年一年之间举办了113次国际型会议，比2015年多了18次。北
京市从2001年到2016年举办会议的次数年平均94次，每年以16.4%的速度在增加。
参加多边国际组织也是北京市城市外交发展的一个标志，北京的首都国际化水平他提高的同时，也开始参与国
际性城市国际组织，开展城市的对外交流活动。比如：2006年10月，北京加入UCLG,成为了其中的一员。2007年北京
市又被选为UCLG世界理事会和执行局成员。到了2001年北京市被UCLG接纳为城市交通委员会成员。北京市在国际上
既维护了国家的尊严，首都形象，又维护了社会稳定。

3) 北京城市外交的功能
北京是中国的首都，拥有1600万人口，北京的城市外交的动向一直受到国内外的关注。
首先，北京政府的城市外交弥补了中国的中央政府在国际上外交上的空白。北京市的外交一直以来都是在中央
政府的授意下进行的。北京市政府再国际上活动的资格并不是有主权性的。北京市的对外行为都是实现国家利益的
重要补充，也是对中央总体外交的补充。
其次，北京政府通过发展城市外交，可以提高自身的能力。北京是中国的政治，经济，文化中心，这相对于其
他城市来说有更好的发展资源和空间，对发展自身的文化，经济都有很大的帮助。北京市政府通过参与国际合作的
方式促进本地方经济、社会等各个方面的发展和进步。这些行为在一定程度上实现了北京市的公共利益,北京可以发
挥自己的首都优势，通过国际社会促进城市利益的实现。
最后，北京的城市外交为中国其他城市的城市外交发展起了带头作用。北京作为中国的首都，是中国的特大城
市，他的定位和发展规划一直都受到了各界的关注，不仅是国际，在国内也是其他各城市在城市外交上的领头羊。2
008年的奥运会举办后，极大地提升了城市综合竞争力和世界影响力。通过加强对外交往和对外开放程度，提高了北
京的国际化程度，建设了良好的外资投资环境，吸引外来投资等方式，同时也以友好城市，举办国际会议，出访来
访等渠道来提升自己国际影响力的方式也值得其他城市学习。

5. 结论
全球化的国际大背景下，发展城市外交已经成为一种普遍的交流方式。开展城市外交，有利于城市国际化程度
加深，加深与他国城市的交流合作，不仅能促进城市本身的发展，也可以增加城市在国际的影响力。
中国的城市外交开始于友好城市的缔结，中国的城市外交是城市地方政府在中央政府的总体外交下进行的，总
体外交的方向决定了城市外交的方向，城市外交始终与中央的总体外交的步伐一致。城市外交作为国家总体外交的
一个重要组成部分，城市外交必须服务于中央总体外交，弥补国家在全球治理的空白。城市外交也包括政治、经
济、文化，军事、科技、民间等多个领域的交流。
总体来看的话，中国的城市外交的基本形式分为促进双方友好的的国际友好城市、以经济发展为目的的经济交
流型、以及以维持国际安全，促进和平为目的的交流型。国国际友好城市的交流主要是通过文化交流，科技交流，
人才交流等多种领域的交流而展开的长期性友好交流活动。发展经济型城市外交不仅可以促进城市的经济发展，也
可以提升城市的国际化水平。同时，近年来，通过参加多边国际组织促进世界和平的交流也越来越多。参加多边国
际组织有助于促进国际社会的和谐发展。
北京作为中国的首都，城市外交处于中国前沿地位，从新中国成立到现在，北京的政府外交职能逐渐扩大，同
时北京市也立足于建设自身经济，城市发展的需要开展了城市的国际交流活动。发展“首都经济”的城市发展目标
的确定，使得北京更加对外工作，随之，设立的“世界城市”城市发展目标，也为北京市政府在对外政策上提供了
新的思路和经验。这既可以促进北京自身外交的发展，也是坚持中央政府外交总战略的表现。北京市政府通过大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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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设涉外环境，通过参加或举办国际大型会议，通过参加多边国际组织等方式进一步发展了北京对外的交往，又提
高了北京在国际的影响力。北京城市外交的发展同时也为中国其他发展城市外交的城市起到了领头羊的作用。
总体来说，北京的市政府是在中央政府的指导下，开展的外交工作，北京市政府在对外交往中是非主权性，政
府性，还带有地方性的色彩，对中央的对外工作中，一直起着补白的作用。但是，北京的外交目前集中于经济社会
和文化等领域，相对于国外其他大型城市，北京与国际社会的接触还是处于比较低的水平，北京趁着建设”世界城
市“的机遇，开展更多对外交往的活动，从而增强北京与国际交往的能力，同时也要加强非政府组织的交往能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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