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분과】
중국문화, 철학, 경제

【제4분과】 중국문화, 철학, 경제

范子眞의 신멸론 사상의 가치와 영향에 대한 연구5)
조원일*6)
▷目 次◁

1. 序 言
2. 신멸사상의 연원에 대한 고찰
3. 신멸론의 가치와 영향
4. 범자진의 신과 서양의 영혼에 대한 비교
5. 結 語

1. 序 言
중국 남북조시대에 사상계를 뜨겁게 달궜던 신멸론과 신불멸론에 대한 논쟁의 정점에 있었던 범자진은 남
조의 세 왕조를 거치는 시기를 살아갔던 당대의 유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범자진은 중국 전통의
유학사상의 관점에서 외래 종교이자 사상이었던 불교의 다양한 이론체계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하여 「신멸
론」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저를 세상에 내놓게 된다. 범자진의 「신멸론」이 세상에 나오게 되자 당시 남조
양나라의 황제였던 무제는 친히 대규모의 불교계 인사들을 동원하여 범자진의 「신멸론」주장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것을 명령한다. 이때 다양한 신분의 인사들이 논전에 참가했는데 그 수효가 육십 여명이
넘었다고 사서는 기록하고 있다. 황제로부터 당시의 사회적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승려나 명사 및 정치인들이
신멸ㆍ신불멸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렇듯 당시 일세를 풍미했던 신멸ㆍ신불멸 논쟁은 주로 당시 불교의 교리에 대하여 중국 전통사상의 입장
에서 허황됨을 지적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불교계 인사들이 주창했던 불교의 교리는 윤회론과 인과응보
론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당시 불교의 교리에서는 윤회의 전제 조건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의 영혼의
존재를 신봉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내던 전통사상가들의 공격의 핵심은 영혼이
란 소멸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맞춰져 있었다. 전통사상가들은 인간의 육체가 죽으면 곧 영혼도 소멸되는 것이
라고 여겼기 때문에 당시 불교의 주요한 교리인 윤회론의 부당성을 공격하면서 불교 이론체계의 허황됨을 질
타하였다. 그렇지만 불교 측 사상가들은 육체가 죽더라도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하면서 불멸하
는 영혼은 바로 윤회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와 같이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혼이 사라지
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는 불교가 당시의 중국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명운이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쟁론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중국 남북조시대 범자진의 신멸론 사상의 가치와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비교적 많
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원일의 「범자진의 신멸론 사상에 대한 연구」의 경우 범자진이야말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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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남조시대의 배불사상가로서 가장 강력하고 체계적인 측면에서 불교의 교리에 대하여 비판을 전개했으며,
그가 자연과학적 측면과 전통사상 측면에서 불교의 인과응보와 신불멸론 사상에 대하여 공격을 진행했다고
보았다. 특히 범자진의 비유의 형식을 통한 비판은 이전의 사상가들과 차별화 된 점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조원일의 「육조시기 사상가들의 육체와 영혼의 관념에 대한 개략적 고찰」의 경우 중국 육조시대 육체와 영
혼의 관계 문제에 대하여 위진시기와 남북조시기를 중심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석 검토를 진행했다고 판
단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 외에도 불교계 연구자들의 관련 연구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조시
대 범자진의 신멸론에 대하여 그것의 가치와 영향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분석을 진행한 연구는 찾아보기 드문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범자진의 신멸론 사상의 가치와 영향에 대하여 신멸사상
의 연원과 신멸론 가치 및 영향 그리고 서양 기독교 전통의 영혼과 범자진의 신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논
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2. 신멸사상의 연원에 대한 고찰
고대 중국에서 신멸론과 신불멸론이 공개적으로 충돌이 발생한 시점은 대략 양한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양한시기는 천인감응설과 참위설 등과 같은 미신이 일세를 풍미하고 있을 만큼 성행하고 있었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천인감응설과 참위설을 신봉하던 학자들은 군권신수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
학목적론과 참위신학을 주창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는 신불멸론을 대대적으
로 유포시켰다. 당시의 학자들 예를 들자면 환담桓譚이나 왕충 등과 같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신멸론 주장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래서 신멸론과 신불멸론의 충돌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범자진 이전의 학자들이 신멸론을 논증할 때에 주로 사용한 이론은 정기설精氣說인데, 이러한 정기설은
『관자管子』의 「심술心術」ㆍ「백심白心」ㆍ「내업內業」편 등에서 가장 먼저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몇 편의 문장에서는 정기로 사람의 정신활동과 생명현상을 해석하여, 정신을 매우 정교하고 미세한 기氣로 간
주한다.
무릇 사람이 생겨나는 것은 하늘에서 그것의 정기를 낳고, 대지에서 그것의 형체가 만들어 지는 것이니,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합쳐지면 생겨나는 것이고 합쳐지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1)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은 정신과 형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이다. 여기에서의 정신은 곧 정기이며, 이러한 정기가 형체와 결합하게 되면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결합하
지 않게 되면 생명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설은 육체와 정신의 관계에 대하여 해석을 할 때 육체와
정신의 본질적인 한계에 대한 정확한 구별이 없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을 병렬시켜서 사람의 정신현상을 실질
적으로 생명력을 갖춘 생명요소 혹 정신요소로 간주하게 되어, 육체와 정신은 평형한 것이라고 하는 이원론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양한시기의 학자들은 이러한 학설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한편 이러한 점을 근거로 신멸론을 논증했다.
혼탁하고 잡다한 기는 금수와 곤충이 되었고 맑고 깨끗한 정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사람의 육체는 땅에 있는 것이다. 사람이 죽어서 그 정신은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고 육체는
땅의 뿌리로 돌아갈 때, 어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겠는가?2)
1) 『管子』, 「內業」, “凡人之生也, 天出其精, 地出其形, 合此以爲人: 合乃生, 不合不生.”
2) 『淮南子』, 「精神訓」, “煩氣爲蟲, 精氣爲人. 是故精神, 天之有也; 而骨骸者, 地之有也. 精神入其門, 而骨骸反其根, 我尚
何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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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충 역시 비슷한 논리로 언급했는데, 왕충의 논리는 회남자의 논리에 비해 진일보한 점을 찾아 볼 수 있
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은 정기를 받았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다. 죽으면 정기도 소멸된다. 정기를 만들 수 있는 곳은 혈맥이다.
사람이 죽으면 혈맥이 고갈되며, 혈맥이 고갈되면 정기도 소멸된다. 소멸되면 형체가 썩고, 썩으면 재나 흙으로 변
한다. 귀신으로 변하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 없다. 눈과 귀가 없다면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맹인과 벙어리는 초
목에 비유된다. 정기의 소멸이 귀나 눈이 없는 정도에 비교될 수는 없다. 썩으면 쇠퇴해서 없어지고 홀연히 보이
지 않으므로 귀신이라 여긴다. 그러나 귀신은 죽은 사람의 정신이 변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귀신이란 홀연히 보
이지 않게 되어 붙은 이름이다. 사람이 죽으면 정신은 승천하고 시체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귀鬼로 여긴다.
귀는 돌아간다는 뜻인 귀歸와 같다. 신神은 홀연히 형체가 없어진다는 뜻이다.……사람은 신기의 작용으로 생명을
얻지만, 죽어도 다시 신기로 되돌아간다.……양기로 인해 생명을 얻는 일은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일과 같다. 물이
응결되면 얼음으로 변하듯이, 양기가 응결되면 사람으로 변한다. 얼음이 녹으면 물로 변하듯이, 사람은 죽으면 원
래 양기로 되돌아간다. 신이라는 이름은 얼음이 녹은 뒤 물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과 마찬가지다.3)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볼 수 있듯이, 양한시기의 학자들은 단지 사람이 죽으면 지각이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만을 설명했을 뿐, 사람이 죽은 후에 정신은 소멸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을 할 수가 없
었던 것이다.
위진魏晉시기에 이르러 중국철학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즉 하안何晏이나 왕필王弼 등이
현학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이들은 양한시기의 원기元氣학설을 기반으로 한 우주생성론에 관한 담론을 유
有ㆍ무無ㆍ본本ㆍ말末의 문제로 집약되는 본체론의 담론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즉 이들은 현상세계 배후의 근
거와 이러한 근거와 현상세계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탐구했던 것이다. 특히 왕필의 경우 천차만별
의 현상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은 그것들의 배후에 통일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근거는 어
떤 특정한 구체적인 존재물이 아닌 것으로 언어와 형상을 초월한 무無인 것이다. 이러한 무와 만유萬有 간의
관계는 무가 만유를 결정하고 만유는 무를 체현해낸다는 것이다. 이처럼 왕필의 사상에서와 같이 볼 수 있듯
이 위진현학의 세계에 대한 인식은 양한의 경학 보다 훨씬 더 심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학은 현상세
계에 대한 이해의 불만족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현상세계의 배후에 있는 본체의 파악을 통하여 인식하고
자 했던 것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학설은 이미 양한시기를 뛰어넘어 추상적 사유의 단계로 상승한 것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사람들의 사유능력의 진보를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사유능력의 진보는 사
람들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위진시대 이래 저명한 불교도들은 저마다 이러한 새로운 이론을 이
용하였는데, 즉 그들은 현학과 불교를 결합하여 본체론의 측면에서 신불멸론을 논증했던 것이다. 예를 들자면
동진시기의 명승 혜원慧遠의 경우가 그러하다.
저 정신이란 무엇인가? 정미함이 극치에 달하여 영묘한 작용을 가지게 된 것이다. 정미함의 극치이므로, 역의
괘상으로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성인은 ‘영묘한 사물’이라고 말한다. 최상의 지혜로운 자라도 그 바탕을 정하고
그 심오한 취지를 궁구하여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귀하는 상식적인 입장에서 의심을 품고 제멋대로 혼란함을 일
으키고 있는데, 이것은 기만하여도 너무 심한 것이다. 정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가능한 중에도 서로 비슷하게 표현해 보려고 한다. 정신은 모든 변화에 자유롭게 대응
하면서 취할 것이 없고, 더할 수 없이 영묘하여 말로 형언할 수 없다. 사물에 감응하면서 작용하고, 이수에 의거하
여 운행한다. 사물에 감응하지만 사물 자체는 아니므로 사물로 변화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이수로 나타나지만
이수 그 자체는 아니므로 이수가 다하더라도 끝까지 다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인간은 감정이 있으므로 외물에 따라
느끼는 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의식이 있으므로 이수에 따라 대상을 유추할 수 있다. 이수에는 정밀함과 조잡함
3) 『論衡』, 「論死」, “人之所以生者, 精氣也, 死而精氣滅. 能為精氣者, 血脈也. 人死血脈竭, 竭而精氣滅, 滅而形體朽, 朽而
成灰土, 何用為鬼? 人無耳目, 則無所知, 故聾盲之人, 比於草木. 夫精氣去人, 豈徒與無耳目同哉? 朽則消亡, 荒忽不見, 故
謂之鬼神. 人見鬼神之形, 故非死人之精也. 何則? 鬼神, 荒忽不見之名也. 人死精神升天, 骸骨歸土, 故謂之鬼. 鬼者, 歸也;
神者, 荒忽無形者也.……人用神氣生, 其死復歸神氣.……氣之生人, 猶水之為冰也. 水凝為冰, 氣凝為人; 冰釋為水, 人死復
神. 其名為神也, 猶冰釋更名水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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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수의 성질도 각각 다르고, 지혜에는 명암의 차이가 있으므로 지혜의 작용도 같지 않다. 이
러한 점에서 추론해 볼 때, 만물의 변화는 정의 작용에 의하여 생겨나고, 정신은 만물의 변화에 따라 전해져 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정은 만물의 변화의 어머니이고, 정신은 정의 뿌리이다. 정에는 사물과 만나는 이법이 있
고, 정신에는 은미한 가운데 전이해 가는 공적이 있다. 다만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근본으로 되돌아가지만, 이
치에 미혹한 사람은 사물을 그대로 쫓아갈 뿐이다.4)

위의 인용문에서 혜원의 이론과 왕필의 귀무론貴無論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
다. 혜원은 신神이 물질적 성질을 지닌 정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괘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혹은 “성인의 지
혜로도 확정할 수 없는” 영묘한 사물이라고 생각했다. 신神은 구체적인 존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만물
과 더불어 공생하거나 공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신神은 인간의 정情이 아닌 것으로 인간 성정性情의
근본이고 이러한 성정은 또 만물변화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神은 세계 전체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혜원의 이와 같은 신神을 세계의 근본으로 삼는 본체론은 이전의 사상가들에 비해 한결 더 정치하고 강력한
신멸론이 되었던 것이다. 그가 신멸론을 논증하기 위하여 운용한 이론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철학이론이었기 때문에 신멸론의 반격을 받기는 쉽지가 않았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과 정반대로 범자진 이전의 신멸론자들은 철학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양한시기의 우주생성
론에 매몰되어 있었다. 그들은 고대의 “하늘에서 그것의 정기를 낳고, 대지에서 그것의 형체가 만들어 지는
것”라고 하는 것과 같은 원기학설과 케케묵은 “땔나무와 불의 비유”와 같은 것들로 신불멸론자와 논쟁을 벌
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후외려侯外廬가 “위진 이래의 사족들은 명리교양에서 가장 우선에 두었던 것은
『노자』ㆍ『장자』와 서로 결합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불교와 결합한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종교미신ㆍ
신학과 현학의 방법론이었다.”5)라고 지적한 것에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범자진 이전의 명리교양
을 갖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대부분이 불교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표방하지 않았으며, 불교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견지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명리교양이 결핍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예를 들자면 하승천의 배불저작과
불교도의 변론 문헌을 서로 비교해보면 쌍방 간의 세계관과 방법론 교양 사이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
다.
남조시기 제나라와 양나라시기에 범자진은 단번에 과거의 신불멸론이 철학적 사유 측면에 있어서 신멸론의
우위에 있었던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린다. 범자진은 뛰어나고 풍부한 학문적 자질과 정확한 이론분석을 통하
여 신불멸론에 비하여 더욱 심오한 사유방법과 철학이론으로 신멸론과 신불멸론 사이의 논쟁에 새로운 국면
을 열었던 것이다. 즉 범자진은 형신形神관계에 대한 논증에 있어서 이전 사상가들의 “땔나무와 불의 비유”와
같은 사유방식을 초월해서 더욱 풍부한 자연물 소재를 활용하여, 자연현상에 대하여 더욱 광범위하고 훨씬 구
체적인 관찰능력과 인식능력을 표출했던 것이다.
범자진은 한편으로는 명확하게 즉한다와 다름이라고 하는 범주를 이용하여 당시 신멸론과 신불멸론을 주장
하며 논쟁하는 두 진영의 대립된 명제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분명하게 “정신이 곧 육체이고, 육체가 곧 정신
이다”6)라고 하는 “형신은 서로 즉한다”라고 하는 명제로 “형신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신불멸론의 명제를
반대한다. 범자진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육체가 존재하면 정신도 따라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육체가 죽게
되면 정신도 소멸되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범자진은 불
교도의 무지無知의 형체와 유지有知의 정신을 분할하는 이론에 대하여, 보다 진일보한 본질과 작용이라고 하
는 범주를 내놓는데, 이러한 본질과 작용은 분할할 수 없다고 하는 이론은 “형신은 서로 즉한다”라고 형신관
계에 대하여 더욱 분명한 해석을 마련하는 전기가 된다.
4) 『弘明集』, 「沙門不敬王者論」, “夫神者何耶? 精極而爲靈者也, 精極則非卦象之所圖. 故聖人以妙物而爲言, 雖有上智, 猶
不能定其體狀, 窮其幽致, 而談者以常識生疑, 多同自亂, 其爲誣也, 亦已深矣. 將欲言之, 是乃言夫不可言. 今於不可言之中,
復相與而依俙. 神也者, 圓應無主, 妙盡無名, 感物而動, 假數而行, 感物而非物. 故物化而不滅, 假數而非數. 故數盡而不窮,
有情則可以物感. 有識則可以數求, 數有精麁. 故其性各異, 智有明闇. 故其照不同, 推此而論, 則知化以情感, 神以化傳, 情爲
化之母, 神爲情之根. 情有會初之道, 神有冥移之功, 但悟徹者反本, 惑理者逐物耳.”
5) 侯外廬, 『中國思想通史』 卷三, 北京, 人民出版社, 1985년, 374쪽 참조.
6) 『弘明集』, 「難神滅論」, “神卽形也, 形卽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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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는 정신의 본질이며, 정신은 육체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육체는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정신은 작용을 가리
킨다. 육체와 정신은 서로 다르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7)

위의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육체와 정신의 상호의존 관계 가운데 이 둘은 평등하고 대등한 것이 아니라 육
체가 기초가 되는 것이고 정신은 곧 육체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정신의
생성과 소멸은 육체의 존재함과 사멸됨에 따라서 전이된다고 하는 것이다.
범자진은 사람의 육체를 정신현상이 의존하는 실체로 보았으며, 정신현상을 육체 자체의 작용으로 보아서
실체와 그 작용이라고 하는 관계로 “형신은 서로 즉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 이러한 것은 “육체가 존재
하면 정신도 따라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육체가 죽게 되면 정신도 소멸되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더욱 풍부한 설득력을 실어주게 된다.
정신은 본래 성질이 아니며, 육체는 본래 작용이 아니라서 둘이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
는가?8)

위의 신불멸론자의 반박에 대한 범자진의 답변은 바로 “정신과 육체라는 명칭은 다르지만 본체는 동일하다
는 것이다.”9)와 같은 것이었다. 육체와 정신, 본질과 작용이라고 하는 명칭은 비록 다르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는 불가분의 통일체인 것이다. 이어서 범자진은 칼날과 날카로움의 비유를 들어서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 설명
을 했다.
정신과 성질의 관계는 날카로움과 칼날의 관계와 같으며, 육체와 작용의 관계는 칼날과 날카로움의 관계와 같
다. 날카로움이라는 이름이 칼날이 아니고, 칼날이라는 명칭이 날카로움은 아니다. 그러나 날카로움을 버리고는 칼
날이 없으며, 칼날을 버리고는 날카로움은 없다. 칼날이 없어지고 날카로움이 남는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는데, 어
찌 육체가 사망했는데 정신이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겠단 말인가?10)

범자진은 이러한 본질과 작용의 통일체라고 하는 이론을 통하여 이전의 신멸론자들의 이론상의 간극 점을
극복하여, 가장 먼저 육체와 정신 사이에 의존적 관계와 구별과 대립 통일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혔
으며, 이로부터 형신일원론形神一元論의 체계를 수립하여 더욱 강력하게 신불멸론의 육제와 정신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하는 입론의 근거에 타격을 가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범자진의 신멸론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보면
지식론 측면의 오류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의 오류는 마음을 사유의 중심으로 간주한 것으
로, 이는 현대의 과학지식에서 본다면 커다란 오류로서 의식이나 사유 활동의 중심이 되는 기관은 바로 두뇌
인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아마도 과학적 지식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적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범자진의 형신사상은 중국의 형신사상 발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범자진은 중국 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안신입명安身立命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지 않
았기 때문에 그의 학설이 후세에 전해지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충분히 반추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신멸론의 가치와 영향
범자진의 신멸론은 중국 형신사상의 발전사에 있어서 공헌은 바로 선진시기부터 양한시기에 이르는 기간
7) 『弘明集』, 「難神滅論」, “形者神之質, 神者形之用; 是則形稱其質, 神言其用; 形之與神, 不得相異也.”
8) 『弘明集』, 「難神滅論」, “神故非質, 形故非用, 不得爲異, 其義安在?”
9) 『弘明集』, 「難神滅論」, “名殊而體一也.”
10) 『弘明集』, 「難神滅論」, “神之於質, 神之於質, 猶利之於刀; 形之於用, 猶刀之於利; 利之名非刀也, 刀之名非利也. 然而
捨利無刀, 捨刀無利. 未聞刀沒而利存, 豈容形亡而神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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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학자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형신관계에 대한 문제에서 내재되어 있었던 이원론二元論적
경향의 철저하지 못한 점을 극복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관자의 정기설이나 순자의 “형체가 갖춰진 후에
정신이 생겨난다”고 하는 이론, 환담의 “사람의 죽음은 촛불이 소멸된다”고 하는 주장, 왕충의 “정기는 반드시
형체에 의해서 지각한다.”11)고 하는 주장 등과 같은 것들이다. 범자진은 이와 같은 고대의 사상가들의 학술이
론을 기반으로 하여 더욱 발전된 형태의 이론체계를 구축했는데, 바로 육체와 정신을 “정신과 육체라는 명칭
은 다르지만 본체는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형신 양자의 관계를 본질과 작용의 관계 즉 육
체가 본질이 되고 정신이 작용이 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육체와 정신은 서로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
았다. 이러한 범자진의 이론은 이전 사람들이 형신관계에 대한 해석에서 보여줬던 이론적 측면의 약점을 보완
해 줄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형신일원론을 굳건하게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범자진은 신불멸론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서 전개된 논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신은 단지 모종
의 특정한 형체(인간 본질)의 특수한 작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천명했다. 아울러 범자진은 인간의
다양한 각종 정신현상은 일반적인 감각에서부터 사유작용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일정한 생리기관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당시 불교신봉자들이 생각했던 정신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의 활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과 동시에 어떠한
형체(생리기관)에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는 관점에 대한 결정적인 반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범자진의 이러한 인간의 정신현상에 대한 해석은 신불멸론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즉 범자진은 인간을 단지 추상적이면서 생명이 있는 형체로만 간주하여, 그것의 모든 속성은
모두가 각기 다른 생리체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범자진은 사
람에게는 성인과 일반인의 구별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외모나 내장기관의 형태가 일반
인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즉 성인에게는 성스러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성인의 정신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일반인에게는 일반적인 육체만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일반인의 정신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범자
진은 생각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범자진은 사람들의 총명함이나 뛰어난 지혜와 자질이 같지 않은 것을 그저
간단하게 하늘이 부여한 형체나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귀결해버렸는데, 이는 왕충의 「골상骨相」편에서
언급된 기본사상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범자진의 이러한 이론적 측면의 오류는 당시 인식론 발
전의 시대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당시의 과학적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볼 수 있듯이 범자진은 중국 형신사상 발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사상가 가
운데의 한사람으로서, 그가 수립한 이론체계는 형신관계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형신관계 문제에 대한 공헌은 중국철학사에서 최고봉의 지위에 올려놓아도 전혀 무리가 아닐 것이
라고 판단한다. 범자진의 형신관계 문제에 대한 공헌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범자진은 중국철학사에서 가장 먼저 “육체와 정신은 서로 즉하고, 육체는 본질이 되고 정신은 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제기하여 육체와 정신활동의 관계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 했다는 것이다.
둘째 범자진의 “육체는 본질이 되고 정신은 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은 정신을 실체의 특정한 속성과
작용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범자진 이전의 사상가들이 정기설을 이용하여 설명한 정신현상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이론적 결함을 철저하게 극복하여 신불멸론자들이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다.
셋째 범자진은 중국 전통의 종교정신을 계승하였다는 것이다. 즉 범자진은 귀신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범자진의 신멸론 발표
는 당시 불교계 인사들에게 매우 심각한 충격을 주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불교의 이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넷째 범자진이 생존하던 시절의 과학지식의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가 인간의
심리활동과 감각 및 사유작용 모두가 그것들에 상응하는 생리기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형신관계 문제 이론의 발전에 대하여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11) 『論衡』, 「論死」, “氣須形而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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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자진의 공헌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자진의 신멸론 제기는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신불멸론의 이론적 기반을 철저하게 허물어
버렸는데, 이는 범자진 이후의 사상가들에게 형신관계 문제에 대한 다양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사상계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어 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범자진의 선대의 업적을 계승발전 시킨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선대의 업적
을 계승한 측면에 대해서 말하자면 범자진은 환담이나 왕충을 비롯한 위진시기 이래의 신멸론자의 맥락을 계
승하여 선대 학자들의 결점을 철저하게 해결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선대의 업적을 발전시킨 측면에 대해서 언
급하자면, 범자진의 신멸론은 북조의 배불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조 초기의 배불론은
당시 북조 학술계에 명리가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북조의 유가는 배불사상의 논쟁에 있어서 대부분 정치
윤리의 측면에서 주장을 펼쳐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은 매우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양현지
楊衒之의 『낙양가람기洛陽伽藍記』의 경우 격렬하게 배불론을 펼쳤던 문헌으로 공인되었는데, 군주를 존중하
는 것과 재물을 관리하는 것 및 국가를 보위하는 것 등에서 착안하여 공격으로 배불의 논리를 전개했다.
대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북조시대 초기에는 무신론적 입장을 견지했던 학자들과 신멸론을 주창했던 학자들
이 보이질 않았으나 북제에 이르러 점차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자면 번손樊遜의 「천보오년거수재대책天
保五年擧秀才對策」 및 형소邢邵와 두필杜弼의 「논신멸論神滅」과 같은 저작들이 세상에 발표되어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었다. 이들의 저작이 전개한 무신론 사상 혹은 신멸론 사상 및 명리정신은 모두가 범자
진 이후에 출현한 것들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남조의 배불사상이 점진적으로 북방으로 전파되었다고 하는 사
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북방의 배불사상이 독자적인 사상의 노선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역
시 발견할 수가 있다.12) 이러한 점이 바로 북조에 대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북조의 배불사상에 영향을
끼친 것 이외에 주세경朱世卿의 「법성자연론法性自然論」의 경우 범자진의 「우연론偶然論」과 방법은 다르
지만 그 효과의 절묘함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바람에 꽃잎이 나부끼고 차가운 폭풍에 눈발이 날리는 것이, 어떤 것은 똥오줌 아래로 떨어
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옥 섬돌위에 내려앉기도 한다. 바람이 부는 것에는 두텁고 얇게 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
이고, 꽃과 싸라기눈에는 더럽고 깨끗한 것의 다른 길이 있다. 천도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무심하고, 사람 성
명에는 빈곤하게 되는 것과 현달하게 되는 것의 다른 방법이 있다.13)

주세경과 범자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그들은 불교의 교리 가운데 인과응보설
에 대하여 비슷한 비유의 방법을 이용하여 논박을 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실제로 그들 사이에 전승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14) 그러므로 범자진과 신멸론은 서로 연결되어 같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신멸론을 언급하면 틀림없이 범자진이 떠오르게 되고, 범자진을 언급하면 반
드시 신멸론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범자진의 신멸론은 선진시기와 양한시기
이래로 전해진 자연과학관의 기반위에 형신관계의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동시에 선진시기와 양한시기 학자들
의 이론적 결함을 극복했던 것이다. 이는 중국 사상의 발전사에 있어서 제일 처음으로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며,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고대 형신사상
의 최정상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15)

4. 범자진의 신과 서양의 영혼에 대한 비교
기독교 전통 속에서 영혼은 매우 중요한 관념 가운데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과 신의

12) 侯外廬, 『中國思想通史』 卷三, 北京, 人民出版社, 1985년, 361∼362쪽 참조.
13) 『廣弘明集』, 「法性自然論」, “譬如温風轉華，寒飆颺雪，有委溲糞之下，有累玉階之上，風飆無心于厚薄，而華霰有穢
淨之殊途，天道無心于愛憎，而性命有窮通之異術.”
14) 侯外廬, 『中國思想通史』 卷三, 北京, 人民出版社, 1985년, 400쪽 참조.
15) 方克力, 『中國哲學小史』, 臺北, 木鐸出版社, 1986년, 152∼15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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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인간은 현생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존재이자 내생의 가능한 운명 등에 관해서 심도 있
는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관심의 초점은 바로 이러한 영혼의 관념에 집중되고 논의가 전개되었던 것
이다. 그러나 내생에 관한 사상은 구약성서에서 그다지 중요한 취급 받지 못하였다. 심지어는 영혼이란 관념
에 상응하는 어떠한 형태의 관념에 대한 논의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후대에 이르러 히브리
인들의 문헌 속에서 점진적으로 내생의 상벌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 가게 되었으며, 부활이라고 하는 관념도
출현하게 된다.16)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고대 그리스철학의 어휘를
차용한 것이다. 후대에 교부 철학자들 예를 들자면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등과 같은 교부 철학자
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고대 그리스철학과 히브리전통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영혼이라고 하는 관념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고대 그리스문화 가운데 오르피즘(Orphism)이 가장 먼저 영혼을 신성하고 불멸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영혼
과 육체의 이원론 사상 역시 디오니소스의 신화에 그 맹아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혼불멸
의 사상은 역시 종교적인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가 플라톤에 이르러 그가 제기한 몇 가지 영혼불멸의
논증을 거치면서 이성적 기반이 닦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플라톤이 구분한 현상계와 이데아계 및 감성과
지성의 철저한 양분은 역시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의 도식을 완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플라톤의 철학에 있어서 영혼은 매우 중요한 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는 윤리적 의미 및 종교
적 의미가 갖춰져 있으며, 플라톤의 우주론 및 이데아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
서는 더 이상 윤리학이나 종교적 관점으로 영혼을 언급하지 않는 대신 물리학적 관점에서 영혼을 분석하기
시작한다.17)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과 육체가 대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이들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이들 둘의 관계는 형식과 질료의 관계와 같다고 보았다. 즉 육체는 잠재적인 상태에서 변화되
어 실존자가 되고 영혼은 그러한 실존자의 형식이 된다는 것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이후 기독교의 영혼관념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플라톤의
철학 가운데 후대학자들의 논쟁을 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별적인 영혼은 인간이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 개체의 본성을 유지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다. 후대의 신플라톤주의 철학에서는 개별적인 영혼
을 우주 영혼의 일부분으로 육체에 의지하여 그 자신의 개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만, 일단 인간이 죽은 후
에는 그 영혼이 여전히 개체를 가지게 되는지 아니면 우주 영혼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플로
티누스 역시 언급하질 않았다.18) 그렇지만 이러한 개체성의 보유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일부 신비주의 색채를 띤 기독교 종파에서는 인간이 죽은 이후에 개별적인 영혼이 우주 영혼
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 개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통 기독교 종파에서는 영혼의 개
체성을 긍정한다. 즉 모든 영혼은 제각기 독존적인 실체가 되는 것이라고 간주하여 이러한 것과 그것의 자유
의지의 주장과 관련을 짓기도 하면서 동시에 신과 인간이 부자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다.19)
기독교의 영혼 관념은 기본적으로 플라톤 철학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영혼은 불멸한다는 것
이며 영혼은 정신적인 성질의 것이고 육체는 물질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렇지만 오르피즘과 플라
톤의 이원론 속에서는 모두 물질적 속성을 지닌 육체를 낮춰보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노시스주의(Gnosticism)와 같은 초기 기독교 종파에서의 경우 육신이 없는 부활을 주장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론과 히브리 전통사상은 상당히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활이라고 하는 관념은 히브리
사상의 전통 속에서 비교적 후대에 출현한 개념이며, 후대에 기독교 신학 속에서 예수의 부활신앙에 대하여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기독교 전통에서 언급하는 부활은 모두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문화의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의 세례를 받아 특별한
정신적 성질에 속하는 육체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주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정신
16)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 2절 참조.
17)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을 식물, 동물, 인간의 영혼과 같은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다.
18) C.H. Moore, Ancient Beliefs in the Immortality of the Soul with Some Account of Their Influence on Later Views
1931, Kessinger Publishing, 2007, pp. 47∼49.
19) W. Windelband, A History of Philosophy, New York : Harper&Row, 1958, pp. 33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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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성질의 육체의 부활을 긍정했던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신학을 융합시켰는
데, 그는 영혼을 육체의 형식으로 보았으며, 반드시 육체와 영혼이 있어야만 완전한 인간이 된다고 보았다. 그
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육체를 가진 영혼의 부활이 가능한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후세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은 기독교의 교부철학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는데, 그의 영혼과 육체의 불가분리의 이론은 기
독교의 정론으로 자리 잡게 된다.
서양의 근대시기에는 심신의 문제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데카르트가 그 스타트를 끊는다.
데카르트 철학의 기반은 그 자신이 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언급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고하는 것을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영혼이 사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
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했던 것이다. 이처럼 사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마음과 사물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즉 마음의 본질은 사고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어떠한 공간도 점유하지 않는 것
이라고 본 반면에 사물의 본질은 확장하는 것이 되고 공간을 점유하지만 사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데카르트의 심물이원론心物二元論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기독교 신학의 영혼 관념에 대한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방점은 바로 영혼은 정신적인 실체라
고 하는 것과 개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혼 관념과 중국사상에서 말하는 신神은 상당히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신神이 실연적인 정신이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언급하면 정신은 비록 형제
가 정해지거나 본질이 정해진 존재라고 할 수는 없을 지라도 결국에는 물질적 성질의 것으로 정신적인 성질
의 것이 아닌 것이다.20) 또한 이러한 물질적 성질의 정신은 유행하는 존재로서 모이고 흩어질 수 있는 존재
인 것이다. 이러한 정신이 인간의 현실 생명 속에 응집되어 있게 되면 그것의 개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며, 현실 생명이 끝나게 되면 정기는 일순간에 흩어지지 않고 귀신이 되는 것이다.21) 바로 이러한 때에 그
개체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정신은 영원히 흩어 지지 않는다고 하는 도리는 일단 그것이 흩어지게 되면
그 개체성은 필연적으로 소실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체성의 문제에 관하여 중국에서 언급한 신神의 사상에
서는 분명하게 드러난 논의는 없었다고 보인다. 정신이 모여서 인간의 현실 생명에 처하게 되면 지식이 생겨
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반드시 정신의 응집으로 형성된 개체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그렇지만 무엇으로써 지식이 반드시 이러한 조건으로 삼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중국의 전통사상에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신학은 영혼의 개체성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분명하게 논의를 진행하였다. 기독교 신학에서 언급하
는 영혼은 개별적인 영혼으로서 제각기 실체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영혼이 개체성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강조하려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점을 드러낸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구체적인 신성의
부자관계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 각각의 영혼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한 정신적 성질의 실체라고 보았다. 원죄
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소원해지게 되었는데, 이는 오직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이 하나님
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체성에 대한 긍정은 곧 인간과 신의 신성 부자
관계를 긍정하는 것이므로, 개체성의 문제는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중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서양철학의
전통에서 지식을 영혼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 역시 영혼 불멸에 따라 사람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범자진은 의식작용으로 정신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정신을 육체의 속성으로 보아서 독립적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정신의 의미는 육체 존재에 부속되어 있을 때 비로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언
급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범자진은 육체가 사망하면 정신은 소멸되는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했던 것이다.
그리고 범자진은 정신을 일반적인 심리활동으로 간주하여 그것에는 영원불변의 실체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았
다. 이와 같이 볼 때 범자진의 정신과 서양 기독교 전통의 영혼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범자진은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즉 사유작용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육체가 반드시 정신과 결합을 할 때에
20) 『淮南子』에서는 기氣의 측면에서 정신이 비물질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21) 춘추시대 정鄭나라의 정치가이자 명재상이었던 자산子産은 인간의 영혼을 혼과 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즉 자산은
“사람이 태어나서 맨 처음 작용하는 것을 백이라고 하며, 이미 백이 생기고 난 이후의 양기를 혼이라고 한다.”라고 했
다. 이러한 자산의 주장은 春秋左氏傳에 “人生始化曰魄, 旣生魄, 陽曰魂.”라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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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어떻게 육체와 정신이 서로 분리 되지 않고서 지각할 수 있을까? 범자진의 견해는
서양 유물론자의 입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유물론은 물질을 제1차적 근본 실재로 하는 기본 전제가 있
다. 서양철학의 심령과 물질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심령은 오직 물질에 의존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존
재였다. 유물론의 의식에 대한 해설은 서양의 심령과 물질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배경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매우 명백하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범자진의 기본 전제 혹은 심령과 물질의 관계문제에 대한 사상적 배경
은 서양철학의 전통과는 서로 달랐기 때문에 정신과 육체가 분리 되지 않고 지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뚜
렷한 설명은 없었던 것이다.
기독교 전통에서도 역시 육체와 정신을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한다. 인간은 정신적 성질의 영혼
및 물질적 성질의 육체가 결합된 존재로서, 살아있을 때는 이러한 결합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죽은
후 내생에서는 육체의 부활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시 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들 둘
사이의 관건적인 차이점은 바로 범자진의 경우 현실적인 삶속에서 정신과 육체는 서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
에 지각이 있는 것이며 사람이 죽은 후에 육체는 부패해서 영원히 사라지고 정신 역시 영원히 소멸된다고 하
는 것인 반면에, 기독교 전통에서는 인간이 사망한 후에 비록 육체가 부패하게 되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으며
영혼은 개별적인 실체로서 소멸되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철학과 서양철학의 비교 고찰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기독교 전통 속에서 영혼은 핵심적인
관념으로서 바로 인생의 핵심적인 관념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회남자』와 왕충 및
범자진이 언급한 정기나 정신과 같은 개념은 중국의 전통사상 속에서 핵심적인 관념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
했다. 중국에서 주류사상의 역할을 했던 유가사상 속에서 심과 성과 같은 개념들이 인생의 핵심적인 관념으로
회자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은 인간의 주체이지만 영혼처럼 객관적인 실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철
학자들의 관심은 인간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그러한 주체를 성취할 것인가에 있었지 영혼의 실체나 사후의
운명과 같은 것에는 무관심했던 것이다. 범자진은 비록 심성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육
체가 죽으면 정신은 소멸된다고 생각했으며, 배불론 주장 이외에 현실 생명의 주체에 대한 중시와 오지도 않
을 내세에 대한 부정과 같은 견해는 중국과 서양의 형신관념의 상호 이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結 語
이상과 같이 범자진의 신멸론 사상의 가치와 영향에 대하여 신멸사상의 연원과 신멸론의 가치 및 영향 그
리고 서양 기독교 전통의 영혼과 범자진의 신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대 중국에서 신멸론과 신불멸론이 공개적으로 충돌이 발생한 시점은 대략 양한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양한시기는 천인감응설과 참위설 등과 같은 미신이 일세를 풍미하고 있을 만큼 성행하고 있었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천인감응설과 참위설을 신봉하던 학자들은 군권신수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
학목적론과 참위신학을 주창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는 신불멸론을 대대적으
로 유포시켰다. 당시의 학자들 예를 들자면 환담桓譚이나 왕충 등과 같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신멸론 주장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래서 신멸론과 신불멸론의 충돌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범자진 이전의 신멸론자들은 철학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양한시기의 우주생성론에 매몰되어 있
었다. 그들은 고대의 “하늘에서 그것의 정기를 낳고, 대지에서 그것의 형체가 만들어 지는 것”라고 하는 것과
같은 원기학설과 케케묵은 “땔나무와 불의 비유”와 같은 것들로 신불멸론자와 논쟁을 벌였던 것이다.
범자진은 중국 형신사상 발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사상가 가운데의 한사람으로서, 그가
수립한 이론체계는 형신관계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신관계 문제에
대한 공헌은 중국철학사에서 최고봉의 지위에 올려놓아도 전혀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한다. 범자진은 중
국철학사에서 가장 먼저 “육체와 정신은 서로 즉하고, 육체는 본질이 되고 정신은 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이
론을 제기하여 육체와 정신활동의 관계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 했다는 것이다. 또한 범자진의 “육체는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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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정신은 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은 정신을 실체의 특정한 속성과 작용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범자진 이전의 사상가들이 정기설을 이용하여 설명한 정신현상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이론적 결함을 철
저하게 극복하여 신불멸론자들이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범자진
은 중국 전통의 종교정신을 계승하였다는 것이다. 즉 범자진은 귀신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범자진의 신멸론 발표는 당시 불교계
인사들에게 매우 심각한 충격을 주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불교의 이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범자진이 생존하던 시절의 과학지식의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가 인간의 심리활동과 감각 및 사유작용 모두가 그것들에 상응하
는 생리기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형신관계 문제 이론의 발전에 대하여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범자진의 공헌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범자진의 신멸론 제기는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신불멸론의 이론적 기반
을 철저하게 허물어 버렸는데, 이는 범자진 이후의 사상가들에게 형신관계 문제에 대한 다양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사상계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어 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범자진의 신멸론
은 선진시기와 양한시기 이래로 전해진 자연과학관의 기반위에 형신관계의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동시에 선진
시기와 양한시기 학자들의 이론적 결함을 극복했던 것이다. 이는 중국 사상의 발전사에 있어서 제일 처음으로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며, 이론적인 측면에서
는 중국 고대 형신사상의 최정상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철학과 서양철학의 비교 고찰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기독교 전통 속에서 영혼은 핵심적인
관념으로서 바로 인생의 핵심적인 관념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회남자』와 왕충 및
범자진이 언급한 정기나 정신과 같은 개념은 중국의 전통사상 속에서 핵심적인 관념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
했다. 중국에서 주류사상의 역할을 했던 유가사상 속에서 심과 성과 같은 개념들이 인생의 핵심적인 관념으로
회자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은 인간의 주체이지만 영혼처럼 객관적인 실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철
학자들의 관심은 인간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그러한 주체를 성취할 것인가에 있었지 영혼의 실체나 사후의
운명과 같은 것에는 무관심했던 것이다. 범자진은 비록 심성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육
체가 죽으면 정신은 소멸된다고 생각했으며, 배불론 주장 이외에 현실 생명의 주체에 대한 중시와 오지도 않
을 내세에 대한 부정과 같은 견해는 중국과 서양의 형신관념의 상호 이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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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范子眞의 신멸론 사상의 가치와 영향에 대한 연구
윤지원(단국대학교)
신멸론과 신불멸론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 이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未知生, 焉知死’라는 유가적 사생
관과 ‘人之生,氣之聚’라는 도가적 자연주의가 결합하여 나타난 신멸론이 일회적이고 현세적인 인간만을 그 대
상으로 하여 이해하는 반면 신불멸론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상정한다.
전통적으로 인간들은 스스로 자연과 세계의 부분과 연속으로서가 아닌 초월적 인간의 정신세계를 더 강조
해 왔다. 그들은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자신의 본성을 분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신 때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
다. 첫째 독립적인 두 세계를 인정하는 이원론적 관점. 둘째 인간은 자신의 심적 동일성을 보장하는 자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인간은 자신의 충동을 전제하며 다스릴 수 있는 본질적인 능력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최근 뇌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은 물질적인 본성과 분리될 수 없
다. 그들에 따르면 뇌세포와 신경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실행을 지배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뇌세포와 신경은 정신과 마음이 작용하는 핵심요소이다. 유물론적 입장을 주장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
이 생각한다. 1) 육체와 물질이 파괴된다면 동시에 관찰 가능한 모든 정신적 심적 과정들도 소멸한다. 2) 인식
에 있어 사물에 대한 지각과정은 신경계들이 뇌 설계자가 미리 부여한 방식에 의해 감각기관의 자극들을 결
합하는 것이다. 3) 자의식이나 합리성 자율성이나 이성 혹은 자유와 같은 것은 항상 뇌에 의해 구성, 생산된
환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몸과 정신에 관한 사유는 신경과학의 실용적 발달과 더불어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유학자들은 육체적 생명과 정신적 생명을 하나의 유기체적 통일체로 받아들이며, 이에
대한 분석적 사고, 즉 정신의 실재를 인정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설명하는 논리를 펼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철학의 전통 가운데 몸과 정신의 문제는 서양처럼 심각하게 논의된 적이 별로 없다. 왜 그들은
“정신의 실재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설명하는 논리를 펼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정신의 실재를 자명한 것으로 전제하고, 마음의 본성에 대한 해명(心性論)과 그 실현에 주력 했기 때문일 것
이다.
필자는 논문에서 중국 남북조 시기 가장 격렬한 논쟁의 하나였던 범자진의 신멸론 사상과 그 가치와 영향
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논평자는 필자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며 느낀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하면서 논평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이는 논평자가 남북조 시기 신멸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생긴 의문일 것이다.
1. 중국의 남북조시기는 불교의 교세가 급속히 확장되며 적지 않은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파생되기 시작
하는데, 이것이 신멸론 사상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위진남북조 시기 이전에도 육체와 정신의 관계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 사상가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들에 대한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3. ‘신멸론’과 ‘신불멸론’의 논쟁은 형신관계에 관한 논쟁으로 파악 될 수 있는데, 이 같은 논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과 후세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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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분과】 중국문화, 철학, 경제

518과 중국 공산당*22)

― 중국공산당 100주년 단상
신정호**23)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본론
1) 보도 시각
2) 보도 내용
3) 보도 자료의 의의
3. 나오는 말
참고문헌

1. 들어가는 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는
지난 2011년 5월 25일, 일찍이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대한민국의 전라남도 광주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
로 전개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을 세계민주화운동 14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최종 서명(인증
서 2011월 7월 27일자 발급)하였다. 5ㆍ18민중항쟁은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운동사의 조명을 뛰어넘어 명
실상부하게 인류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의 하나로 좌표를 획득하였다. 요컨대 국가와 민족의 발전사에 끼친 공
적이 인류의 이름으로 추인되었고, 인류 문명사의 발전에 공헌한 업적은 이를 계기로 항구적 영예로 공인되었
다.
인류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의 하나로서 5.18민중항쟁에 대하여 1980년 당시 중국 측의 언론은 매우 신속하
고 지속적으로 관련 보도를 진행하였다. 518의 진상 규명이 중요하고, 518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여 518의
세계화를 통한 미래 역사의 창조에 기여하는 518의 당대적 과제에 한국전쟁의 당사국이고 정전협정의 당국
중공 중앙의 기관지 『런민일보(人民日報)』는 크게 주목해야 할 자료에 해당한다.
본 글의 목표에 명확히 도달하기 위해, 즉 본 글의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실에 대해
높은 수준에서 합의를 하고 본문을 전개하는 편이 옳을 듯하다.
첫째,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후 지금까지 유효한 대한민국, 국군, 경찰, 도청 등 공식적이고 외교적인 용
어의 사용이 수립되기 이전 비수교국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용어(들)로 활자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 점
은 대한민국의 입장 또한 대동소이하였음을 환기한다. 대한민국은 공산권 적성국가 중국을 ‘중공’이라고 약칭
하였으며, 1988년 올림픽 이전 중국은 실제로 공산권 적국으로 구분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1980년 국방백
* 2021 중국인문학회 춘계 연합학술대회 발표문.(2019국제학술연구지원)
** 목포대학교 중국언어와문화학과 교수 (modernchi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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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참조) 중국 측의 언론 보도 표기는 내부 외교 보도 지침에 근거하였을 터, 이 점을 가지고 본 글의 취지나
보도 기사의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해버린다면 그 자체로서 매우 정치적이고 비학술적 언행이 된다.
1980년(대)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국가 간(間) 공식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이전이다. 따라서 공
식적 외교 채널이 존재하지 않은 시절이고, 중국 측 자료에 대한민국의 국군을 폄하하는 표현이 노출된다. 하
지만 본문에서는 국가와 국가의 정규군으로서 국군의 지위에 대하여 긍정하면서, 서술 과정이나 일차자료의
인용 과정에서 이점 또한 역사적 맥락을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 원문 그대로 직역하여 인용하였다. 이는 당
시 계엄군의 반역사적 ‘작전’에 대한 본문의 관점과는 구별된다. 가령 남조선, 위군, 위서, 위아문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꼭 대한민국, 국군 또는 군대, 경찰서, 관청 또는 도청으로 고쳐 읽지 않더라도 그렇게 읽지
않고 정치적 워딩으로만 읽고 왈가왈부한다면 그것은 매우 낡은 시대적 착오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읽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처사다.
둘째, 당시 외교 채널을 통한 직접적 소통 또는 정부의 공식적 승인 하에 상대국 특파원이 상주하는 취재
가 허용되던 시절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점은 매우 단순한 사실이지만, 그 당시 상대국의 동정과 언론 통제
의 비상계엄 시국에서는 오히려 매우 간단치 않은 맥락이다. 가령 평양발 보도가 보이는데 이 점은 자연스러
운 선택이면서 또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지점이다. 평양발 보도의 인용 기사를 대하며 그것들이 518에
대한 북한의 개입 또는 배후 조정이라는 그릇된 자의적 해석으로 흐른다면 20세기 역사에 대한 기본적 상식
을 결여한 것으로 낡은 사고는 이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터이다.

2. 본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이하 중공 약칭)의 일간 기관지 신문인 『런민일보(人民日報)』는, 좁히면 518 당
시 10여 편, 넓히면 박정희 516군사쿠데타 사건부터 김대중 대통령 당선까지 100여 편의 뉴스를 보도한 것으
로 확인된다.
특히 518당시 ‘단평’, ‘술평’, ‘본보평론원’의 글로 변주되며 『런민일보(人民日報)』 즉 중공 중앙 기관지의
태도 또는 입장이 지속적으로 게재된 점, 중공의 일간 기관지 신문이고 당시 최대 8면이라는 지면 제약의 특
성상 중공 중앙의 초미의 관심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전라남도 광주시의 민중항쟁의 현장 사진이
7일에 걸쳐 신화통신사, 외신, 심지어 팩스 전송 사진 등이 연속적으로 실린 점으로 볼 때 이 점은 더욱 두드
러진다. 요컨대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주변국 대한민국의 현실과 시국 상황에 대해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를 설정하고자 하는 중국 공산당 측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남조선)의 동향에 대해 상
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대표적 성격의 도고 3첩을 소개해보기로 한다.

1) 중국 측 보도 시각
미국의 책임과 헌법 유린 및 5ㆍ18진상 규명을 향한 전두환으로 위시되는 신군부의 등장 및 반역사적 역할
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미국 및 서방 측의 자료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 『런민일보(人民日報)』 또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런민일보(人民日報)』에 게재된 관련 보도1)는 주로 네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장기간의 독재
로 인한 민심이반이 민의에 기초해 종식되고 민의에 의해 정치적 안정이 새로이 도래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
국가기구의 요직 인사이동 동향, 셋째, 중국 자신과 북한,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 또는 해당국 국민의 반응,
넷째, 민주 인사들의 탄압과 복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이다.
관련 보도는 1981년 1주기에도 이어지는 데 이 점으로부터 중국 공산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가졌던
기대의 크기를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점은 결국 중국 자신의 경제 개혁개방과 민주화 요구에 대한 자기점검의
1) 100여 편의 전체 보도 목록과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학계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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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보도의 네 번째 측면 가운데 김대중 사형 반대, 김대중 무기징역 감형 및 병보석 사면, 김영삼 대통
령 취임과 518 재판, 김대중 출마 선언, 대통령 당선 등 민주화 인사의 동정과 민주 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속적 보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상황과 주변국 관계에 대하여 매우 중시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중국과 중공 중앙이 518에 대해 1. 민의 2. 평화통일 기조 3. 동북아의 안정이라는 기본적 시각 하에서 대
한민국과 한반도의 관계를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북한의 동정과 북중 연대 속에서 한반도의 상황
에 대해 예의주시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점은 정전협정에 의거한 한번도 전쟁의 휴전 상황에서 정전당
사국인 중국으로서 매우 중요한 점이었음과 동시에 북한의 동정에 대해서 초미의 관찰을 진행하고 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다.
다시 말해 1977년 정치를 재개하고 1978년 개혁개방을 통해 미국관의 관계 개선을 계기로 삼아 자유시장경
제 진영과 활발한 개방을 통한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한 덩샤오핑으로서는 미국과 일본의 자본과 시장
을 활용해야 하는 덩샤오핑으로서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의 상황을 잘 파악하지 않는다거나 미국의 동정을 오
판하거나 미국과 동맹인 한국에 대한 미숙한 대응은 바로 미국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되므로 매
우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중국 측 보도 내용(발췌)
이 지점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입장과 그 입장이 실린 기관지 『런민일보(人民日報)』의 보도와
평론이 매우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자료가 된다. 본 논문은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중국의 주요 언론
가운데 하나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행하는 기관지 런민일보(人民日報)의 보도를 대상으로 그 당시 중
국 현지에서 발간된 언론 보도를 통해 518을 중국이 어떻게 이해했고 어떤 시각으로 518과 광주를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관해 자세히 파악해보는 데 일차적 목표를 가지고 작성된 글이다.
우선 이 글은 다음 몇 가지를 주요 보도를 그 검토 대상으로 삼고 핵심 내용과 그 의미를 분석한다.

(1) 항쟁의 보도
남조선 광주 5만 군중, 괴뢰군과 격렬하게 충돌
군중은 라디오와 신문사를 불태워
당국은 공수부대를 출동시켜 진압
신화사 평양 5월 20일 전문 서울 소식. 남조선 광주시에서는 1
9일 5만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다시 벌이고
당국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에 반대했다.
19일 오전 전남대학교 학생 수백 명이 경찰의 봉쇄를 뚫고 먼
저 가두 시위 행진에 나섰다. 오후 2시가 넘어서자 시위 군중은
1만 5천명으로 불어났다. 그들은 시내 중심에서 ‘비상계엄령 즉각
해제’, ‘김대중 석방’ 등의 구호와 함께 완전무장한 (위)군과 격렬
한 충돌을 빚었다. 성난 시위대는 방송사와 “동아일보” 지국 등의
건물에 불을 질렀다. 당국은 공수부대를 동원해 교외로 통하는
『런민일보』 1980년 5월 21일 제6면
모든 도로를 봉쇄하고, 시위 군중에 대한 진압을 진행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체포되었다. 서방의 통
신사는 광주시 중심에 “전쟁터의 분위기”가 가득찼다고 보도했다.
19일 서울에서도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조로 나눠 서울역 근처에서 시위를 벌였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오후 6
시가 넘어 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아 시위 군중을 해산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남조선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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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2만 여 명의 ‘정예부대’와 공수부대를 출동시며 서울의 주요 건 물과 일부 대학에 주
둔하여 지키고 있다.(런민일보-1980-5-21-제6면)

(2) 북중 군부의 동정
매우 특이한 동정이 포착되며 이는 정전 협정 당시 일방의 공동 구성자였던 중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회동이 이루어진 점이다.
1980년 5월 21일 즉, 전국 비상 확대계엄이 실시를 계기로 1980년 5월 17일 대한민국의 내각이 총사퇴한
이후 518이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 조선인민군우호참관단이 방문하고 중국의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
석, 국무원 부총리 겸 국방부장2) 쉬샹첸이 ‘조선’ 동지를 영접하는 이례적 행사가 진행된다.3)
쉬샹첸(徐向前)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과 회견 국방부 연회를 열어 조선 동지를 환영
신화사(新华社) 베이징 5월 20일 전문.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국무원 부총리 겸 국방부장 쉬샹첸은 오늘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조선노동
당 중앙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백학림(白鹤林) 중장(中将)이 인솔한 조선인민군 우호 참관단을 회견하였다. 회담
자리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국방부 부부장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양더즈(杨得志), 인민해방군 부
총참모장 양룽(杨勇), 총정치부 부주임 화난(华楠) 등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오늘 오전 비행기를 타고 북경에 도착
했다. 양용, 화난 등은 공항에 나가 영접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5월 20일 전문. 중국 국방부는 오늘 저녁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백학림
중장이 이끄는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을 환영하는 연회를 열었다.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국방부 부부장,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양더즈는 연회를 주재하고 연회에서 축배를 들었다. 그는 용감한 조선인민군이 수십 년
간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세계평화사업에 크게 기여했다고 찬양했다. 그는 중국 인민과 군은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자주적 평화 조국통일 3대 원칙과 5가지 방침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재확인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그 군대와 모
든 무기장비를 철수해야하고 ‘두 개의 조선’을 만들려는 어떠한 음모도 모두 실패가 정해진 운명이다"고 그는 말
했다. 그는 자주적 평화적 조국통일의 정의로운 투쟁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백학림(白鹤林)은 축배를 들면서 북한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은 외세에 의해 분열된 조국의 통일을 이루는 것
이라고 말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집단의 노골화되고 있는 새로운 전쟁도발 활동에 대해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수
시로 경각심을 갖고 전투력과 전비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북한 인민과 군대는 적이 만들고자 하는 '두 개의 조선' 음모를 분쇄하고 조국을
통일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중 전명수(全明洙) 조선대사, 김병호(金炳浩) 대사관 무관이 연회에 초청에 응해 출석했다.
연회에 출석한 인사로는 중국 인민해방군 양용(杨勇) 부총참모장, 화난(华楠) 총정치부 부주임, 양진(阳震) 군사
학원 부원장, 겅린(康林) 베이징부대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4)
2) 국방부 장관
3) 『런민일보』, 1980년 5월 21일 자 제4면.
4) 「徐向前会见朝鲜人民军友好参观团 国防部举行宴会欢迎朝鲜同志」, 『人民日報』, 1980年 5月 21日 第四版.
据新华社北京五月二十日电 中共中央军委副主席、国务院副总理兼国防部长徐向前，今天下午在人民大会堂会见了由朝鲜劳动
党中央委员、人民武装力量部副部长白鹤林中将率领的朝鲜人民军友好参观团。
会见时在座的有：中共中央书记处书记、国防部副部长、中国人民解放军总参谋长杨得志，人民解放军副总参谋长杨勇，总政治
部副主任华楠等。代表团是今天上午乘飞机抵达北京的。杨勇、华楠等到机场迎接。
新华社北京五月二十日电 国防部今晚举行宴会，欢迎由朝鲜劳动党中央委员、人民武装力量部副部长白鹤林中将率领的朝鲜人
民军友好参观团。
中共中央书记处书记、国防部副部长、中国人民解放军总参谋长杨得志主持宴会，并在宴会上祝酒。他赞扬英勇的朝鲜人民军几
十年来为祖国和人民，为世界和平事业作出了巨大贡献。他重申，中国人民和军队坚决支持金日成主席提出的自主和平统一
祖国的三项原则和五点方针。他说，美国必须从南朝鲜撤出它的军队和一切武器装备，任何制造“两个朝鲜”的阴谋都是注定
要失败的。他相信，朝鲜人民争取自主和平统一祖国的正义斗争一定会取得最后胜利。
白鹤林在祝酒时说，朝鲜人民的最大宿愿是实现被外来势力分裂的祖国的统一。他说，针对美帝和南朝鲜傀儡集团越来越露骨的
新战争挑衅活动，朝鲜人民军官兵要随时提高警惕，进一步加强战斗力和战备工作。他最后说，在全世界进步人民的支持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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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의 상황에 대한 보도는 양면성을 지닌다고 보는 편이 옳다. 하나는 북한의 소식을 통한 한반도 남
측의 생생한 상황을 중앙이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성격과 다른 하나는 북한의 동정 그 자체가 중공
중앙 측에서도 필요한 사안이었으며, 그 차원에서 해당 행사 개최가 긍정되었다는 성격, 이 두 가지 성격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후자야말로 당시의 중국 국정 상황에
서의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 중앙에 가장 필요한 북한의 태세였다고 보아도 좋다. 중국의 국정 상황
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그 기초가 되는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1980년 상황에서 중국 국정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미국
과의 관계 또는 위상에 변화를 주는 일이다. 개혁개방을 천명하고 1979년 1월 1일 수교를 성사시킨 중국으로
서는 미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요컨대 미국과 과거의 냉전적 접근법이나 태도를 다소
수정하는 새로운 노선이 발전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다른 한 가지는 개혁개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장차 미
국의 동맹이자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으로부터 배우며 경제현대화에 필요한 파트너십
을 발휘해야 할 대상이라는 고려사항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도 조선도 모두 위기 상황에 동요
허ㅏ지 않는 것이 중국 국정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점이었다. 축배와 기원으로 마무리 된 점은 그 점을 웅변한
다, 고 하겠다.

(3) 신군부 및 계엄 상황
먹구름을 깨부순 번개
신화사 기자 양보승 주극천
남조선 당국은 5월 18일 0시부터 남조선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실시하여,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청년학생과 각계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 서울의 대로상에서 완전무장한 군
인들이 장갑차를 타고 돌진하며, 공수부대는 광주시의 시위 군중
에 대해 피비린내 나는 진압을 진행하였다. 20일 신현확을 ‘총리’
로 한 내각은 총사퇴를 선언하고, 전두환을 우두머리로 하는 소장
파 군인집단이 비린내 나는 피바람 가운데 정권을 인수하여 관할
함으로써, 남조선을 파시스트 공포 정치의 검은 구름으로 덮어씌
웠다.
오늘날 남조선의 형세는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수호하는 군사
파시스트 집단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사회 민주화를 요구하는 인
민 군중운동에 대한 반동으로서 지배집단 내부의 갈등 증폭을 반
영하는 것이다.
작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살해 당한 이후 수많은 민중은 '유신
헌법'을 폐지하고 민주정치를 시행하며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 『런민일보』 1980년 5월 23일 제6면
길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현 남조선 권력자가 집권한 지 반년 동
안 '유신헌법'을 죽어도 껴안고 놓지 않고, '유신'통치에 참여했던 박정희 잔당은 대권력을 쥐고 있다. 박정희의
충실한 신도, 작년 12월 12일 쿠데타로 군권을 장악한 전두환 육군보안부대 사령관이 '중앙정보부 대리부장'을 겸
임하고 있다. 그는 취임 초부터 살기등등한 자세를 취했다. 동시에, 최근 몇 달 동안, 정치적인 혼란이 경제적 어
려움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공장,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 인구가 증가하고,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물가가 급등하
면서 인민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가혹한 사실은 남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현 권력자가 어디로 가려는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

“

”

，

声援下 朝鲜人民和军队一定能粉碎敌人制造 两个朝鲜 的阴谋 实现祖国的统一。
朝鲜驻中国大使全明洙、大使馆武官金炳浩应邀出席了宴会。
出席宴会的还有中国人民解放军副总参谋长杨勇、总政治部副主任华楠、军事学院副院长阳震、北京部队副司令员康林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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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그들은 남조선 권력자의 역행에 불만을 품고 각성하였으며 이에 일어나 투쟁에 나선 것이다. "산에 비
가 내리려고 하매, 바람이 누각에 가득하다." 한 달여 동안 노동자와 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남조선 인민들의 기세
높은 투쟁은 하늘을 찌를 듯한 번개와 천둥소리처럼 남조선 대지에 울려 퍼졌다.
민중의 용맹한 투쟁은 남조선 교육문화계, 종교계, 언론계와 각 정당, 사회단체의 동정과 성원을 받았다. 주요
야당인 신민당 총재 김영삼씨와 저명한 재야인사 김대중씨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전두환과 신현확의 퇴진을 요
구했다. 대중적 투쟁과 사회 각계의 성원이 합쳐진 엄청난 압력으로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충성했던 민주공화당
과 유신정우회도 현 지배집단에 반기를 들게 됐다. 그들은 가늠숙고 끝에 여당과 '정부' 당권파 간에 의기투합하
는 태도를 버리고, 학생운동에 동조하는 주장을 펴 군중운동의 힘을 이용해 정적들을 제거하려 했다. 이런 상황에
서 전두환을 우두머리로 하는 군내 '유신' 파시스트 잔당들은 '정치 불개입'이라는 가면을 벗고, 청년 학생과 민중
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탄압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사회 민주화를 주장하는 정치인과 자신이 등장에 대해 위협을
겅사는 정적에 대해서도 독수를 뻗쳤다. 전두환 일당이 현재 시행한 '비상계엄령'은 민중투쟁에 대한 피비린내 나
는 탄압이고, 그들이 무대 앞에서 그리고 막후에서 노는 온갖 정치모략 수법은 박정희가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행하고 있다. 그들이 집행하는 바는 박정희 없는 박정희 정책이다.
그러나 총검은 반동 통치를 유지하지 못한다. 오늘의 남조선은 위기가 사방에 도사리고 있어 모순투성이다. 통
치 집단과 인민 사이의 갈등, 권력자와 야당 간의 갈등과 지배 집단 내부의 모순은, 전두환을 위시한 파시스트 군
사 집단의 총검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의 민중에 대한 탄압은 더 큰 반항을 일으킬 뿐이다.전라남도 도청
소재지 광주에서 21일에 20만 명이 거리로 나가 시위를 벌이며, 군경과 격렬하게 싸운 것은 바로 이를 말해 준다.
조선북한 각 정당과 사회단체는 5월 20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역사는 일찍이 파쇼와 민족분열을 자행한 자들
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압적인 정책을 편 전두환 집단도 이 운명에 직면했다.(런민일보-1980-523-제6면)

3) 중국 측 보도 자료의 의의
미국 측 자료와 달리 『런민일보(人民日報)』는 매우 중요한 의의는 조금 다르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언론
으로 『런민일보(人民日報)』에 게재된 관련 보도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
첫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朴正熙, Park Chung-hee, 1917~1979)의 서거 이후 ‘개헌 정국’과 1976년 9년
마오쩌둥(毛澤東, Mao Zedong, 1893~1976) 사망 이후 덩샤오핑(鄧小平, Deng Xiaoping, 1904~1997) 집권 및
후야오방(胡耀邦, Hu Yaobang, 1915~1989) 총리 서거 이후 ‘개혁개방’ 정책의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민주화
운동이 비록 구체적 민중운동의 테제는 달라지만 주권의 현실적 제도화 및 민주 표상의 확대라는 점에서 일
치한다는 점에 주목하면, 좁히면 동아시아 넓히면 아시아의 민주주의 변화와 민주 주권의 신장의 1980년대 냉
전 후 신자유주의의 미동을 동향과 아시아의 정치경제 발전 방향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518의 진상 규명의 쟁점 근처에 놓여 있는 미국의 책임과 전두환(全斗煥, Chun Doo-hwan, 1931~ )
의 역할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진행하는 데 참고 가치가 높다. 두 가지 사항, 즉 하나는 당시 유신헌법과 군
사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민의에 대하여 군사 독재를 연장하려고 한 사
살 명령의 책임자 색출을 포함한 신군부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한 진행 과정과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였는지,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민주 정부 구성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역할과 군인 통치 연장에 대한 미국의 적극
적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였으며 정세에 대한 오판은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와 인류 보편적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그 당시만큼 향후
로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기대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이 점 또한 중공의 일간
기관지 신문이라는 지면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셋째, 1950년 6월 25일 개전 후 1955.7.27.일 정전협정서에 서명한 이후 ‘휴전’ 상태에 놓은 한국전쟁(625전
쟁)이 정전현정 위반 이라는 위험을 앉고 1980년 봄 38선(휴전선) 이남으로 북한 또는 유관 정전 당사국의 병
력이 이동했느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이하 중공 약칭)의 일간 기관지
신문이라는 지면의 특성상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북한의 동정에 대한 몇 가지 보도를 통해 북한군의 동정을 확인할 수 있다.(1980.5.23.) 관련 보도의 어디에
도 중국 도는 중공 중앙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개입의 용인 또는 암묵적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동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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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몇몇 보도는 그것들을 정치적으로 우호적으로 차단하는 관련 동정만이 확인된다. 이 점
은 바로 덩샤오핑이 실권자로서 북한의 개입을 용인하지 않았고 그 점은 바로 본인의 개혁개방 웅지에 대해
불리한 요소를 관리하는 차원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하게 한다.
종합해 보면 북한군 개입설 또는 이른바 공산권 국가의 개입설이 사실과 크게 어긋나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라는 허위날조(虛僞捏造) 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나오는 말
본문은 중국 측 518항쟁 관련 자료 100여 편 및 그 의의를 정리하였다. 518연구 및 518을 매개로 국내외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면에 중국 측 자료에 더욱 관심을 갖기를 기대하며 작성되었다.
중국 측 자료의 콘텐트화를 주문한다. 콘텐트화는 단순한 역사 자료의 아카이브 구축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글본 출판이나 다큐멘터리 영상제작까지 풍부하게 기획할 수 있다. 이들 시간 정리 작업들뿐만 아니라 요사이
유행하는 다크투어리즘, 올레길, 공간 구성, 도시재생 등 과제들까지 민주화운동의 기억은 그 공간 콘텐츠 구
성 장르들과 풍부한 접점이 존재한다.
역사 자료의 콘텐트 개발 연구는 오로지 상업적 또는 영리적 목적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역사의 실상을 정리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오늘날에 되살려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이바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점은 현재 퇴보하고 있다는 진단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의 홍콩 등
지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중의 목소리에 대한 자성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소중한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역사는 후발 자본주의 개
발도상국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므로 한중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광주 민중항쟁은 장기간 이어진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적 정권의 창출을 염원하는 한국의 민주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신군부의 전국비상계엄 실시라는 새로운 독재에 저항한 광주시민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민
주화 운동이었다.
그간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사살 명령을 내린 반역사적 반민주적 사살 명령자와 그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
는 일에 대하여 ‘휴전 상황’, ‘분단 상황’ 하에서 ‘평시 작전권’의 지휘권을 가진 미국의 책임 한미연합군의 사
령부와 미국(태평양 사령관 또는 미 국방부 내지 미국 국무원 또는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규명을 계기로 미
국무부 또는 국방부의 비밀 문서 해제를 요구하는 요청이 장기간 이어져 왔고, 최근에는 미국 안보 당국의 정
보원이 증언을 진행하여 진상 규명에 한반 다가섰다. 이러한 노력이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중국 측 518 관련 자료는 ‘정전 협정’, ‘전국 계엄’, 중국의 ‘개혁개방’ 11계 3중회의 제11대 전국대표대회 제
3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미중 수교’(1979.1.1.) 등 냉전의 데탕트 분위기 등등 이상 국내외 기본
조건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동정을 함께 살펴보아야만 ‘518’을 둘러싼 미국의
역할, 북한군 내지 북한, 즉 조선인민군의 개입, 개혁개방 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 신군부의 북방 외교 등 일
련의 동북아 정세를 가늠할 수 있다.
평화와 북핵 해결의 로드맵에 중요하게 떠오른 시방, 그러한 시야와 해석으로부터 정전협정의 종전선언 대
체 및 평화협정 체결, 북중 밀월의 해소 등 여러 공안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전망을 비로소 가져볼 수 있다.
(미완, 인용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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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518과 중국 공산당

― 중국공산당 100주년 단상
한담(전남대학교)
1. 본고는 중국 측의 5.18 항쟁 관련 언론 보도 100여 편을 통해, 그 내용과 의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가 ‘중국 측 보도 자료의 의의’(6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민일보>의 관
련 보도는 5.18 진상규명과 더불어, 탈냉전기 아시아 민주주의 변화를 중국의 시야에서 어
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당시 북한 동정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사적 자료
가 됩니다. 이 점에서 발표자가 주문한 바 있는 관련 자료의 연구 필요성과 아카이브 구축
을 비롯한 콘텐츠화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2. 제가 특히 궁금한 것은 1980년 중국에서 광주의 민주 항쟁을 어떤 시야로 바라보고 있었
는가 하는 것입니다. 발표자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의 중국 또한 ‘경제 개혁개방과
민주화 요구에 대한 자기 점검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문혁 종결 이후 화궈펑(華國鋒)의 ‘범시파’와 그에 맞선 덩샤
오핑(鄧小平)의 ‘실천파’ 간 상부 권력 투쟁이 복잡하게 뒤엉키며 짧은 혼란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정치 및 권력 장의 틈이 확대된 이 시기, 대중들은 ‘민주의 벽’ 대자보와 민간 잡지
를 통해 인권, 법치 그리고 제5의 현대화 즉,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정치 비판과 저항 움직
임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1978년 12월 11기 3중 전회에서 덩샤오핑이 승리한 이후, 비공식
적 잡지와 조직을 금지하고 민주 운동가들을 구속하는 등 분위기가 경색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1980년은 ‘민주주의’가 매우 민감한 용어였을 텐데,
언론 보도에서 어떤 용어와 관점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그 배후의 의도는 무엇인지 중국
내부의 자기 점검 측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중공 중앙 기관지인 <인민일보> 이외에,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도 함께 고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5.18 보도 자료의 양: 주제의 시의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발표자께서
활용하고자 하는 100여 편의 자료가 5.16 군사 쿠데타부터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이르는
약 40년의 시간이고 5.18에 관한 것이 10여 편(2쪽)으로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입니다. 하
지만 이는 현재 미완성 원고이고 언론 보도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 진행 과정을 더 지켜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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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분과】 중국문화, 철학, 경제

중국의 공급측개혁과 석탄산업의 연관관계 분석
최정석*5)
▷目 次◁

1. 서론
2. 선행연구
3. 주요 연구내용
4.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5. 결론

1. 서론
중국 경제는 2012년 이후 ‘신창타이(新常態)’에 본격적으로 진입함에 따라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수출, 투자
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과도한 투자로 인해 석탄 산업계 전반에 과잉생산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철강, 석탄
등 국유기업 위주의 전통산업과 인프라 분야에서 설비과잉, 중복투자,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중
국정부의 총수요 조절 위주 거시경제정책인 노동 및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감소하면서 양적 투입에 의존한 경
제성장 방식이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과잉생산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6년 1월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財經領導小組) 제
12차 회의에서 ‘공급측 개혁(供給側改革)’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총수요 위주의 양적
발전에서 벗어나 총공급 측면에서 경제산업 고도화를 통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과거
노동, 자본의 대규모 투입에 의존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방식을 넘어 향후 기술 수준 제고 등 총 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점과제로는 설비과잉 축소, 부동산 재고
해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취약부문 보완 등이 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
장을 위해 2015년 3월 개최된 중국 양회에서는 리커창 총리는 스마트제조와 인터넷플러스 및 중국제조2025전
략 및 자본시장 육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터넷 정보기술(ICT)을 활용하여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중국을 독일과 일본에 버금가는 제조강국으로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의미
한다1). 즉, 중국정부는 공급측개혁과 중국제조2025를 통해 과거 전통제조업을 ICT와 결합하여 업그레이드 시
켜 수요측면이 아닌 공급측면에서 질적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2020년 중국에너지 통계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석탄산업은 철강산업과 더불어 공급과잉이 심각한 산업 중
하나로, 2019년 기준, 생산량은 38억 5천만 톤으로 전년대비 4%증가하였고, 퇴출된 석탄광산 수는 450개 이상
되었다고 한다.

* 선문대학교 중어중국학과 부교수 (ayuwa@hanmail.net)
1) 안유화 (2016), 중국제조2025와 제4차 산업혁명, 「성균 중국연구소 차이나포커스 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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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2010-2019년 중국 석탄생산량 추이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그림1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정부의 설비과잉 해소 정책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2016년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석탄산업
의 생산량도 급속히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미중무역전쟁 등으로 위축된 내수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파급효과가 큰 석탄산업의 생산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6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국가에너지국은 ‘2020년 에너지 안전 보장 업무에 관
한 지도 의견(이하 의견)’에서, 노후화된 탄광시설에 대한 폐쇄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공급측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석탄 등 공급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보다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
적인 내용을 보면, 석탄 생산·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다. 2019년
기준 중국 전력의 52.8%는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을 만큼 석탄은 중국의 주요 발전 에너지원이었지만, 코로
나19 여파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2019년 1분기 -6.8%를 기록하며 경착륙 위기가 고조되자 경기 부양에 부담을
느낀 중국 당국은 다시 전후방연관효과가 큰 석탄발전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위안지아하이(袁家海) 화
베이전력대학(华北电力大学) 교수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른 에너지 설비사업과
비교하여 경기부양효과가 큰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급측개혁이 제기된 이후 5년간 단기적으로 석탄산업 생산량감소와 설비과잉 해소에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증가되는 모습을 보면 아직은 완전히 공급측개혁이 성공했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은 신창타이 시대에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기존 경제학 이론이나 거시경제정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창
의적인 발전전략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7년의 중국투입산출표를 활용한 중국 석탄산업의 전후방연관 산업분석을 통하여 중국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급측개혁이 얼마나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
국의 석탄산업을 포함한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공급측개혁과 연관성이 많은 한국 전통산업 군 및
기업들에게 향후 중국의 변화되고 있는 시장에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연
구목적과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1장 서론에서 중국정부의 공급측개혁과
석탄산업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배경 및 목적을 알아보고, 2장에서는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선행연구를 각
각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중국의 2017년 투입산출표 소분류 기준(149부문)을
활용하여 중국 석탄산업의 연관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분석한 다음, 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
후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급측개혁과 석탄산업 변화에 대해 어떻게 한국정부 및 기업들이 효율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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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2. 선행연구
중국의 공급측개혁과 석탄산업의 연관관계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는 한국 및 중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한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희정(2017)은 중국 경제가 2015년 이후 ‘신창타이(新常態, New-normal)’
에 진입함에 따라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수출, 투자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과도한 투자로 인해 석탄 산업
계 전반에 과잉생산 문제가 발생했다고 현황분석을 진행하였다. 향후 생산과잉 해소 및 수급 불균형 문제는
향후 3~5년간 석탄산업의 핵심 이슈로 남아 있을 것이며, 2017년에는 공급측개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하였다.
심상형(2015)은 중국 전통제조업의 혁신을 탐색하여 중국철강 2025로 글로벌 지배력의 확장을 전망하였다.
철강산업 관련 중국제조 2025의 방점은 점진적 혁신에 속하지만, 파괴적 혁신의 관점에서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혁신역량의 강화, 질적성장 등은 점진적 혁신으로, IT와 제조업의 융합
은 파괴적 혁신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전자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 과잉설비 산업의 구조조정 정책
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최정석(2016)은 중국 철강산업의 성장에 대해 대응방안을 중국정부의 철강기업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우선
적으로 분석하고, 중국 최대 규모인 허베이 철강기업의 발전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으로는 레온티에프
(Wassily Leontief)가 고안하여 사용한 중국 2012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후방연관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
계수와 전방연관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계수를 도출하여, 중국 철강산업이 중국경제에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
하고,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김동하(2016)는 중국제조2025와 산업구조조정에서 M&A를 통한 산업집중도 제고, 친환경 제조업 기반조성
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산업구조조정 2.0이라고 제시하면서, 이는 구조
조정과 구조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실업
이나 부실채권 증가 등 문제점을 수반하기 때문에 점진적, 보수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바오강-우강 합병
같은 변화는 중국정부가 본격적으로 산업 구조조정 2.0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사례라고 제시하였
다.
중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姚国华 외(2020)는 중국 석탄자원의 풍부성, 다양성, 불균형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중국 석탄자원 보유능력 평가지수 체계를 구축하고, 지수평가 기준을 분할하여 배경과
국가 평가를 활용하였다. 활용방법으로는 석탄자원의 보유배경 및 상태평가를 수행한 이후 배경 및 상태에 대
한 공동평가, 즉 석탄자원 보유능력 평가를 분석하였다.
余良晖 외(2020)는 2019년 벌크 광물제품 수입에 힘입어 광물제품 무역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광업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고 이는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다만 향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요 광물제품 시장
은 단기적으로 가격하락 압력에 직면하겠지만, 희토류 산업은 중요자원이 될 것으로 강조하였다.
陈汉(2020)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새로운 신창타이 시대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광물자원의 안전성과 광업경
제의 발전 사이에서 모순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모순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광물자원의 안
전성을 보장하면서 광업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광물자원 안보전략, 광물자원 관리, 생태문명 및 광업개
발, 지질탐사산업의 개혁 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종합적으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중국 광업 관련 자료는 전희정(2017)의 중
국 석탄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에 분석이 진행되었고, 심상형(2015), 최정석(2016), 김동하(2016)는 공
급측개혁에서 석탄산업과 더불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철강산업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석탄산업보다는 석탄자원의 보유능력 평가지수, 가격지수, 무역지
수 등 산업측면보다는 자원과 시장측면에서 분석하는 논문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余良晖 외(2020)의 연구에
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희토류 자원에 대해 향후 중요자원 전망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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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과 중국의 선행연구 모두 중국의 석탄산업에 대해 중국정부의 정책과의 연계문제, 석탄산업과 다
른 산업과의 영향관계 등 구체적인 분석보다는 자료와 통계부족으로 개괄적인 분석에서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선행연구 한계점을 보완 개선하여 2017년의 중국투입산출표를 활용하
여 중국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급측개혁과 석탄산업의 연관관계를 분석한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방법론으로 활용할 2017년 중국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도출하여 국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정부 및 기업에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한
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중국 산업연관표에서 활용한 산업분류는 소분
류(149개) 기준으로 기존 연구된 중분류(42개)기준보다는 더욱 세밀하고 구체화된 결과도출이 예상되기 때문
에 본 연구의 창의성과 연구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주요 연구내용
일반적으로 광물자원은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적 기초이며, 한 국가가 근대화과정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광물자원의 탐사개발을 핵심과제로 삼는
광업은 당연히 국민 경제의 기초 산업으로 중국 경제발전에 토대를 이루고 전후방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군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방정부에서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중복투자와 과잉생산을 거듭한 결
과, 부작용들이 발생하여 중국정부는 2016년 총수요 위주의 양적 발전에서 벗어나 총공급 측면에서 경제산업
고도화를 통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석탄산업과 철강산업을 포함한 주도산업 군에 대해 공급
측개혁을 실시하게 되었다.
중국정부의 공급측개혁의 추진에 따라 2016년 초 리커창 총리는 석탄 의존도가 높은 산시성(山西)을 방문
하여 석탄 생산과잉의 대표적 사례가 산시성이라 언급하며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산시성은
일부 석탄기업을 퇴출시키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주동적으로 생산량을 감축하고, 석탄·전력 회사 간의 연합,
석탄·코크스·철강회사 간의 연합을 추진하여 석탄·전력 간 산업 체인을 강화함으로써 석탄 이용효율을 향상하
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였다. 다만 석탄기업 간의 연합 및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은 실업 및 지방정부 세수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였다. 
최근에는 공급측개혁의 추진을 더욱 강조하며, 2019년 4월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2022년 석탄화력발
전소 건설 관련 리스크 예비경보에 관한 통지(關於發布2022年煤電規劃建設風險預警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
표하게 되었다. 이는 석탄화력 발전설비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전력공급 능력을 강화를 목적으로, 석탄발전 설
비규모 적정성, 자원 제약, 석탄발전소 건설 경제성 등 지표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프
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일시 중단하고 신규 자가발전용 프로젝트는 일시 유예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와 더불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연구소(ERI)는 ‘석탄발전소 퇴출 보고서’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
했는데, 그 결과 중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1000여 곳과 석탄발전단지 3000곳을 대상으로 기술성, 경제
성, 환경 영향, 전력망 안정, 공정성 등을 평가하여, 기준에 따라 우선퇴출 설비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퇴출전략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중국 전력연합회에서 발표한 ‘2019년 1~11월 전력산업개
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석탄발전설비용량이 전체 발전설비용량(1870GW)의 55.08%(1030GW)의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퇴출이 이뤄질 경우 전력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약 1000만 명의 관련업
계 종사자들이 있는 만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석탄산업은 중국정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공급측개혁 실현성공에 열쇠를 가진 핵심 산업으로, 구조조정의 향
방에 따라 전후방 연관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4..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1)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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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활용할 연구방법으로는 2017년 중국 투입산출표에 있는 영향력, 감응도계수를 활용하여,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공급측개혁과 석탄산업의 연관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중국 투입산출표는 국가통
계국에서 5년에 한 번 발표되고 있고, 중국의 전반적인 산업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 연구도구인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향력계수(Index of the power of dispersion)는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에 대하여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때, 전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이로서, 영향력계수( F )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
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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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j = 1，2，3，………）

1
åå bi j
n i =1 j =1

>1이면, j번째 부문의 생산이 기타 부문에서 생산된 파급영향정도에 대해 사회평균영향수치보다
많은 것을 뜻하고, F =1이면，j번째 부문의 생산이 기타 부문에서 생산된 파급영향정도에 대해 사회평균
영향수치와 같은 것을 뜻하며, F 〈 1이면，j번째 부문의 생산이 기타 부문에서 생산된 파급영향정도에
대해 사회평균영향수치보다 적은 것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영향력계수가 클수록 해당부문이 기타산업에 대해
촉진역할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감응도계수(Index of the sensitivity of dispersion)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
각 한 단위씩 발생할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계수로서 그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행 합계를 전 산업의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일반적으로 석유
제품과 같이 그 제품이 각 산업 부문에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가 크다. 감응도계수
( E )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国家统计局国民经济核算司, 2020).
F

j

j

j

i

n

åb
Ei =

ij
j =1
n
n

1
åå bi j
n i =1 j =1

（i = 1，2，3，……… ）

> 1이면, i번째 부문이 받은 감응정도가 사회평균 감응도 수준보다 높은 것을 뜻하고, E =1이
면，i번째 부문이 받은 감응정도가 사회평균 감응도 수준과 같은 것을 뜻하며, E 〈 1이면，i번째 부문
이 받은 감응정도가 사회평균 감응도 수준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감응도계수가 클수록 다른 산
업의 자본재로 많이 사용됨을 뜻하므로 여러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E

i

i

i

2) 실증분석
(1) 영향력계수의 분석
본 논문에 사용된 연구도구로는 중국에서 발표된 2017년 투입산출표 중에서 149개 부문의 생산유발계수표
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석탄산업과 관련이 깊은 (생산유발계수가 높음)부문을 재분류하여 영향력 계수를 측정
하였다(国家统计局国民经济核算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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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2017년 중국 석탄산업의 영향력 계수 (분석진행 중)

17 전문설비제조업
22 기타제조업
21 계량/계측기 제조업
20 통신설비 및 기타전자설비 제조업
19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16 일반제조업
24 금속제품, 기계설비 수리서비스
18 교통운수 설비 제조업
15 금속제품업
14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10 제지, 인쇄 및 문화체육용품 제조업
28 건축업

영향력계수
3.780887
1.370608
1.340107
1.293867
1.252527
1.236126
1.235980
1.227700
1.221107
1.176323
1.126413
1.123992

자료출처 : 중국 2017년 투입산출표의 149개 부문 완전소비계수 중, 0.2이상의 12개 부문을 (I - A) 에 대입
하여 본인재작성. 国家统计局国民经济核算司(2020)， 「2017年中国投入产出表」，北京:中国统计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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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응도계수의 분석
이번 분석 역시 중국에서 최근 발표된 2017년 투입산출표 중에서 149개 부문의 생산유발계수표를 사용하였
는데, 이를 석탄산업과 관련이 깊은 (생산유발계수가 높음)부문을 가지고, 다시 감응도 계수 공식에 대입하여
수치를 계산하였다(国家统计局国民经济核算司, 2020).
표5. 2017년 중국 석탄산업의 감응도 계수 (분석진행 중)

12 화학공업
14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25 전력, 난방 생산 및 공급
29 도소매업
33 금융업
30 교통운수 및 창고업/우편업
11 석유가공, 정제/핵연료 가공업
03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2 석탄채굴업
35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16 일반제조업
04 금속채굴업
13 비금속광물 제품업
23 폐품/폐기업

감응도계수
3.451570
2.891365
1.932049
1.613322
1.596233
1.529516
1.458722
1.410033
1.232892
1.099991
1.011091
0.969674
0.829476
0.523324

자료출처 : 중국 2017년 투입산출표의 149개 부문 완전소비계수 중, 0.04이상의 14개 부문을 (I - A) 에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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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본인재작성. 国家统计局国民经济核算司(2020)，「2017年中国投入产出表」， 北京:中国统计出版社.

5. 결론
중국의 공급측개혁과 석탄산업의 연관관계 분석을 진행한 결과, 다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2017년도 중국석탄산업 영향력계수의 분석결과를 보면, 전문설비제조업(3.780887), 기타제조업(1.37060
8), 계량/계측기 제조업(1.340107)순으로 도출되었다. 분석결과로 보면, 중국제조 2025정책실시 결과로 보기는
어렵지만, 2012년에는 기존 전통제조업인 금속제품업, 전기､기계 및 기자재제조업,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철
강산업)었다면, 2017년에는 기존 제조업에서 기술과 전문성이 더해진 전문설비제조업, 기타제조업, 계량/계측
기 제조업으로 영향을 주는 후방산업 군이 전환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둘째, 2017년도 중국석탄산업의 감응도계수는 화학공업(3.451570),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2.891365), 전력/
난방생산 및 공급(1.932049)순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석탄산업의 전방산업, 즉 중국의
전통제조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원료산업 및 원자재 산업 들이 중국정부의 각종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전환이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어, 중국정부의 중국제조2025전략이 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공급측개혁과 석탄산업의 연관관계는 중국정부의 정책에 많
은 연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분석 시기가 2017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
로 작성되어, 중국제조2025정책실시에 따른 실무적인 영향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중국정부의 제조업정책 고찰과 향후 발표될 2022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후속연구를 진행한다면, 본 논문결과를 토대로 더욱 풍부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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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중국의 공급측개혁과 석탄산업의 연관관계 분석
최석규(선문대학교)
본 논문은 중국의 공급측개혁과 석탄산업과의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논문으로서, 최근 중국정
부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2025 및 공급측개혁의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았
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급측개혁과 중국제조2025전략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공급측개혁은 공급측 구조개혁은 총수요
위주의 양적 발전에서 벗어나 총공급 측면에서 경제산업 고도화를 통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과거 노동, 자본의 대규모 투입에 의존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방식을 넘어 향후 기술 수준 제고 등
총 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점과제로는 설비과잉 축소,
부동산 재고 해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취약부문 보완 등이 제시되었다. “중국제조 2025”전략은 모
두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제조 2025의 1단계는 2015-2025년으로, 2025년까지 중국 제조업 수준을 현재
제3그룹에서 독일, 일본이 속한 제2그룹으로 진입시킨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과 IT간의 융합, 친
환경적 성장이 강조되고 있다. 2단계는 2025-2035년으로, 중국 제조업 수준을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제2그룹
의 선두주자로 부상시킨다는 구상이다. 중국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1그룹인 미국과 경쟁한다
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는 2035-2045년간으로, 신 중국 설립 100주년(2049년)에 맞추어 미국과 함께 세계 제
조업 제1그룹으로 진입하고, 주요 산업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춰 세계시장을 혁신적으로 선도하겠다는 구상
이다.
또한 연구방법론으로 중국 석탄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를 보기 위해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도출하여
이러한 분석결과가 중국의 공급측개혁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2가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물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방법론에서 활용하신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는 어떠한 상황에서 쓰는 연구방법론인지 궁금합
니다.
둘째, 중국 제조업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이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공급측개혁은 어떠한지 궁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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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분과】
학문후속세대

【제5분과】 학문후속세대

《上博简》孔子語錄文中介词“於”字用法考
袁曉鵬*1)
▷目 次◁

1. 前言
1)时代背景
2)语言现象
2. 介词“於”的用法
1) 动词+於+宾语
2) 形容词+於+宾语
3)於+宾语
4. 结语

1. 绪论
甲骨文中未見“於”字。“於”字最早出現在金文當中，主要作嘆詞和介詞。“於”字最初寫作“烏，读wu”，後人根據
金文中的字體隸作“於”。≪上博简≫孔子語錄文篇中的“於”字共出現62次，57次用作介詞，3次用作嘆詞，2次用作
篇名。

1). 時代背景
≪上海博物馆藏战国楚竹书≫(以下称≪上博简≫)共九冊，57篇簡。其內容大多是現行文獻中前所未見的，經專
家鑒定是原始的､第一手的战国古籍。≪上博简≫與同時期20余批竹簡､帛書相比，57篇简文中有15篇1)簡文的内容中
反復出現“子曰”､“孔子曰”､“夫子曰”､“子雲”､“子言之”､“子言之曰”等字样，涉及的内容也是与孔夫子言行､孔夫子回
應弟子､孔夫子應對時人有关。李零(2007)≪郭店楚簡校讀記(增訂本)≫中曾指出：“在記錄孔門言行的≪劄記≫各篇
中，它的“夫子曰”､“子曰”､“子雲”､“子言之曰”和“子言之”，其實都是全部如此。子思称，他记录的孔子語錄文，有
些为亲耳所闻，有些为他人所传，但都不失孔子的原意。”
*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e-mail: yuanxiaopeng@hanmail.net)
1) 上博簡(一) ≪孔子詩論≫(以下簡稱≪孔詩≫)､≪緇衣≫， 上博簡(二) ≪民之父母≫(以下簡稱≪民父≫)､≪子羔≫､≪魯邦
大旱≫(以下簡稱≪魯邦≫)､≪從政≫(甲､乙)，上博簡(三)≪中(仲)弓≫，上博簡(四)≪相邦之道≫(以下簡稱≪相邦≫)，上博
簡(五)≪季康子問於孔子≫(以下簡稱≪季康子≫)､≪君子爲禮≫(以下簡稱≪爲禮≫)､≪弟子問≫，上博簡(六)≪孔子見季桓
子≫(以下簡稱≪見季≫)，上博簡(八)≪顏淵問於孔子≫(以下簡稱≪顏淵≫)，上博簡(九)≪史籀問於夫子≫(以下簡稱≪史籀
≫)。
- 157 -

孔子生活在动荡的春秋时期，东周王室衰弱､诸侯争霸､大夫专权､战乱不止，同时又是向新的文明时期极具迈进的
时代。在這種語言雜亂的情況下，孔子堅持用周朝規定的規範語言官話或正言教書､執禮並為當時語言規範統一做了
多方面的努力。孔子周遊中原列國14年之久，身边常有欲求學之弟子陪伴，其弟子又分散各國，做官､辦學，轉相教
授。卻未曾發現有文字記載他在行礼､讲学时隨身需要帶我們今天所說的翻譯，換言之，孔子及其弟子在穿梭于各国
不同的地域时，他們的語言不存在溝通的障礙。
基於此因，本文将屢次出現“子曰”､“孔子曰”､“夫子曰”､“子雲”､“子言之”､“子言之曰”等字样並以问答形式进行对
话的15篇简文归为孔子語錄文。≪上博简≫孔子語錄文屬於出土戰國文獻，長期埋藏在地下，未經流傳，確保了其
真實性。

2)語言現象
先秦古汉语虚词产生和发展主要分为殷商期，西周､春秋期，以及春秋末､战国期叁个时期。春秋末､战国期可以
说是上古虚词发展到成熟阶段的一个重要标志。通过新兴介词､连词､语助词的使用人们的思想表达得更清晰､明确，
语言的逻辑性也大幅度增强。介词“於”字便是该时期一个代表性的虚词。“於”字最早出現在金文當中，主要作嘆詞
和介詞。崔永東(1992，第79页)指出烏，銘文作“ ”“ ”等，常与“虖”連用，作感嘆詞，可譯爲“唉”､“哎呀”等。用
作叹词时，如≪毛公鼎≫中的“嗚呼！惧作小子溷湛于艰，永巩先王”句；用作介詞时，“於”字出現在動賓結構之
間，如≪殷周金文集成(00038)≫中“晋人救戎於楚竞(境)”句。西周金文中“於”字用作引介對象的用法僅一例≪師詢
簋≫中“亦則於汝乃聖祖考佐佑文王，作厥肱股”句。
先前學者多認爲“于”､“於”二字用法相同，或认为二字为古今字。”张玉金(2011，第99-100页)总结到楚简里“於”出
现了912次，而“于”只出现了25次；秦简中，“於”出现了63次，而“于”只出现了8；在战国玉石文字中“於”出现了5
次，而“于”只出现了1次。≪上博简≫孔子語錄文篇中的“於”字出現了62次，“于”字却只出現5次，只用作引介場所的
介詞。
⦁ ⦁

⦁

⦁

(1) 亡(無)聖(聲)之樂，塞于四方2)亡(無) (體)之豊(禮),日逑(就)月相(將)≪民父11≫
释: 無聲之樂, 塞于四方；无体之礼，日就月将
(2) 亡(無) (體)之豊(禮),塞于四 (海);亡(無)備(服)之 (喪),爲民父母)3)≪民父12≫
释:无体之礼，塞于四海；无服之丧，为民父母
(3) 文王曰
□: 文
□王才上, 於邵于天. 之.
≪孔诗22≫
释: “文王在上, 於邵于天” 吾美之
(4) 父母虖必達於豊樂之 ，㠯至五至㠯行三亡㠯皇于天下.
≪民父2≫
释: 之父母乎, 必達於禮樂之原, 以致五至, 而行三無, 以橫于天下.
⦁

⦁

⦁

⦁

‘于+场所名词’是继承了甲骨文中动词‘于’最初虚化为介词的用法。≪民之父母≫篇11简中出现‘塞于四方’句、12简
中写作‘塞于四海’而28简中写作‘塞於四海’。例句(3)、(4)的介词写作‘于’，提到的‘三无’，是一种因果关系导致的必然
结果，涉及的是盖指的影响范围，无需加以强调，所以使用了单纯地引介场所介词‘于’。
從時間軸上看，≪上博简≫孔子語錄文正是介於甲骨，銘文之後，传世文獻之前的過渡時期。加之其為非傳世文
獻，不曾被世人傳抄､修改，因此，是研究上古漢語語言現象的珍貴語料。本文参考季旭升(2015)，崔南圭(2016)的
竹简编排与文字考释，並结合孔子生活的时代背景，全面梳理介词“於”字在≪上博简≫孔子語錄文中的使用现象。
2) ‘亡(無)聖(聲)之樂, 塞於四方’:《淮南子‧原道訓》中有”泰古二皇, 得道之柄, 立於中央, 神與化游, 以撫四方.”句 《禮記‧孔子
閒居》中有“無聲之樂, 日聞四方”句,然而 《孔子家語‧論禮》中无此句。
3) ‘亡 之豊, 塞於四 ’，《禮記‧孔子閒居》中有“無體之禮, 施及四海”句, 《孔子家語‧論禮》中无此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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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介词“於”的用法
≪上博简≫孔子語錄文篇中的“於”字写作“”，释为“於”。“於”字用作介词时，根据接续方式的不同主要引介动作行
为的受事对象和涉事对象4)，具有突出主題之功效。“於”字后可带名词或其他成分，在句中构成介宾短语，修饰动词
或形容词。

1). 动词+於+宾语
(1)动词+於+宾语，引介受事对象，共10例。

引介受事对象的介词“於”字后，宾语成分主要为人称代词。
(1) □
子 (夏) (問)於孔子曰
≪民父1≫
释: 子夏问於孔子曰
(2) 子羔昏(問)於孔=(孔子)曰
≪子羔9≫
释: 子羔問於孔子曰
(3) 季庚(康)子 (問)於孔=(孔子)曰
≪季康子1≫
释: 季康子問於孔子曰
(4) (顏) (淵) (侍)於夫=子=(夫子.夫子)曰5)
≪爲禮1≫
释: 顏淵侍於夫子曰
(5) 肰(然) (吾)新(親) (聞)言於夫子，… (顏) (淵) (侍)於夫=子=(夫子，夫子)曰
≪爲禮3≫
释：然吾親聞言於夫子， 欲行之不能……顏淵侍於夫子曰
(6) 子羽 (問)於子贛(貢)6)曰
≪爲禮11≫
释：子羽問於子貢曰
(7) □ (顔)囦(淵) (問)於孔=(孔子)曰
≪顔淵1≫
释：顔淵問於孔子曰
(8) 孔=(孔子)退，告子贛(貢)7)曰:「 (吾)見於君， 不昏(問)又(有)邦之道， 而昏(問) (相)邦之道， 不亦
⦁

⦁

⦁

⦁

⦁

⦁

⦁

⦁

⦁

4)“动作行为的对象”是一种笼统的说法，凡与动作相关的都可以称为对象，但具体又有各种不同。张玉金(2011)结合传统的分类法，
根据语义功能将出土文献中的引介对象的介词分为：施事､致事､经事､系事､起事､受事､成事､位事､任事､使事､感事､涉事､止事､当
事､共事､凭事､境事､因事､关事､比事。上博简孔子言论文处于“承前启后”时期，尚未出现的用法居多，本文仅采用介词对象冠以
的名称。
5)“ (顏) (淵) (侍)於夫子”同“顏淵侍於夫子”句。传世本≪禮記‧孔子閑居≫中有“孔子閑居，子夏侍”句，≪仲尼燕居≫中有“仲
尼燕居，子張·子貢·言遊侍”句.≪孔子家語·論禮≫亦可见“子夏侍坐於孔子”句。
6)端木赐，字子贡，卫国人。孔子得意门第之一，是春秋晚期著名的外交家和商人。子贡在商业和政治行为中，将孔子学说的内容和
原则转化为实际行为，提高了孔子言论的地位。≪晋书≫列传第十三有云:“衍既有盛才美貌，明悟若神，常自比子贡。兼声名藉
甚，倾动当世。妙善玄言，唯谈≪老≫≪庄≫为事。”≪史记·货殖列传≫云：“夫使孔子名布揚於天下者，子貢先後之也。此所謂
得埶而益彰者乎？”虽无从考证正确与否，却可充分说明子贡在众弟子中的位置不言而喻。
7)“ (吾)見於君”句中的“君”当指一国之君。传世本先秦文献≪荀子·哀公≫有一组哀公和孔子的对话：“君之所问，圣君之问也。
丘，小人也，何足以知之？”中的“君”则是对魯哀公的尊称。鲁国相继有昭､定､哀三公。鲁襄公在位时，孔子年纪较小，与襄公不
可能发生这样的对话。≪孔子家语≫中记载孔子二十岁时得子，鲁昭公派人赏赐了一条鲤鱼。孔子仕鲁是在定公时期；晚年归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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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欽) (乎)?
≪相邦4≫
释:孔子退下，告訴子貢說：“我见君王，不問有邦之道而問相邦之道，不亦欽乎?”
(9) 昂不僕此言不忨(願)見於 =(君子)8) 大爲毋 (聑)
≪見季13≫
释: 昂不僕此， 言不願見於君子， 大爲毋聑9)
⦁

例(1)至例(9)句中的介词“於”位于动词和宾语之间，构成“主語+动词+於+宾语”的形式。动词前的主語是謂語動詞
的行動發出者，介词“於”引介了动作直接涉及的受事对象。該組例句中“於”字后的名词“孔子”､“夫子”､“子贡”､“国君”
､“君子”与“於”字前的动词“见”､“问”､“闻”､“侍”构成介宾短语，“见於孔子”即见的直接对象是孔子。那么，“见”这个
动作的发出者便位于动词之前，因此构成了“施事者+謂語+於+受事对象”的形式。≪上博简≫孔子語錄文中的这种句
式一般出现在句首，主要用来强调动作指向的对象，表尊重义。例(5)句中后半部分的“顏淵侍於夫子”句中的“於”字
可译为“为”，句中的“夫子”作为动词“侍”所服侍的对象，説明顔淵服侍孔夫子是出於尊敬的態度。例(8)句中句首“孔
子退，告子貢說”句裏孔子告知的對象是子貢，對子貢説的話中又提到“吾見於君…”句是說孔子本人見了君王。一句
話中提到的兩個對象語形成鮮明的對比，句首部分孔子告知子貢句可以説明孔子作爲子貢的老師，所以對晚輩説話
時不需要加“於”字；句中第二個對象是説孔子見了君王，君王作爲一國之君，是天下百姓尊敬的人物，所以用“於”
字引介出孔子所見的對象，表示了孔子對君王的尊敬。由此可見，該組“於”字后出现的人称代词一定是受到恭敬的
人。
传世文献中有关孔子的记载如≪論語≫10)､≪孔子家語≫中的11)以及≪史記≫12)中此类用法比比皆是。≪礼记⋅
少礼≫中记载：闻始见君子者，辞曰：“某固愿闻名于将命者。”不得阶主…问品味曰：“子亟食于某乎？”问道艺
曰：“子习于某乎？”､“子善于某乎？”，≪孟子⋅万章下≫:“庶人不传质为臣，不敢见于诸侯，礼也。”可见上古汉语
中向对方或者身份､地位比自己高的人询问时，需要遵守一定的禮節，出于這種礼仪上的尊敬，語言表達上則需用介
词“於”引介出询问的对象。春秋时期社会处于礼崩乐坏时期，孔子却坚持以礼乐施教，强调教化的作用。≪礼记⦁
仲尼燕居≫中记载“孔子语：礼也者， 理也。乐也者，节也。君子无禮不动，无节不作。”在施教过程中孔子极为注
重礼仪的约束，并严格规范自己的德行。≪上博简≫孔子語錄文中介词“於”字后接續的稱謂的這種使用現象可以充
分説明當時社會為表達對話語對象的尊敬時，用介詞“於”引介出表示尊敬的對象。
≪魯邦大旱≫篇第一支簡文為：“魯邦大旱哀公胃孔=子不爲我 之孔= 曰邦大旱毋乃 者型與悳 ”簡文中出
現“哀公胃孔子”句子，句中“胃”釋作“謂”，“謂”字后也不見“於”字。魯哀公八年至十年，孔子在衛國，直至魯哀公十
一年，孔子年六十八歲，返回魯國。季康子問政。孔子修詩書，定禮樂，讚周易。13)徐仁甫(2014)“謂”猶“問”也。哀
公十一年孔子返回魯國的條件便是不再攝政，安心教學。由此可推斷，公徵求孔子意見，孔子或在衛國，便派人傳
書問孔子如何解決魯國大旱一事。此句并非是哀公直接與孔子的對話，所以“謂”字后未加介詞“於”。

(2) 动词+於+宾语，引介特指涉事对象，共28例。
① “动词+於+名词”，宾语成分可以是人称代名词也可以是一般名词，引介特指涉事对象的介词“於”字，表所到､
所在､对于､用于，共14例。
(10) 之
□父母虖(乎)，14)必達於豊(禮)樂之 (洍)，15)㠯至(致)『五至』㠯行『三亡(無)』，
⦁

皇(橫)于天下。

㠯

之后，在位的是哀公，但无论是谁在位，他们都是鲁国的君主。
8)“言不忨見於 =”句中的“忨wàn字，≪說文解字·心部≫“忨”字是由意部“心”和声部“元”组成的形声字。
9)色不朴，出言不忌；见于君子，大为毋摄，此邪民也。
10) ≪爲政≫篇､≪顏淵≫篇､≪雍也≫篇､≪先進≫篇､≪憲問≫篇。
11) ≪辨物≫篇､≪五帝≫篇‧≪曲禮自貢問≫篇。
12) ≪孔子世家≫篇和≪辨詩外傳≫篇。
13) 常會營≪孔子生平事迹考(下)≫，孔廟國子監論叢，2016。
14)“之□ 父母虖”:此简与前一简文相连，释为：民之□ 父母虖(乎)。传世本≪禮記⋅孔子閒居≫中有“夫民之父母乎”；≪孔子家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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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父2≫

释: 之父母乎， 必達於禮樂之原.
(11) 子曰: 爲上可 而 (智)也， 爲下可 而 (志)也， 則君不 (疑)丌(其)臣=(臣， 臣)不或(惑)於君.
≪䊷衣2≫
释: 子曰: 爲上可望而知也， 爲下可述而志也， 則君不疑其臣， 臣不惑於君.
(12) (執)民之中， 䊶(纼) (訤)於百眚(姓)， 而民不備(服)安(焉)， 氏(是) =(君子)之恥也
≪季康子3≫
16)
释: 執民之中紖訤 於百姓
(13) 亓(其)易(賜)予(與) (覤)之民， 亦㠯(以)亓(其)勿審二逃者17)㠯(以)觀於民， 唯又(有) 弗遠
≪見季12≫
释：亦以其勿審二逃者以觀於民
(14) 是 (對)，求之於中，此㠯(以)不惑，而民道(導)之
≪見季27≫
释： 是對， 求之於中， 此以不惑， 而民導之
(15) 賜(则)能贵(溃)於 =漮=(禹汤，禹汤)賜(则) (學)自□ ≪史蒥3≫
释：則能潰於禹湯，禹湯则学18)
(16) 则民 (慎)於言而 (謹)於行.≪ (詩)≫員(云):穆=(穆穆)文王，於幾義之19)
≪䊷衣17≫
释：则民慎於言而謹於行. ≪詩≫云: “穆穆文王， 於緝熙止.”
(17) 實官蒼(倉)，百攻(工) (勸)於20)㠯(以)實 (府)庫， (庶)□(?) (觀)於四枳(肢)之 (藝)， 㠯(以)備軍
(?)
≪相邦3≫
释：以实官仓.百工劝於事，以实府库。庶人劝於四肢之艺，以备军旅
(18) (顏) (淵) (侍)於夫=子=(夫子.夫子)曰:｢韋(回)，君子爲豊(禮)，以依於 (仁).｣
≪爲禮1≫
释：顏淵)侍於夫子. 夫子曰: ｢回， 君子爲禮， 以依於仁.｣.21)
⦁

⦁

⦁

⦁

⦁

⦁

⦁

⦁

⦁

例(10)至例(15)句中的“於”字同样位于动词和宾语之间，构成“动词+於+宾语”的结构。与(1)~(9)例句不同的是例(1
0)至例(15)句中的“於”字后面的名词“禮樂”､“君”､“百姓”､“中庸”､“禹湯”它们不是直接参与行動的受事對象，而是代
表了当时社会或者较话者来说是地位或官位在上的陳述對象。例如例(10)句中的介詞“於”字后的“禮樂”22)，“禮樂”始
中有“夫民之父母”句。
15)“必達於豊樂之 ”句中“達”字，≪說文解字≫乃古言也。讀徒葛切。訓通達者､今言也。竹简文中的“達”字释为“通达”､“通晓”。
“豊”字，≪說文解字≫行禮之器也。从豆，象形。凡豊之屬皆从豊。≪六書正僞≫(卷三)卽古禮字。後人以其疑於豐字，禮重於
祭，故加示以別之。凡澧､醴等字从此。≪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一)⋅性情論≫和≪郭店楚墓竹書⋅六德≫中均释为“禮” 。
16)季旭昇(2006) 释 “䊶 ”一词为“施敎”。
17)“二逃”读为“二道”.指：“邪僞之民”､ “仁人之道”.
18)羅運環(2017)≪上博九<史蒥問于夫子>研讀≫:“貴”字，音通“潰”。“ ”字，簡文恒見，≪古音駢字續編≫引≪路史≫“夏 ”注
“夏禹”。“漮”字，音通“湯”。上博五≪鬼神之明≫第1簡作“湯”，商代創立者。
19)≪上博簡≫引用的“於幾義之”句在≪郭店楚墓竹簡≫以及传世本≪禮記本≫中写为“於缉熙敬止”。“幾”字通 “緝”， “義”字通“
熙”，可从。≪郭店楚墓竹簡≫: 则民誓(愼)於言而慬(謹)於行. ≪诗≫云: “穆穆文王， 於偮(缉) (熙)敬止.”≪禮記本≫: 则民
谨于言而慎于行. 诗云: “慎尔出话， 敬尔威仪.”
20) “百攻 於事”: ≪淮南子·诠言训≫如果多收赋税充实府库，就会造成人民的不满。仇:仇恨。
21)“君子爲豊， 以依於 ”句，≪論語·述而≫中 “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遊於藝.” 汉简“ (顏) (淵) (侍)於夫子”与下一
简“身毋 (動)安(焉)”的内容可见传世本≪論語·顏淵≫篇. ≪禮記·學記≫曾説:“不興其藝，不能樂學。故君子之於學也，藏焉，
脩焉，息焉，遊焉。夫然，故安其學而親其師，樂其友而信其道，是以雖離師輔而不反也.”依者，不違之謂。仁，則私欲盡去而
心德之全也。功夫至此而無終食之違，則存養之熟，無適而非天理之流行矣。
22)≪礼记·乐记≫称：礼乐顺天地之诚，达神明之德，隆兴上下之神。 又说：“乐者敦和，率神而从天；礼者辨宜，居鬼而从地。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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于夏商，盛行于周朝。周王室及贵族子弟从13岁开始，要逐渐学习掌握各种礼仪乐舞，20岁左右要全面掌握≪六代
舞≫和≪六小舞≫。在贵族阶层，乐舞修养操持是生活的一部份。≪六代舞≫的实施，是要达到治国安民的目的，
通过乐舞促使人们完善内在修养，并自觉遵守社会秩序，进而达到整个社会安定。周礼作为当时社会各级贵族的政
治和生活准则，维护了国君的统治。可见，能接触到“礼乐”的人非王即贵。例(15)句中的“禹湯”指夏禹和商汤，后视
为贤明君主的典范。例(11)､(12)句等句中的“君”､“百姓”等涉是對象则分别代指不同阶层的社会群体，可突出强调所
介动词行为受益的对象。≪左传·昭公十四年≫中“遂奔齐，侍饮酒於景公”以及≪汉书·扬雄传≫中的“东方朔割炙於
细君”句中介词“於”的宾语“景工”､“细君(妻子)”均为突出强调前面动词“侍”､“割”为谁而发。“中庸之德”23)程子曰:“不
偏之謂中，不易之謂庸，中者天下之正道， 庸者天下之定理. 自世敎衰， 民不興於行， 少有此德久矣.”。由此可
见，介词“於”后的宾语皆属于话题中涉及的特指对象语，本文归为涉事对象。传世本中≪孟子·公孙丑下≫中“孟子自
齐葬於鲁，反於齐，止於赢。”句；≪汉书·贾谊传≫中“兵破於陈涉，地夺於刘氏”等均可看作是介词“於”+公名的这
种特指用法。
例(16)､(17)､(18)句中的“於”引介了的特定涉事对象，介词“於”字表对于､用于，亦可以忽略不译。介词“於”字后的
賓語為动词所针对的陳述对象。例(13)句“以觀於民”和例(18)句“以依於仁”中的“以+謂語+於+賓語”的形式更有趋于
强调宾语之勢。例(11)中的“臣不惑於君”句中的“於”字引介了“惑”的对象，“於+君”做前面动词“惑”的宾语，译为：臣
下不理解君主。结合整个句义看：居上位的人光明磊落，使人一见就知道他的心思;处在下位的人坦诚勤谨，可以依
据他的行为使人人了解。这样君主就不会怀疑他的臣下，而臣下也不会不了解他的君主了。介词来源于动词一说是
学界公认的词类转变现象，本文认为該組“动词+於+宾语”句式中的介词“於”有强调涉事对象之意，涉事对象宾语对
于主语来说存在被动之意。该现象是“於”字作介词时的一大重要特征，因此不可忽略不计。
②“动词+於+處所名词”，宾语部分为处所名词，介词“於”字同样表所到､所在，共8例。
(19) 孔=(孔子)曰: 鈐也， (夋⋅俊⋅舜) (來)於童土之田24)
释: 孔子曰：鈞也，舜穡於童土之田
(20) 而晝於伾而生25)=而能言是 也
释: 划背而生，生而能言，是禹也。
(21) 觀於伊而 (得)之 (參)也.26)
释: 觀於伊而得之
(22) 而 (得)旣(氣)塞於四 (海)矣，此之胃(謂)三亡(無).
释: 得而见也，而得既塞於四海矣。此谓三亡。
⦁

⦁

⦁

⦁

≪子羔2≫
≪子羔10≫
≪子羔11≫
≪民父7≫

例(19)､(20)､(21)､(22)句中的介词“於”字处在处所名詞作宾语的動賓結構之间，此时的介詞“於”表所在。該組例句
中介词“於”引介的宾语“无草木之地”､“背”､“伊水”､“四海”皆为動作發生或實施的場所名詞，已在强调动作“来”､“划”､
“观”､“塞”发生的特定场所。例(22)中的“而得既塞於四海矣”句，学者们对该句的争议较大。27)传世本≪孟子·公孙丑
圣人作和应天，作礼以配地。”
23)≪論語·雍也≫“中庸之爲德也， 其至矣乎! 民鮮久矣.”。
24)“ 於童土之田”: “ ”字，≪說文解字≫中无此字。该字由义部 “田”，声部“來”组成，訓為行來之來。學者多以為誤釋。≪广韵
≫中“徠”字含劳动之意。≪集韻≫中“來”､“徠”､“逨”､ “ ” 皆释为“来往”义。徐在國以為應釋為嗇，讀為穡，≪書·盤庚≫“若農
服田力穡”，孔傳：穡，耕稼也。黃德寬亦如是釋讀。“童土”是指荒芜之地。≪莊子·徐無鬼≫：“堯聞舜之賢， 舉之童土之地。
曰， 冀得其來之澤. 舜舉乎童土之地， 年齒長矣， 聰明衰矣， 而不得休歸. 所謂卷婁者也.” 陸德明≪釋文≫引向曰：童土，
地無草木也。
25)“畵於伾而生”是“劃背而生”的意思。≪郭店楚墓竹簡·忠信之道≫中有“信人不伓(背). 君子女(如)此， 古(故)不 (皇·枉)生， 不
伓(背)死也.”句，可借鉴。
26)“觀於伊而 之 也”: “伊”当为地名。林志鹏(2005)“观于伊”之“观”与关桑林之会有关，“伊”则指伊水.≪楚辞·天问≫：水滨之
木，得彼小子。夫何恶之，膢有莘之妇。后≪吕氏春秋⋅本味≫篇推衍此事较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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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中有“夫志，气之帅也；气，体之充也。夫志至焉，气次焉。…其为气也，至大至刚，以直养而无害，则塞於天
地之间，”可与该简文相印证。庞朴先生认为：本简文“谈五至､三无､五起时，所蕴含的志气说，正是孟子浩然之气
说得先声”，顺理成章。28)
≪礼记·孔子闲居≫：“孔子曰“志之所至，诗亦至焉。诗之所至，礼亦至焉。礼之所至，乐亦至焉。乐之所至，哀
亦至焉。哀乐相生。是故正明目而视之，不可得而见也；倾耳而听之，不可得而闻也；志气塞乎天地，此之谓五
至。”子夏曰：“五至既得而闻之矣，敢问何谓三无？”孔子曰：“无声之乐，无体之礼，无服之丧，此之谓三无。””
≪孔子家语·论礼≫：“孔子曰：“志之所至，诗亦至焉；诗之所至，礼亦至焉；礼之所至，乐亦至焉；乐之所至，
哀亦至焉。诗礼相成，哀乐相生。是以正明目而视之，不可得而见，倾耳而听之，不可得而闻，志气塞於天地，行
之充於四海，此之谓五至矣。”子贡曰：“敢问何谓三无？”孔子曰：“无声之乐，无体之礼，无服之丧，此之谓三
无。””
≪上博简·民之父母≫：“孔子曰“五至乎？物之所至，志亦至焉。志之[所]至者，礼亦至焉。礼之所至者，乐亦至
焉。乐之所至者，哀亦至焉。哀乐相生，君子以正。此之谓五至。”子夏曰：“五至既闻之矣，敢问何谓三无？”孔子
曰：“三无乎？无声之乐，无体之礼，无服之丧，君子以此横于天下。倾耳而听之，不可得而闻也；明目而视之，不
可得而见也，而得既塞於四海矣。此之谓三无。”” 29)
結合上下文句意，可见简文从正面阐释孔子倡导的思想“志”和“气”，从而可判断例(22)句的“四海”都是一个泛指的
名词，并不是具体的位置，但表达出话者对于“德”所能普及的范围的敬重。
≪上博简≫孔子語錄文中表强调处所的介词“於”以“动词+於+处所名词”的形式出现，主要表示动作作用的场所或
范围。如需要强调动作发生或涉及的具体场所时，处所名词后往往会加上方位词，构成“动词+於+处所名词+方位词”
的形式如：
(23) 唯子之 (治)䐓， 青(請)昏(問): =(君子)之從事者於民之30)
≪季康子1≫
释: 君子之從事者於民之上
(24) 觀於伊而 (得)之 (參)也. 遊於央(瑤)臺之上
≪子羔11≫
31)
释: 觀於伊而得之，娠，三遊於央臺之上
(25) 句(后) (稷)之母，又(有) (邰)是(氏)之女也， 遊於串咎之內，32) 冬(終)見芺攼而薦之
≪子羔12≫
释: 遊於玄咎之內
(26) (使) (雍)也從於 (宰)夫之 (後)， (雍)也憧
≪仲弓4≫
释: ⧄使雍也從於宰夫之後， 雍也童
(27) □又(有)民㠯(以)來，未或能才(栽)立(粒)於 (地)之上， (一)或不免又(有) (滑， 猾)不(否)？…33)
≪史蒥10≫
释: 未或能栽粒於地之上
例(23)至(27)中的介词“於”和处所名词后的方位词构成形式“於…上”､“於…内”､“於…后”的形式，强调了动作发生
27)“得既”二字学者多据今本读为“志气”。刘信芳､彭裕商读为“德气”，或谓版本不同，或谓仁德之气。陈剑认为依据文意就是“德
既”，意为其德已经充塞于四海。季旭升､邢文认为二字读如字，与前文“不可得而闻也”､“不可得而视也”的“得”一致，都表示可能
性的动词，“既，尽也”。依据文意，上下文都应紧紧围绕“三无”内容展开，而这里并没有提到“德”和“气”。
28) 庞朴，<喜读“五至三无”--初读≪上博简(二)≫>，简帛研究网，2003.3.2
29) <上博简≪民之父母孔子言行探微(一)>
30)君子之从事者于民之上，君子之大务何？“□上 ”字与下一简连读。≪小雅·十月之交≫中有“黽勉從事， 不敢告勞”句， ≪小雅·北
山≫中有“偕士子， 朝夕從事. 王事靡盬， 憂我父母”句。本句需连接两简进行释义： “□上 □君 □子 □之 □大 □務 □何 □孔 □子 □曰 □仁 □之 □以 ” 。
31)参考香港中文大學文物館藏戰國楚簡第3枚簡。
32)“串咎”:地名.
33)未或能才立於 之上句读为：未或能栽粒於地之上。“才”通“栽”；“立”通“粒”。传世本≪詩經‧周頌‧思文≫中 “立我烝民”句， 鄭
玄主张“立”字应作“粒”。≪史記‧周本紀≫､≪尚書‧益稷≫皆用作“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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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具体位置。从语法发展的时间轴上来看，这种形式可能是现代汉语介词词组的前身。
③“动词+於+宾语”，宾语部分为动词，引介涉事对象。≪上博简≫孔子語錄文中仅此一例，介词“於”引介的动词
性的介宾短语含有假设意义，表用于，共1例。
(28) 古(故) (教)於词(治) (乎)才(哉)詞(治)34) (得)可(何)人而与(舉)之？
≪史蒥4≫
释1：故教於治乎哉! 始得可人而舉之？
释2：故教於始乎哉! 始得可人而舉之？
释3：故教與治乎在治！始得可人而舉之？
例(28)中的“於”字，释3按≪周易集解≫中的“於”通“舆”而释，本文不从之由：1.上博简孔子言论中除释3将该例句
中的“於”字看作连词外，尚无“於”作连词同“与”的用法；2.释2中的“於”字后宾语如果释时间名词“始”，可译为：所以
一开始用于文教德化，那么还需要他人来推荐吗？此说虽有些牵强，但“於”字作介词用之见无疑。3.孔子生平致力于
将文教德化用于治理国家。周游列国时，虽未被他国国君采纳，但从未放弃。因此，释1中的“於”字同前众例句作介
词，引介涉事对象，可译为：所以用文教德化治理国家，何须他人来推荐你呢？
④ 动词+宾语+於+宾语”，雙賓語結構中的介詞“於”字引介的涉事对象含有假设的象征意义，表用于，共5例。
(29) 好反內(纳)於豊(禮)， 不亦能攺(怡) (乎)■?
≪孔诗12≫
释: [□□□□□□□□□]好， 反纳於禮， 不亦能改乎?
(30) 上不辠(罪) (仁)而 (溥)尃， (聞)亓(其)司於 (失)人，君(？)夫士品勿
≪見季3≫
释：聞其司於失人， 君(？)夫士品勿
(31) 民 (知) (說)之事， 視也， 不 (知)型(刑)與悳(德)， 女(如)毋 (薆)珪璧 帛於山川
≪鲁邦2≫
释:不薆珪璧幣帛於山川
(32) 挂 帛於山川， 毋乃不可……
≪鲁邦4≫
释: 挂币帛於山川，毋乃不可.
⦁

⦁

⦁

⦁

例(28)至(32)皆为“动宾短语+于+宾语”形式。该组例句中介词“于”字后的宾语多为泛指涉事对象，这种涉事对象同
样含有假设的象征意义。“动词+宾语”已说明动作涉及的对象，之后又加上介词“于”引介的介宾短语，根据句意，本
文认为该句式：一､表假设含义，假设的对象于话者来说含有尊重敬仰之意；二､含有着重指出之意。例(30)句传世
本≪后汉书·赵岐传≫中有“汉有逸人， 姓赵名嘉 .有志无时， 命也奈何！”句。凡国栋‧何有祖(2007)认为“逸，塬
释文读为“失”，“逸人”在此处恐非“孔子自谓”，而是指孔子所引述的话语的塬说话人.疑指隐逸之当世贤人或先前之
古人。按照前面的分析，该句完全“动词+于+与事对象”句式，因此可认为是孔子幷不知道或不愿意说其确切名字，
因此托以“失人”作为与事对象来代替。例(31)､(32)句整理本释为“不薆珪璧币帛于山川”。传世本≪诗经⋅大雅⋅云
汉≫中有“旱既太甚，蕴隆虫虫。不殄禋祀，自郊徂宫。上下奠瘗，靡神不宗”句。刘乐贤(2003)释为“不进行大旱之
34)“ 於詞 才詞”「 」字≪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二)‧從政(乙篇)≫第一简中作“ ”，简文中释作“教，jiào，jiāo”，意为“德
教”。≪周禮‧地官司徒≫：惟王建國，辨方正位，體國經野，設官分職，以為民極。乃立地官司徒，使帥其屬而掌邦教，以佐王
安擾邦國。本简整理本为： (恒) (啟)同古， (教)於(與)詞(治) (乎)才(在)詞(治)， (得)可(何)人而与(舉)之？” 学界仍存
疑，有待权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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祭”。古代用牺牲及挂璧币帛等物祭祀山川求雨，≪诗⋅云汉≫中有“靡神不举， 靡爱斯牲， 圭璧既卒， 宁莫我
听”句，其中的“ 靡爱斯牲，士璧既卒”与“毋爱挂璧币帛於山川”句相似，因此，例(31)､(32)简文可译为“要舍得奉献
祭品去祭祀山川。”
由此可见，“动词+於+涉事对象”结构中的涉事对象賓語可以是一般名词，也可以是处所名词或“处所+方位”詞組。
介词“於”引介的宾语为动词或介词前的动词为动宾短语时，“动词+於+涉事对象”结构的涉事对象又含有假设的意
义。这种結構的介賓短語主要起强调动词涉及的对象的作用。
综上所述，“动词+於+宾语”句式中的介词“於”有引介受事对象以及引介涉事对象的作用。受事对象和涉事对象对
于動作的發出者来说都属于含有敬意或值得尊重的对象。賓語為受事对象時，賓語一般为代名词；賓語為涉事对象
時，賓語部分一般为公名和私名。

2) 形容词+於+宾语
形容词+於+宾语，引介比较的对象，表所比，共8例。“於”字后的涉事对象宾语与主语形成对比。
(33) □亦以 (己)名，肰(然)則 (賢)於 (禹)也
≪爲禮14≫
释: 然則賢於禹也
(34) ⍁ (異)於丘 =(之所)昏(闻). 丘⌞」
≪季康子9≫
释: 異於丘之所聞
(35) 咎於其也■.
≪孔诗9≫
释: 實咎於其也.35)
(36) 氏(是)古(故) (賢)人大於邦而又(有) (劬)心
≪季康子18≫
释: 是故，賢人大於邦， 而有劬心
(37) 夫山，石㠯(以)爲膚，木㠯(以)爲民，女(如)天不雨，石 (將) (焦)，木 (將)死，丌(其)欲雨，或甚於
我，或(何)必寺(恃) (乎)名 (乎)? ≪鲁邦4≫
释: 其欲雨或甚於我，36) 何必恃乎
(38) 夫川，水㠯(以)爲膚，魚㠯(以)爲民，女(如)天不雨，水 (將)沽(涸)，魚 (將)死，丌(其)欲雨，或甚於
我，或(何)必寺(恃) (乎)名 (乎)? ≪鲁邦5≫
释: 其欲雨， 或甚於我
(39) 害曰童而皆臤於丌(其)初者也■.≪ (关)疋≫㠯(以)色兪(喻)於豊(禮) ≪孔诗10≫
释: 曷曰動而皆賢於其初者也? 37)≪关雎≫以色喻於禮38)
⦁

⦁

⦁

⦁

例(33)至例(39)句中的介词“於”字位于形容词和宾语之间构成“形容词謂語+於+涉事對象”的形式。介词“於”字介词
“於”位于形容词后，引介的含比较意。引介的涉事宾语对象都与“於”字前形容词的主语构成比较的对象。≪马氏文
35)“ 咎於其也”: “ ”字 “貴”义. 本句与前一简末部分相连，可见于≪詩․小雅․鹿鳴之什․伐木≫ “既有肥牡， 以速諸舅. 寧適
不來? 微我有咎”句。
36)子贡用人格化的推理，说明御大旱寄希望对山川埋掩圭璧币帛。晏子建议景公“避宫殿暴露，与灵山河伯共忧”，孔子则建议哀公
加强刑德。在求雨的问题上，晏子和简文中的子贡虽然都认为祠灵山大川无用。子贡否定了求雨祭祀的效用；晏子却建议让景公“
自身为巫” 。
37)贾旭东(2020)此句是對≪關雎≫､≪樛木≫､≪漢廣≫等七首詩的概括與總結，廖名春(2002)认为““≪關雎≫之改，≪樛木≫之時，
≪漢廣≫之智，≪鵲巢≫之歸”是對好色本能的超越。“≪甘棠≫之報”是對利己本能的超越，“≪綠衣≫之思，≪燕燕≫之情”是對
見異思遷本能的超越，所以説它們“皆賢於其初者也”。”此說大致得之。就其內容而言，這七首詩無論從事情的起因與結果看，還
是從詩篇的初章與卒章看，都體現了後來的理智駕馭了起初的情感的共同點，此即“賢於其初”之義。
38)“ 疋㠯色兪於豊”:≪關雎≫以色喻於禮；≪史記⋅屈原列傳≫國風好色而不淫。“兪”字意为：知曉､喩意 与≪論語⋅里仁≫君子
喩於義， 小人喩於利句中的“喩”字用法相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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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卷三≫：“差比者，两端相较有差也。差之之字，概为“於”字。“於”“于”两字亦间用焉。”传世本≪论语·先进≫中
有“季氏富於周公”句；≪史记·灌夫传≫中有“此所谓枝大於本，胫大於股，不折必披。”句，皆为“形容词+於+宾语”
形式。例(39)句中的后一个“於”字，传世本≪關雎≫中作“禮義”，≪樛木≫中作“時運”，≪漢廣≫中作“智慧”。≪上
博简≫孔子言论中仅此一例，句中的介词“於”表比喻。可视为传世本“以+对象1+喻+於+对象2”用法的雏形。

3) 主语+於+宾语
≪上博简≫孔子言论中的“主语+於+宾语”句式中的介詞“於”字主要引介關事對象，有突出主題之功效，共2例。
(40) 则民 (慎)於言而 (謹)於行.≪ (詩)≫員(云):「穆=(穆穆)文王，於幾義之.
≪䊷衣17≫
释: 则民慎於言而謹於行. ≪詩≫云: “穆穆文王， 於緝熙止.”
(41) 女(如)進者雚(觀)行，退者智(知)欽，則亓(其)於敎也不遠矣.
≪顔淵9≫
释: 則其於敎也不遠矣。
(42) 文王曰
□: 文
□王才上， 於邵于天. (吾) 之.
≪孔诗22≫
释: “文王在上， 於邵于天” 吾美之
⦁

⦁

⦁

⦁

該組句式中的介词“於”主要引介主語的関事對象，這類對象不需要主語通過某種動作來實現，而是有關主語自身
展現的德行。例(40)句中的“於幾義之”句≪郭店楚墓竹簡≫以及传世本≪禮記本≫中均釋作“於缉熙敬止”，“缉熙敬
止”指文王的德性綿綿不息，光明通達。≪大雅․文王≫中將“於”看作嘆詞，附于前半句，譯爲：智慧身後廣播的文
王啊。本文則認爲“於”字位於分句句首，後面的“幾義之”是指文王的德性，因此該句中的介詞“於”引介的是主語文王
的品德，有突出主題的作用。例(41)句中的“教”是指教化，例(42)句中的“邵”是指文王的思想行爲，因此，該組中的
介詞“於”引介的都是和主語有關的一個大的趨向，主要用來突出主語在某方面的事實。≪说文解字≫“礼，履也。”
广指社会生活中的道德原则和行为规范。孔子重禮人们遵循的行为规范。孔子語錄文中介词“於”引介的宾语，蕴含
了话者对引介宾语的敬仰之心与尊重之意。

4. 结语
≪上博简≫孔子語錄文中介词“於”和“于”使用数量相差悬殊，二字持有各自獨有的用法。筆者根据孔子語錄文篇
中介词“於”字前后的接续方式推断出：介词“於”位于动词后，引介受事宾语和涉事宾语时，宾语成分只能由人称代
名词､公名和私名充当。由介词“於”引介的受事对象是动作发生的直接对象；由介词“於”引介的涉事对象含有象征或
引申义。介词“於”位于形容词后，引介的涉事宾语含比较意。介詞“於”字在句中構成的介詞短語皆有突出主題的作
用。而介词“于”字仅出现5次，皆是“于”+场所名词的用法。
上博简孔子語錄文中介词‘於’所介成分及语义指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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宾语 比事对象 名词
代词
受事对象 人称代名词
抽象名詞
於 宾语 涉事对象 名词 处 地名
动词
所 场所+方位
动词
动词+宾语
宾语 与事对象 名词
主语
宾语 关事对象 动词、名词
主语
于 宾语 涉事对象 场所名词
形容词

表比较
表尊重
表用于
表所在
表目的
表泛指
表方面
表场所

由此可见，孔子語錄文中介词‘於’字的多种使用方式及多样含义。孔子的一言一行都被弟子看在眼里、记在心里，
因此，在记录孔子有关事迹的时候，会滴水不漏地将孔子的言行淋漓尽致地表现出来。孔子語錄文中介词‘於’字的用
法，是孔子注重言行礼节并落实到实际的真实写照，同时也说明了介词‘於’在口语体文献中蕴含了话者对所引介宾语
的敬仰之心与尊重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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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上博简》孔子語錄文中介词“於”字用法考
오길용(군산대학교)
<질문1> : 본 연구는 孔子語錄에 쓰인 介詞 “於”가 목적어의 앞에 놓여 이들 단어나 구를 강조하는 용법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이는 술어의 의미와 “於” 뒤의 성분과의 의미관계에 의해 文意가 결정되는 것이지,
於의 介詞 기능 때문에 文意가 분명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於가 쓰이지 않은 ‘술어+목적어’ 유형도
있는데, 於가 쓰인 용법과 어떠한 차이점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 고대한어의 품사가 불안정하여 介詞 ‘於’에도 당시에는 未分化 현상이 보인다. 따라서 於가 놓이
는 위치는 장소, 시간, 범위, 대상, 근거 등을 나타내는 介詞구는 술어 앞에서 부사어가 되거나 술어 뒤에서
보어가 된다. 이는 於의 기능 때문에 변별되는 것이 아니라, 실사의 의미와 술어와의 관계에 의해 나타난다.
그런데 본문에서 介詞 “於”의 用法을 1) 动词+於+宾语 / 2) 形容词+於+宾语 / 3) 主語+於+宾语으로 분류
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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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분과】 학문후속세대

“可着+NP+VP”的构式研究
金洪臣*1)
▷目 次◁

1. 引言
2. 可着”构式构式义解析
3. “可着”构式构件的语义解析
1) “可着”解析
2) 构件“NP”的特征分析
3) 构件VP的语义分析
4. 主观量与构式义
1）构式A构式义与构式主观量解析
2）构式B构式义与构式主观量解析
3）构式C构式义与构式主观量解析
5.“可着”多义构式演变路径及成因
1）构式演变路径
2）“可着”构式演变动因
6.结语

1. 引言
目前，前辈学者主要是对动词“可”、助动词“可”、副词“可”及方言中的“可”的功能、语义、来源等进行研究，如
江蓝生（1990）杨惠芬（1993）乔全生（1995）孙薇（2002）池昌海（2004）汪化云、李倩（2013）王英宪（201
5）王雅华（2017）赵雪伶、沈力、冯良珍（2018）等。而从构式语法的角度对“可着+NP+VP”（下文称“可着”构
式）研究成果极少，故笔者拟从构式语法理论对“可着”构式进行探究。主要研究“可着”构式构式语义、构件的特
点、构式演变等。所引语料主要来源于新浪微博、北京语言大学语料库（BCC）、北京大学CCL语料库及网络论
坛。

2. “可着”构式构式义解析
本文研究下面的语言现象。
*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jinhongchen1981@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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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好几十个人就可着一个打印机用，累死它算！我什么时候能打印呀？（微博）
②北方的场屋，一般都有三四间房大小。干打垒，没窗户，正中间儿可着一间大小开一门，但不安门，敞着。
（吕厚龙《老八》）
③平时，母亲总是可着孩子吃饱，自己却在灶坑边吃两碗菜叶子了事。（《人民日报》）
例①说明使用的打印机范围局限于这“一个打印机”，其语义与“好几十个人用一个打印机。”不同，其凸显作用很
强，话语标记“可着”在“可着一台打印机用”中是说话人凸显动作范围的标志。这种“可着”句式语义可概括为“在动作
最大矢量限定范围内做事”。例②“可着”后面衔接的是“开一门”尺寸的标准“一间大小”，这种“可着”句式的语义可概
况为“按照某种标准去做事情”。例③可看出“可着”具有“满足”义，母亲把总的东西先满足孩子，让孩子尽量吃饱。这
种“可着”句式的语义可概括为“为满足某人需求让其尽量做事情”。这三个句子的格式相同，都是“可着+NP+VP”。句
式语义不能从构式的语言项里推导出来，而是句式作为一个整体浮现出来的。笔者将具有这三种句式义的“可着”句
式定义成限定义“可着”构式（构式A），标准义“可着”构式（构式B），满足义“可着”构式（构式C）。

3. “可着”构式构件的语义解析
Fillmore et al.（1988）提到语素、词、复合词及全固定的习语叫做实体构式，这些构式在词汇上是固定的，其
组成分子不可替代，而半固定习语及句型都可称为图式构式。1)“可着”构式属于半固定的图式构式，其中“可着”是固
定成分，NP、VP是空缺成分。

1）“可着”解析

固定成分“可着”在《现代汉语词典》的注解为“表示在某个范围内达到最大限度；尽着”2)。笔者也认为“可着”是
一个词，在构式中“可着”已经词汇化，没有实在语义，只存在语法意义。在构式中“可着”引出NP，是一个起标记作
用的介词。
“可着”有其来源。王雅华（2017）认为“可”为动词，表“尽”，“可香宫广十余丈，红线织成可殿铺。”（唐·白居
易《红线毯》）“可乾坤做一床黄绸被，单搦着炼抟睡。”（元·马致远《岳阳楼》），并认为“尽”义的“可”源自适合
义动词“可”。3)本文研究的“可着”应是“尽”义动词“可”与助词“着”固化而成。目前，笔者所见语料，“可着”构式于清
代开始使用。
◯4 可着屋周围又垒了一圈墙，独自成了院落，那伏事丫头常常的替换，走进走出，通成走自己的场园一般，也
绝没个防闲。（清·西周生《醒世姻缘传》）
◯5 鸳鸯道∶“如今都是可着头做帽子了，要一点儿富余也不能的。”王夫人忙回道∶“这一二年旱涝不定，田上的
米都不能按数交的。这几样细米更艰难了，所以都可着吃的多少关去，生恐一时短了，买的不顺口。”（清·曹雪芹
《红楼梦》）
◯6 梅公子道：“……紧接着就叫号军打浆子，自己带着锯，把号板锯了一块，可着那号门安了半截子影戏窗户似
的，糊上纸，钻在里头，一个人喊会子‘掰他得’。”（清·文康《儿女英雄传》）

2）构件“NP”的特征分析

构式是一个生成装置，“可着”是不变项，NP和VP不断变换，从而衍生无限句子。NP是可变的，是空缺成分，
但不是所有的名词性成分都能放到NP的位置上，可进入此位置的词语需满足一定条件，满足条件的词项进入构式后
与构式互动整合才能使构式语义得以浮现。那么，可进入构式的NP需满足什么条件，有什么特点呢？
◯7 告诉你吧，就我这件事，可着你们全县找，顶多是你们头头有资格知道知道而已，别人连问的资格都没有。
（庸人《射雕时代》）
1) 王晓辉，池昌海，「程度评价构式“X就不用说了”研究」，『世界汉语教学』，2014，p.199.
2) 中国社会科学家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编.『现代汉语词典（第7版）』商务印书馆，2016，p.739.
3) 王雅华，「现代汉语“可”研究」，山东大学硕士学位论文，2017，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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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这边人办事效率是出了名的慢，他们说一分钟你就得可着一小时等，这准没错，为此我都在网吧办了张会员
卡啊。（凌云无忌《风流邪医》）
◯9 好歹也得找个人做个伴，别总可着父母折磨，好歹换个同龄人折磨折磨。（微博）
◯10 家里有些好东西，自然都可着他用了，俺疼自己儿子，也成了罪过。（月关《步步生莲》）
事物占据空间，事物在空间有“有界”与“无界”之分，“有界”与“无界”主要是指人的认识，不是指客观实际。“可
着”做为话语标记，其凸显的NP是有界的。“可着”介引的NP常常指的是“范围”。通过语料观察，我们发现构式A中
的NP可以是人，也可以是物，人与物前常表数量的修饰语，也可以是动作的活动处所，也可以是表时段的结构，构
式A限定的是数量、空间、时间范围。构式C的NP为要满足的对象范围，多为指人的具体名词。无论NP是客观存在
的人或物，还是空间或时间范围，由“可着”引出后都是一定的范围，这种范围在人的认知中都是有界的，这些有界
名词是说话人凸显的焦点。因为NP是有界的，所以它也是可计量的，NP前后具有或隐含可量化成分，或者NP本身
语义具有可量化成分。
◯7 ◯8 ◯9 是构式A，例◯7 中NP“你们全县”为动作“找”发生的处所，平面空间“县”是有边界的，即“有界”，“县”也
是可数的。例◯8 NP“一小时”为“等”的时间，时段“一小时”也是可数的，有界的。例◯9 NP“父母”为两个人，也是有界
名词。◯10 为构式C，NP个体指人代词“他”是有界的，指人个体是可计量的。
◯11 定制的好处就是可以根据房型可着高矮做，比如一个和墙面贴得严丝合缝的柜子，看着多舒服啊。（论坛）
◯12 买相机要可着贵的买，工欲善其事，不会亏的。（微博）
◯13 你要跟她玩，而且想可着心意长时间享受，你就只有先把自己的粗鲁收拾起来，细了心软软地从持着她的小
手数脉搏开始。（微博）
构式B中的NP较构式A、构式C抽象，往往与度量、心理有关。
例◯11 NP三维空间事物柜子的“高矮”是可计量的，“高矮”指的是柜子的尺寸。例◯12 ◯13 NP“贵的”指的是贵的物
品，“心意”为表心理名词，都是心中做事标准。
NP“心意”为抽象名词，那么处于“可着”构式中的抽象名词是具有“有界性”？根据调查显示，“可着”构式出现的
抽象名词NP极少，如她的性子、他们的心意、肺的承受程度、自己喜好、人心意、自己的想法等，语例很少。在这
些名词性结构中常存在“她”“他们”“自己”“人”（人家）这样的人你代词定语，而有界与无界的区分主要是以人的感知
和认识为基准，这些代词本身将中心语抽象名词归类，范畴化，从而使之异质，即带有人称代词说明的名词性短语
是有界的，如单独说“想法”是无界的，而“他的想法”是有界的，因为他的想法在实际生活中常是具体的。“无论‘数’还
是量词，都是为了区分概念上有界事物和无界事物的一种语法手段”（Lyons1977，转引沈家煊，1995）4)这些抽象
名词我们也可以用“这种”“一种”来量化，如这种性子/心意/程度/喜好/想法。“肺的承受程度”里不存在“代词”定指成
分，其在构式中NP所指具有主观大量，具有主观大量的名词是有界的。

3) 构件VP的语义分析

构件VP是一个语块，其内部由V+（其它成分）构成。多数情况下是光杆动词，有时动词后衔接补语或宾语，
有时是连动结构。动词分类标准很多，根据能否带受事宾语，可将动词分为及物动词和不及物动词，构式中的V多
为及物动词，但也有些动词为不及物动词，如：
◯14 这雨下的,军训的你们就可着劲儿的乐吧!（微博）
◯15 姑娘走点心吧，有空贴假睫毛，有空画画眉毛，眉骨外露成伏地魔了还可着劲儿的美呢。（微博）
例◯14 ◯15 中“乐”“美”皆为不及物动词，概括一系列与“乐”“美”相关的行为动词，没有带宾语，前语境有“可着劲
儿”，在说话人心里表达尽最大程度地“乐”“美”。
构式项VP多具有可控性。为什么构式中VP具有可控性呢？其原因与构式义相关，构式A语义是“在动作最大矢
量限定范围内做事”，在某范围内去做事应是“可控”的，超出范围就不合说话人心意了；构式B语义是“按照某种标准
去做事情”，有标准去做事也应是“可控”的，否则就不一定符合标准了；构式C语义是“为满足某人需求而让其尽量做
事情”，是有目的去做某事，有目的去做的事是“可控”的。但也有例外情况，如：
4) 沈家煊，「“有界”与“无界”」，『中国语文』，1995，p.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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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雪可不是专门就可着村子下，……（天边的彩虹《星隐》）
◯16 动词“下”的施事为自然事物“雪”，而动词“可控”与“非可控”常是相对于“人”而言的。像◯16 这样的语例很少。
“可着”构式A、B、C中动词V的语义指向并不相同。构式A中，V多指向受事NP，受事或为后语境宾语，或为
“可着”后宾语NP；构式B中NP是V的参照标准，V指向后宾语；构式C中V多指向“可着”前语境中的受事成分。
◯17 V仔不知道是不是同一位，但是真的，咱们别都可着一个牌子送好吗？（微博）
◯18 我们带上妞儿，一起乘车出去，找了个饭馆，可着二百块钱点了一桌子菜。，……（王朔《许爷》）
◯19 这板子是可以打龙骨的地板，上面可以走人放家具。我就试着可着长度做了92mm的跨度。要是日后弯了，
再拆下来改造加筋。（论坛）
◯20 等翔哥有媳妇，南京的饭店可着大家挑。（新浪微博）
例◯17 ◯18 构式A中动词“送”逆行指向NP“一个牌子”，动词“点”语义指向后语境信息“一桌子菜”。例◯19 构式B中NP
“板子长度”是参照标准，动词“做”语义指向后语境信息“92mm的跨度”；例◯20 构式C中动词“挑”语义指向前语境信息
“饭店”。
通过构式义及构件的观察，我们可以将构式A、B、C形式重新归纳如下。
构式A：（施事）+可着+限定范围+动词（动词性短语）
构式B：（施事）+可着+参照标准+动词（动词性短语）
构式C：（受事）+可着+满足对象+动词（动词性短语）

4. 主观量与构式义
沈家煊（2001）指出“主观性”是语言的一种特性，在言语中多少蕴含说话人“自我”的表现成分，说话人在说出
一段话的同时表明自己的立场、态度和感情，从而在话语中留下“自我”的印记。沈先生认为语言的“主观性”主要表
现在三个方面：说话人的视角，说话人的情感，说话人的认识。5)笔者认为“可着”构式的主观量与这三者都存在着一
定的关系。

1) 构式A构式义与构式主观量解析

构式A指“在动作最大矢量限定范围内做事”，限定的范围多是对象、处所等范围，在语境中常有“都”“就”“总”
“全都”“一”等。
◯21 可着一只羊上扯羊毛，那就是偷！（微博）
◯22 高三那会中午总会去楼下找老头儿补数学课，记得有次我去早了，他没在，在他卷子背面，可着一整张纸画
了一个大王八就走了。（微博）
◯23 他四叔的人品本事那是没的说，可着全天下也没有几个比的上的，……（短头发《甲申天变》）
◯24 曹颙原在屋子里看初瑜的新衣服来着，虽然针线上费事些，但是因当初量衣服时，曹颙特别交代了，要可着
初瑜的衣裳先做。（雁九《重生于康熙末年》）
◯21 ◯22 ◯23 ◯24 分别代表四种情况，我们先从NP的范围来分析。例◯21 NP范围限于“一只羊”上，由于存在数词“一”，
我们把其定为“最小量”；例◯22 NP除了“一”以外，还有“整”，表示在“一”事物上的最大量范围；例◯23 NP中有“全”这个
标记性词语，标明可对比的对象最大量范围。例◯24 NP后有“先”，表明NP是已经选择的限定量范围。由此，我们也
可以将构式A中NP限定范围概括为三种情况“最小量范围”“最大量范围”“选择后的定量范围”。那么问题来了，为什
么“可着”引出的范围既有“最小量”，又可以有“最大量”，又可以有“选择后定量范围”？这与哪些因素有关？
从语用上来讲，“可着”后NP是凸显的焦点，当说话人心里欲表述“将大量动作作用于一个个体对象”，“个体对
象”（NP为最小量）为凸显焦点；当说话人把一范围做为话题，表述在此范围内尽量做某事，“活动范围”（NP为最
大量）便成了焦点；当表述“将动作事件尽量服务于选择后的定量范围”，“选择后的人或事物”（NP为选择量）是说
话人的关注焦点。说话人在不同的语境下会有不同的关注焦点，造成NP范围不同，这也是NP最小量、最大量和选
5) 沈家煊，「语言的“主观性”和“主观化”」，『外语教学与研究』，2001，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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择量词语的原因。但是对整个构式而言，由于受说话人的情感与视角的影响，构式A本身蕴含“主观大量”，“主观大
量”指的是动作的最大量，大量的动作作用于某一个范围。构式是认知域中的意象图式在语言中的投射。6)笔者将构
式A三种情况的图式展示如下：
（图一、构式A构式义与主观量认知图式）
动作事件VP
限定
范围NP
多次动量
一个个体对象
施动者
多次动量
一个整体范围
动作事件
选择后的定量范围

2）构式B构式义与构式主观量解析

构式B语义为“按照某种标准去做某事”，构式B中NP有表“度量”的词语，参照的标准中蕴含着说话人要求的标准
量。拿上文语例◯2 “可着一间大小开一门。”“你只管可着你的肚量吃下去。”大小、高矮、胖瘦等是一种尺寸，肚
量、分量等“X量”式多为容量，这些尺寸、容量等是说话人心中的度量标准。构式B中NP还有与“心理”相关的词语，
如◯13 “可着心意长时间享受”，构式中都是带有自我印记的主观量，人参照具有主观量的标准尽力去做某事。构式B认
知图式如下：
（图二、构式B构式义与主观量认知图式）
参照标准
尺寸标准

施动者

容量标准
心理标准

做某事

……

3）构式C构式义与构式主观量解析

构式C语义为“为满足某人需要而让其尽量做事情”，语例如“好男人多的是，可着你们挑”，说话人发话动因在于
其要传递给对方一种信息，从社会的视角与经验而谈出自己的观点与认识，进而达到劝慰别人的目的。在传递的信
息中，说话人认为“好男人的数量”能够满足听话人的“心意与需求”，听话人可以按照“心意与需求”挑选“好男人”。通
过语料，我们发现构式C中，NP多为需要某人或某物的人或具有指代某人作用的处所性词语，前语境多为可供选择
的人或物，在说话人心里，人或物在“数量”上必须能够尽量满足NP。构式C认知图式如下：
（图三、构式C构式义与主观量认知图式）
人或物1
满足
人或物2
NP
……
箭头左边是大量的人或物，箭头表示尽量“满足”，箭头右边NP可以是一个人，也可以是一个具有一定数量的
整体。我们发现构式C与构式A中a有类似之处，皆是作用于一个对象，不同之处在于a是大量动作作用于NP，构式C
是大量人或物满足于NP。

5. “可着”多义构式演变路径及成因
6) 陆俭明，「构式与意象图式」，『北京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09，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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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构式演变路径

构式A、构式B、构式C三者存在一定的联系，存在扩展承继的关系，三者具有家族相似性。构式A为构式原
型，构式B和C是构式A拓展产生的系列“成员”，也就是说“可着”构式是一个多义构式。为说明构式A、B、C之间的
关系，我们有必要对“可着”进行历时考察。
古汉语（BCC语料库）中有介词“可着”语句较少，笔者共统计出13例，其中构式A及相关的语句有10例，构式B
有3例。构式A及相关的语句中“NP”除“君山众人”外，其他的皆表处所，如“屋周围”（2例）、“那号门”、“君山”、
“襄阳”、“岳州府衙门”、“屋子”（2例）。
◯25 魏昌说：“去不得。可着襄阳大小人多有认识我的，被他们看见，王府得信，我就有杀身之祸。”(石玉昆《小
五义》）
◯26 这是我的亲笔所写，可着君山无论寨主喽兵，谁要猜破我的机关，就用谁为谋士。可着君山众人，连一个猜
着的没有。(石玉昆《小五义》）
例◯25 ◯26 为笔者所说构式A相关语句，“可着”出现的语句不是构式A，但与构式A存在一定联系，“可着”引出的也
是限定范围，此范围是处所，为谈论话题，后为主谓结构，说明在此处所范围会出现何种情况或对某事评价。
构式B除◯5 外，还有一例。
◯27 程顺道：“车轿帘子没有什么大小，更没有什么宽紧横竖得可着车轿做的。”（郭则《红楼春梦》）
构式A构式义为“在动作最大矢量限定范围内做事”，构式中“NP”表限定范围，清代构式A中的NP多是处所，处
所为空间范围，后演变出空间事物的范围，如◯1 “可着一台打印用”之类的构式。当构式A“限定范围”成为标准后，衍
生出构式B，如◯5 “可着头做帽子”，构式中“头”既可以是视觉感知而于心中整合的概念“头”，构式同时又赋予“头”有
“做帽子”标准“头的大小尺寸”义，再如◯5 “可着吃的多少关去”，贾府“吃的多少”是容器量，是要经过计算才能得出的
“关去”的标准。构式B与构式A根本不同在于构式B中NP既可以是范围，又可以是做某事标准。
构式C是由构式A进一步演化的结果，构式C由物及人，指已选择要满足或服务对象范围，如◯20 “南京的饭店可
着大家挑”，NP“大家”为要满足的对象范围。构式A、构式B和构式C衍生路径图式如下：
（图四、构式A、构式B、构式C衍生路径）
衍生
构式A（限定义）
构式B（标准义）
构式A（限定义）
构式C（满足义）

2）“可着”构式演变动因

“可着”构式演变动因，主要表现在语境吸收和语用类推两个方面。

（1）语用类推

构式A拓展成构式B和构式C是语用类推驱动的结果。“可着”构式A在社会言语层面逐渐辐射扩大，逐渐形成带
有构式B和构式C构式义的语境言语。类推与人的主观心理认知和语言中“认知情态”范畴有关。“可着”构式蕴含了人
的主观性，蕴含说话人的观点和态度。构件“可着”起着凸显说话人的语用焦点“NP”的作用，三种构式凸显对象分别
为限定范围、参照标准和满足对象。“可着”构式扩展的途径有条：构式A到构式B，由限定做事矢量范围到按照参照
标准做事是一条带有“限定范围到范围标准”的衍生途径；构式A到构式C，由限定做事矢量范围到做事要满足对象的
范围是一条“范围转换”性质的衍生途径。在言语社团的参与者互动中，带有“凸显”作用的言语编码，激活听话人的
话语社团的规约性认知，进而在解码时才能意识到说话者的焦点信息，当发话者因言语动机在语用类推机制下用“可
着”构式表达“参照”标准或将限定范围由物及人时，听话者在心理空间中进行推理，激活社会认知的象似性图式进行
解码，逐渐衍生新的言语构式。

（2） 语境吸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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构式是基于使用的构式。“使用”，不单是形式或意义单方面问题，而是两者间的相互作用，而且，对使用的研
究，不能只考虑语结构本身，还要将语言结构、信息表达和交际场景、认知基础结合起来进行考察。7)言语使用者随
交际场景和表达意图的不同而临时赋予构式新的会话含义，此含义在被听话者理解与接受，后言语社团反复使用规
约化，进而产生新义的构式。Bybee，Perkins & Pagliuca（1994）和 Traugott & Trousdale（2013）的语法化
理论认为，语义可以随词汇项或构式语境的不同而发生改变，即词汇项或构式能够将语境意义吸收。语法化学界称
之为语境吸收（absorption of context）。8)即语境吸收是构式演变的一大动因。如◯5 “这几样细米更艰难了，所以
都可着吃的多少关去，生恐一时短了，买的不顺口。”（《红楼梦》）不结合语境，“吃的多少”为粮食量，与构式A
相关，但上下文语境“细米难”“生恐一时短了”提示我们，“可着”构式为构式B，因语境中“细米”少，故NP“吃的多少”
成为“关去”的标准量，形成按照吃的数量“关去”的构式义。构式义与构式语境是互动的，新义构式是在构式语境中
形成的，而构式语境又赋予构式新语义。

6. 结语
“可着”构式是一个多义构式。构式原型限定义构式（构式A）在社会言语交际中产生变异，在言语社团心智空
间中发生重新分析，构式语义和话语功能皆发生变化，参与构式的成分逐渐泛化，渐衍生出具有家族相似性标准义
构式（构式B）和满足义构式（构式C）。三种语义的构式的主观量也有所不同，限定义构式表示说话人主观上认为
要把大量动作事件作用于限定范围内的人或物，蕴含动作的最大量；标准义构式表示说话人主观上认为做事者要尽
量按照标准去做事，主要是凸显“量”的标准；满足义构式表示说话人主观上凸显大量人或物尽量满足“可着”后的焦
点信息NP，蕴含主观最大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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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可着+NP+VP”的构式研究
진현(영남대학교)

먼저 국내에서 구문 문법 연구가 적은 상황에서 이렇게 구문 문법 연구에 대한 논문이 나와서 구문 문법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可着’와 관련된 연구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더 값진 것 같습
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첫째, 먼저 구문 문법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의에 따라 ‘可着+NP+
VP’이 구문 문법 분석에 해당되는지 판단을 내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문문법이란 구문이 있습니다. 물론 어휘까지도 구문 문법에 속한다고 하기는 합니다. 중국어
구문 문법에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으로 ‘NPL+V+着+NP’가 있습니다.
台上作者主席团。와 墙上挂着画。는 모두 ‘NPL+V+着+NP’ 구문입니다. 하지만 목적어 主席团는 施事이고
画는 受事입니다. 이전에는 주어 자리에 장소가 있는 것과 施事의 후치 문제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 했습
니다. 하지만 구문 문법에서, 이 구문은 존재물, 존재 장소, 존재 방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목적어의 의미역은
중요하지 않게 되게 되었습니다. 아래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十个人吃了一锅饭。과 一锅饭吃了十个人。는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 있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이 문장
도 구문문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容纳量, 被容纳量, 容纳方式로 해결가능하다.
十个人吃了一锅饭。 十个人(容纳量), 一锅饭(被容纳量), 吃(容纳方式)
十个人的放量能容纳一锅饭的量
一锅饭吃了十个人。 一锅饭(容纳量), 十个人(被容纳量), 吃(容纳方式)
一锅饭的量能容纳十个人的饭量
하지만 저자의 논문은 ‘可着+NP+VP’구문이 아닌 “可着”의 의미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① “在动作最大矢量限定范围内做事”。
② “按照某种标准去做事情”。
③ “满足”义
위의 세 가지 의미는 모두 구문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잘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저자는 ‘母亲总是可着孩子吃饱’에서 ‘可着’가 ‘满足’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等翔哥有媳妇，
南京的饭店可着大家挑。（新浪微博）’에서 ‘可着’가 ‘满足’의 의미인가? 이 질문은 첫째 질문과 연관이 있습니
다. 구문 문법에서는 어휘 하나의 의미가 아닌 구문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可着”做为话语标记라고 했습니다. 먼저 话语标记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기준에 ‘可着’
에 맞는지도 설명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话语标记’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넷째, 참고 문헌의 몇몇 문헌이 본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본문에 인용하지 않는 문헌은 참고 문헌에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吴为善 著.『构式语法与汉语构式』，学林出版社，2016.
吕叔湘 主编.『现代汉语八百词（增订本）』，商务印书馆，1999.
姚尧，「“意思”的意思——语义演变与语境吸收」，『当代修辞学』，2018.
胡振远，李浓，「述评词的“有界”与“无界”对语法结构的影响——读沈家煊《“有界”与“无界”》」，『山西农业大
学学报（社会科学版）』，2013.
선생님 덕분에 구문 문법에 대해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질문도 제가 구문문법을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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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분과】 학문후속세대

论方方小说《万箭穿心》的电影改编
장지윈*1)장장
▷目 次◁

1.引言
2.电影《万箭穿心》与小说《万箭穿心》比较
1) 故事结构
2) 人物形象
3) 性别视角差异

1. 引言
“1900年前后，法国导演乔治·梅里爱向戏剧、魔术学习，发明特技，形成带戏剧风格的影片，萌发了电影争取
成为艺术的倾向”。2)自此后拉开了电影与文学关系的帷幕。“梅里爱的开山之作《月球旅行记》就是将儒勒·凡尔纳
的科幻小说《从地球到月亮》及威尔斯的小说《第一次到达月球的人》当中的主要情节搬上荧幕”。3)随着电影产业
的不断发展，大量经典的西方文学作品被导演们加以改编。同样，中国导演也对文学作品青睐有加。
1905年，取材于古典名著《三国演义》部分回目的京剧纪录片《定军山》拍摄，标志着中国电影的诞生。百年
来，大量的中国小说被改编成电影剧本搬上银幕，一系列早期作品应运而生。这些小说涉及历史演义、英雄侠客、
才子佳人、乡土文化、底层挣扎等各类题材。新中国成立后，不少经典影片也是根据中国现当代小说改编而成的，
如《祝福》《阿Q正传》《伤逝》《家》《边城》《林家铺子》《青春之歌》《骆驼祥子》《林海雪原》等。尤其
是进入 1980 年代以后，小说和电影的“联姻”益发凸显。“在任何一年里，最受注意的电影都是改编的”，4)如《牧马
人》《人到中年》《女大学生宿舍》《青春祭》《红衣少女》《芙蓉镇》《红高粱》《活着》《画魂》等。很大程
度上，电影是小说的“再创造”。
在被改编的小说作家中，有着首屈一指的古典文学大家，四大名著的作者首当其冲；有着声名显赫的现代文学
作家，如鲁迅、茅盾、巴金、老舍；更有着铁凝、方方、周梅森、海岩等被热捧的当代作家。其中女性作家小说的
电影改编，因具有丰富的内涵和曲折的韵味，逐渐成为一种社会现象和文化现象，值得深思。
作家方方出生于 1955 年，当时的中国正大规模开展政治整风运动，随着政治运动不断蔓延推进，文革时代又
拉开了帷幕。从童年时代到青年时期，方方不断感知政治力量对人的决定性作用，体察人生不以个人意志为转移的
无奈感。方方虽然生长于知识分子群体中，但依然不可避免地深受中国传统文化的影响。后来，四年装卸工经历让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반 (jyzhang1028@gmail.com)
2)朱立元编..『艺术美学辞典』.上海:上海辞书出版社.2012:300.
3)熊芳.「消费时代:从小说到电影改编研究」.陕西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2017:11-12.
4)西格尔.『影视艺术改编教程』.苏汶译.世界电影.19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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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方接触到了社会底层的方方面面，这短暂的四年对其思想产生了重要影响，也为其文学创作提供了源源不尽的素
材。5)
作为一名女性作家，方方在中国的当代文坛也有着十分重要的地位。中国现代文学馆馆长、著名文学评论家吴
义勤教授，专门作书《方方研究资料》，遴选出能够代表各个阶段研究水准的论文近四十篇，从不同角度解读方方
作家及其文学活动。
在韩国关于方方作家的研究，主要是集中在方方小说《风景》及新现实主义上，对方方小说改编为电影这个领
域，鲜有涉猎。从小说《风景》的创作开始，方方便一直对武汉当地文化，中国近现代史上人物的命运和选择感兴
趣。
2020年，方方身处新冠疫情最严重的武汉，创作出《武汉日记》，并授权美国出版社出版，在中国社会引起轩
然大波，其中部分内容引发争议，也将方方这个名字推向世界，同时也激发学术界对方方作品继续研究的热情。此
外，此次新冠疫情，对全世界的经济与文化都造成冲击，中国武汉作为新冠疫情最为严重的城市，也闻名全世界。
在新冠疫情之前，以韩国为例，大多数人对武汉并不了解，现在因为新冠疫情的缘故，人们对武汉的了解也较为负
面；但实际上，武汉是一座历史悠久且文化多元的城市。新冠疫情时代，武汉的地域、民俗、语言、人文等都具有
一定的研究价值。
方方作家最具代表性的小说《万箭穿心》，讲述了90年代的武汉女人李宝莉，艰难而又坎坷的人生故事，武汉
的城市文化，在此小说中有很好的体现，由此小说改编的同名电影，更是首部以全武汉话版本上映的电影。小说与
电影《万箭穿心》里所表现出的武汉地域、人文、民俗以及武汉方言，不仅丰满了人物性格，更深刻表达了武汉城
市历史文化，既满足了读者的审美期待，与读者产生共鸣，又在视觉上让观众更直观地了解并认识了武汉这座城
市，小说《万箭穿心》，对武汉风土人情的研究，提供了一个难得的范例，小说中女主人公李宝莉，更是“武汉女人
性格”代表。而同名电影《万箭穿心》改编的成功，既是对原著的尊重和肯定，亦是与新媒体融合的一个范例，更便
于研究如何最大程度上实现小说改编为电影的艺术价值，也为此后的相关课题提供一个参考。

2.电影《万箭穿心》与小说《万箭穿心》比较
从严格意义上来讲，小说与电影并不具备实质的可比性，因为二者的叙事媒介不同，小说是语言艺术，电影是
视听艺术。也正因为二者的媒介不同，改编才有了必要。如果一部影片改编自小说，那么立足于文学改编的角度，
这两种艺术类型还是有可比之处，并且这种比较也是有意义的。6)
2012年，根据方方作家同名小说改编，斩获第15届中国电影华表奖优秀故事片的电影《万箭穿心》问世，至今
中国豆瓣网评分稳居9.1（满分10），评论界对其评价为：“无论是对电影文学性的回归，还是对电影现实主义的回归
上，都称得上华语片的佳作”。7)那么，这部引起轰动被视为年度华语电影中最重要的作品同原著相比究竟有哪些动
人之处？作为电影和小说在同一题材上表现形式有什么不同？同一命题，借助不同形式的叙述语言表达，是否会有
不同的解读？文学被影视改编后是否又有了一番新的诠释？为了解答这些问题，笔者对电影《万箭穿心》与小说
《万箭穿心》进行研究比较，以期归纳出一些有意义的思考，有利于我们对作品本身进行多角度的理解，从不同的
艺术形式中获得不同的审美感受，进一步明确文学作品改编为影视作品的意义所在。

1) 故事结构

小说使用文字来讲述故事，电影通过视听语言来讲述故事，是两种差别巨大的故事载体。小说可以数次中断阅
读，之后整体通过读者想象还原，实现故事的阅读效应；而电影故事是时间线上的舞蹈，必须一次过，不允许倒
车。小说是一个无限的开放结构，可以是数千字，甚至是数十万字或者是上百万字；电影是一个封闭性的有限线性
5)徐怀丰.「个人欲望与命运的冲突——对方方小说的一种解读」.山东青年政治学院学报.2011:113
6)张芸.「电影《风声》与小说《风声》比较电影文学」.2010.19:26
7)刘川鄂 黄耀芳.「《万箭穿心》:小说与电影」.扬子江评论.201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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结构，必须在这个有限结构里，最大程度满足故事的百般变化和辗转腾挪。长篇小说改编成电影毫无例外地要做减
法，减去一个电影的物理长度所容不下的长篇小说历经时间的跨度所叙述的内容。
“电影采用的一些叙事手段与文学相同。当导演运用这些手段的时候，他或她就成为文学概念中的说书人。”
《万箭穿心》的电影导演和编剧就是这个“讲故事的人”。电影有着和文学有不同的表现形式，它要通过高度浓缩的
镜头语言叙述情节、表现人物、传达思想，讲故事效果的好坏取决于是否有效地将文学文字转换为电影语言。在这
方面，电影《万箭穿心》抓住了原著的精神内核，在该删减的地方删繁就简，在该突出的地方浓墨重彩，故事结构
改编把握得非常不错。
首先，小说与电影在最后的搬家场景里，故事结构有所不同。在小说里，李宝莉市井泼辣，对丈夫缺少温情，
对要常住的公公婆婆没有好脸色，是一个刻薄之辈，丈夫死时所留下的遗书没有一个字是留给她的，来自丈夫的冷
漠重重地锤在李宝莉的心上，但丈夫死后，面对突如其来的生活重担，为了保证儿子和公婆每日的开支，李宝莉毅
然选择了汉正街日结账的“女扁担”这一职业，在数十年的“女扁担”生涯中，李宝莉被逐渐打磨，她对公婆孝顺，努
力赚钱养家，抚养儿子小宝，但事与愿违，公婆与小宝俨然是一家人，独独把李宝莉排除在外。儿子小宝的敌对与
冷漠使她备受打击，在小宝长大成人后，他要卖掉这套李宝莉住了数十年的房子，并将她赶出家门，这是来自儿子
的又一记暴击，在小说最后，李宝莉离开时留下的那封信，同样没有只字片语留给儿子小宝。8)然后李宝莉用她讨生
活十几年的扁担为自己挑了一次货，独自走到了一块五旅馆门口，还碰到了何嫂，好友万小景怕宝莉想不开，冲到
旅馆安慰她，并扬言佩服李宝莉。
电影的结局，李宝莉离开的时候，建建开着一辆面包车在楼下等她，李宝莉跟建建说，自己就是一个扫把星，
谁跟着自己都会万箭穿心。最后李宝莉跟建建上了车，她的儿子小宝坐在房子楼下的石凳上看着这一切，没有说一
句话。建建的车没开多久，就熄火了。电影最后的全景俯拍镜头，是李宝莉在推着面包车向前走，她只能选择用力
的活下去，就像这辆车一样，推一推还能开。
小说与电影的结局处理不同，可以理解为小说与电影想表达的观念不同。小说虽然文字锋利，但看到最后还是
不禁欣慰，觉得李宝莉是一位勇敢坚强，富有生命力的女性，并且在小说阅读过程中，虽然李宝莉有着湖北女人特
有的“蛮狠泼辣”，但联系小说的细枝末节，读者是可以对其性格产生理解的。小说想表达的更多是一种积极向上的
力量，是乐观面对生活，且敢于担当有大爱和大善的。纵观电影，却发现电影实际透露着一种悲凉。社会学家李银
河甚至对其评价，认为电影《万箭穿心》是《雷雨》之后做得最好的悲剧。虽然在电影中，也表达了李宝莉乐观生
活的态度，认定“人生是自己的，我总得要走完它”，但万箭穿心、痛彻心扉的生活磨砺，让整个剧情追随着压抑与
沉闷的基调前行。电影在上映时也被分到家庭悲剧类型片。
其次，小说与电影中，李宝莉与建建的感情故事线，也有所不同。小说中的建建，对李宝莉的感情是含蓄的、
痴情的、欣赏的，甚至是带有小心翼翼的成分在的。虽然建建蹲过监狱，但在小说里，通过万小景的描述，可以感
受到建建是个孝顺爹妈，对朋友义气，对李宝莉还有留恋的人。这样的建建，是受读者喜爱与接受的，读者通过阅
读小说，可以感受到建建对李宝莉的真情与真心。在电影里，建建与宝莉是偶遇，建建的人物介绍是混混，建建在
送宝莉回家的路上，将车开到偏僻的停车场，强行与宝莉发生了关系。后来宝莉与建建走到了一起，还在高考前一
天，被儿子给撞见了，看到母亲衣冠不整，儿子说了句：“不要脸”，建建因为儿子对宝莉不礼貌，与儿子打架，李
宝莉为保护儿子打破了建建的头，在街头拿钱想赔偿，建建冷酷地说他和李宝莉只是买卖关系。这一系列的举动，
显得建建很坏且非常没有素质。建建未来到底能不能给宝莉幸福，他和李宝莉这样的关系给观众带来了大大的问
号。
小说与电影在李宝莉与建建感情故事线的处理不同，可以理解为制作与受众需求不同，首先小说中，有很多是
人物的心理活动，但心理活动，很不适合电影，因为除了演员精湛的演技可以部分表现出人物心理活动以外，在电
影镜头里，是没有办法完全还原小说中描写的心理活动的。此外，当观众观看电影时，更多的是被故事与人物所吸
引，对旁白或者独白要求不大。制作方式与受众需求，导致了导演与编剧在改编小说时，有的放矢地有取舍。且电
影中建建这样的形象，也为李宝莉未来的生活埋下了一个悲剧的伏笔。
然后，电影里还删去了宝莉卖血、亲父癌症、何嫂受伤等情节，表面上看，这些内容会使电影的深刻度和观赏
8)孙丽琼..「方方小说的刀锋叙事研究——以《万箭穿心》为例」.九江学院学报.201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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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减分，但删除了“极端”却获得了更平实因而更结实的真实；这些镜头被删除还有一部分原因是中国电影没有分级
制度，这些较为“极端”的镜头，尤其是卖血这样的镜头，不适宜给青少年观看，并且在电影审查时也不容易过审。
最后，小说中，李宝莉的父亲和母亲都在故事情节中承担了一定的功能：李宝莉的父亲在小说的开端处参观完
新房后，告诉李宝莉这里的风水是“万箭穿心”，住进去会“没得一个好结果”；李宝莉的母亲是李宝莉最钦佩的人，
她勤劳要强，但在李宝莉生活最艰难的时刻教育她要“忍”。在电影中，李宝莉父亲和母亲的角色全部消失，只由李
宝莉自己提到了母亲很早过世，而提出“万箭穿心风水说”的人也从父亲变成了闺蜜万小景，时序也从小说中的开头
移到了马学武去世后，在电影时长近一半的位置。
此外，《万箭穿心》小说和电影的叙事结构基本一致，均采用了环形叙事结构，故事从搬家开始，到搬家结
束，聚焦点是武汉底层女性市民的李宝莉。从搬进新家的那一天起，似乎就是李宝莉悲剧命运的开始：这个举止粗
鲁、刀子嘴豆腐心的武汉女人，经历了3 次“万箭穿心”的打击：第一次是发现丈夫有外遇，她深受打击，一气之下
报了警；第二次是丈夫因无法接受接踵而来的失败打击自杀身亡，她用一根扁担挑起了一家老小的生活；第三次也
是对她打击最大的一次，当儿子考上大学，她以为终于苦尽甘来的时候，儿子却视她为杀父仇人，把她赶出了家
门……“失去——抗争——再失去——再抗争——再失去”，在这样的环形结构叙事中，营造出一个悲剧意味非常浓
厚的女性人生困境，这种叙事手法让作品的宿命之感得到了完美的彰显。9)

2) 人物形象

无论是电影还是小说，人物形象的塑造必然是重中之重，能否刻画出一个独特、具体、生动的人物形象是非常
考验功力的。小说使用语言文字对人物细腻感受的描写、心理意识的铺排是电影镜头所无法深入表现的。但是电影
也有优势，电影的视觉效果所营造出来的身临其境的感觉，看起来更接近现实，而这是小说无法体现的。另外，演
员节制而又精致的表演可以弥补电影画面的直观性造就的与小说文字细腻描写的差异，这一点在人物形象塑造方面
表现得尤为突出。
中国籍演员颜丙燕，在电影中饰演的是一位为儿子奉献一切却在儿子事业有成后被扫地出门的苦命女人“李宝
莉”，她在其中多次演技炸裂的时刻让人看了有很深的代入感，观众纷纷被颜丙燕的演技折服。后来的颜丙燕也是凭
借自己在《万箭穿心》中精湛的演技，多次斩获影后的荣称。李宝莉发现丈夫偷情时的泪水、李宝莉在丈夫去世时
的泪水、李宝莉被儿子赶出家门的泪水，颜丙燕的哭戏将李宝莉的性格生动地展现了出来。李宝莉固然脾气差、爱
操控，但同时她也会做事、勤劳能干，她对丈夫是爱的，只是表达的方式错了，演员表演粗蛮霸道的同时也能表现
出李宝莉善和爱的一面，这个人物角色塑造是非常成功且有代入感的。实际上，在小说里，李宝莉被儿子赶出家
门，是没有哭的，但在电影中，影片中人物是痛哭的，似乎要把十几年付出付之东流的伤痛都通过眼泪倾泻出来，
这个改动是合理的，通过这个仪式般的哭，体现女主和过去自己告别的决绝和坚毅。
在小说《万箭穿心》中，女主人公李宝莉这个角色，将绝大多数“城中村”人的痛苦串联了起来：挣票子、分房
子、老人的赡养、强行拆迁、出轨、下岗、寻短见、蹲监狱、离婚、高考、婆媳失和、母子决裂、单亲家庭、扫地
出门、风水、技术革新、文化水平不同造成的隔阂等，这些市井小卒的破事，均在李宝莉身上应验。李宝莉一直没
有一份正式且体面的工作，菜市场的成长环境让她习惯了打零工的状态。且在李宝莉和马学武夫妻二人之间，其实
李宝莉一直处于弱势的地位：丈夫隔三岔五给她安一颗定时炸弹——先是搬进新家的第一晚开门见山提出离婚，紧
接着进行令人发指的肉体出轨，最后到死也不留一句话给她。对于妻子李宝莉，丈夫用“无语”来表达，足见她在这
段婚姻里是有多么失败。10)
她失败的婚姻直接导致了她下半生的辛苦恣睢。除了婚姻的失败外，李宝莉的亲子关系也是“失和”的，她一直
得不到儿子小宝与公公婆婆的认同。
在小说中，李宝莉虽然的勤劳、坚韧和忠贞，但又让读者处处感觉到悲凉。小学毕业就帮家人卖菜的李宝莉和
身为中学教师的公婆之间的相处非常艰难，甚至处于一种对立关系。一次因为老人忘关水龙头致使家里发生水灾，
婆婆拿出一千块钱，递给李宝莉，说这错是我犯的，我赔钱给你就是了。本来李宝莉满心是火，但她到底没想过要
9)唐宏.「从“万箭穿心”到“亲爱的”——方方小说《万箭穿心》的电视剧改编分析」.时代文学.2014.11:159
10)罗荣.「《万箭穿心》：一曲江城市井女性的命运哀歌.」.名作欣赏.2019.0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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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婆婆发飙。婆婆这么一说，李宝莉的火头一下子蹿了出来。公公见李宝莉说话如此蛮狠，也发了火。说“你当这房
子是你买的？这是我儿子的屋，我们比你更有资格住这里。”他们之间矛盾重重，在马学武死后表现得尤为明显：由
于李宝莉打了小宝一巴掌，结果引发祖孙三人身体的、精神的近乎疯狂的报复；尽管她辛苦赚钱赡养他们，还是遭
到他们的疏远，甚至连公公过生日都不告诉她。显然，公婆并没把李宝莉真正当成家人，仅仅把她看成挣钱的工
具。在李宝莉为帮何嫂出头导致自己腿受伤在万小景家休养时，婆婆甚至有了怀疑的态度，只问“这几天我们要用的
钱呢？”而当得知婆婆生病住院，她赶紧过来陪护，即便冒着腿伤被雨淋湿的危险。结果，她的“腿烂得能见到骨
头，隔着纱布都闻得到臭。怎么打针吃药都不肯愈合。”可是，公公婆婆还有小宝，都没有到医院来过。李宝莉担心
家里，不晓得他们老的老，小的小怎么过，便让万小景过去看看。结果万小景去的那天，家里老小三口人正在喝排
骨汤。婆婆说，真是巧板眼，我不病她也不伤，我一病她连忙就伤了。忍受着一次次精神创伤的李宝莉最终也没能
获得祖孙三人的接纳。
相比而言，电影中婆婆的形象没有小说中那么冷漠，也显得通情达理。刚到第一天就被李宝莉欺负得在楼下流
泪。小宝成为高考状元的那天，一家人喝酒庆祝。婆婆对李宝莉说，“要说辛苦呐，这么多年你也吃了不少的苦，我
嘴上是没说，可这心里是有数的”。当听到小宝要与母亲划清界限、绝情地把母亲赶出去时，婆婆主动制止孙子并劝
说儿媳，努力维持家庭和睦。在婆婆的要求下，尽管不情愿，小宝还是连夜出去找了母亲。
电影《万箭穿心》抓住了李宝莉这个人物“不认命”的特点，同时在人物表现和细节刻画上保持了人物的立体感
——既可憎、可厌又可亲、可敬，还原出一个真实的汉正街女扁担的二十多年的人生历程，既有生活的原生态，又
有人生哲思的厚重感。而这一切又基本上是以一幕幕经过精心选择的场景表现出来的。如影片开头李宝莉在搬家过
程中对搬运工和丈夫的呵斥责骂的镜头，既表现出主人公性格泼辣、霸道的一面，同时体现了丈夫马学武在强势下
的无奈与屈辱，所以搬进新家的第一夜就向老婆提出离婚就显得顺理成章了；又如李宝莉报警抓奸后在饭桌上当着
闺蜜万小景的面仍揭老公的伤疤，让马学武无地自容，这时儿子小宝牵住父亲的手，说：“爸爸走，去陪我玩。”这
个场景既表现了儿子对母亲的不满，同时表明爸爸才是小宝幼时真正地情感支柱，这就为儿子以后在父亲自杀后对
母亲的怨怼打下伏笔。包括小宝长大后在父亲书中发现他情人的相片这个细节，在小说中是没有的，小说中是小宝
爷爷告诉他爸爸有个相好，而在影片中为了人物的集中和精炼，干脆就隐去了小宝爷爷和外公外婆这些和表现主人
公关系不大的枝蔓人物。相片的发现使儿子怀疑父亲的死因，进而找到那个女人了解到母亲的举报才是父亲自杀的
真正原因，此后将含辛茹苦养育自己的母亲扫地出门、断绝关系，也就形成一个完整的令人信服的情节和情感链。
其实电影在人物设置上对小说的改动很大。原著小说有李宝莉父母和马学武的父母，且四位老人在故事的发展
线索上起到了很大的作用，而导演只在片中留下了奶奶一位。从电影叙事角度来说，只留下奶奶一个人，会让故事
显得更有张力。因为多一个人，多另外一种力量，就会让奶奶对李宝莉造成的伤害形成缓解。奶奶和儿子小宝，都
对李宝莉不好，从规定性上是容易做到的。但如果按照原著小说中，儿子、老公、公公婆婆都对李宝莉不好，这种
规定性已经有点太戏剧化了，太像巧合了。电影中对人物角色的减弱实际也是一种对人物关系的另一种变相的强
调。方方的小说原著更像是女人的一种悲剧，指向性很明显。李宝莉的性格很大程度上来自于她的母亲。李宝莉的
姆妈在马学武走后，对李宝莉说，要忍。片中强调李宝莉父母走得早，在这里断掉了人物性格的一种源起。11)
小说和电影版中的李宝莉，是一个具备了社会转型期时代特征的底层女性市民形象代表，她占有欲强，内心善
良却又言行犀利，富有牺牲精神而又愚昧糊涂，缺乏对生活的思考和对命运的清醒认识。电影意在通过李宝莉对家
庭倾注全部艰辛付出换来的却是丈夫的出轨、儿子的驱逐，引发观众对于李宝莉悲剧性人生的思考及代入更多现实
生活联想。小说意在通过对李宝莉命运悲剧和性格悲剧的审视，引发读者对那些经历着艰难、粗糙、困顿人生的都
市底层女性生存困境的思考。

3) 性别视角差异

在电影《万箭穿心》对小说的改编中，影视文本对原著进行了重新解读。与原著相比，既有承继，又有变化。
尤其值得注意的是，审美视角发生了转换。审美视角是创作主体对生活属于自己的一种艺术发现，它是创作者主体
意识和审美意象的艺术外化。12)它体现了一种观点，反映了一种态度，是作者在叙述时对事件、人物、场景的艺术
11)刘川鄂 黄耀芳.「《万箭穿心》:小说与电影」.扬子江评论.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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把握方式，同创作者的美学趣味和他对待所反映题材的态度密切相关。作家方方与导演王竞对审美视角的不同选
择，影视文本叙事视角的下移和性别视角的转变，让两种文本产生了不同的艺术效果，产生了与原著不同的艺术效
果，同样具有无法替代的艺术魅力，对今后影视剧的改编有重要的启示作用。
导演王竞在电影一开始就用镜头的角度暧昧地暗示了他对男女地位的看法。李宝莉和马学武第一次正面出场是
在影片开头的搬家戏当中，这场戏里，李宝莉在楼下与搬家工人议价，而马学武则位于楼上，低头窥视着李宝莉，
一个主观镜头在阳台边缘游离，俯拍到李宝莉气势汹汹的样子之后，又移了回去。一个“男在上、女在下”的性别地
位立刻被刻画了出来，象征着男性的权威凌驾在女性之上。而这个“探出又缩回”的带着“窥视感”的镜头则带有更多
的趣味：一方面，这可以被看作是男权对兴起的女权力量所投去的“不屑的一瞥”，俯拍的角度带来了地位上的压
迫，而位置的游移又充满了唯心主义的含义——若是“我”不给予关注，“你”的力量于我而言也不存在；若是“我”给予
关注，“我”的地位仍然凌驾于“你”之上，“你”只是一个被俯视的客体——这恰恰展现出了面对当前女权主义运动兴
起，部分男权主义者所持有的态度。
弗洛伊德认为，女性既代表了欲望的快感，也代表了阉割的恐惧（fear of castration），穆尔维认为消除这种
恐惧的方式就是“通过对有罪的对象进行贬值、惩罚、或是拯救（这一方法的典型例子是黑色影片）来实现平衡”（1
975：6-7）。而在电影《万箭穿心》当中，这一方式得到了充分的运用，李宝莉这个角色经历了一系列的惩罚，而
她在从事了十年扁担工作之后青春容颜的不再，则是从男性角度对其进行的贬值。
带有角度的镜头不止一次的出现在影片当中。马学武和周芬第一次同时出现时，镜头也是从楼上的马学武移动
到楼下正在排练舞蹈的周芬身上；李宝莉的情人建建第一次出现时，也是站在汉正街的楼梯上，而李宝莉则是在地
上向上仰视。在新人物出场的关键时节，导演无一例外的选择了用有角度的镜头来展示两性之间的地位关系。因
此，尽管意在描绘女性的命运，电影仍然没有摆脱父权制意识形态的支配。
作家方方无论有意识还是无意识，确实是站在女性的角度上来处理人物关系的，关注女性深层心理，在小说
《万箭穿心》里，方方作家对李宝莉的塑造打破了中庸美学的审美观照。在外在形态上，李宝莉美而不娇、粗俗泼
辣且不温柔，在朋友面前也是大大咧咧、喋喋不休，在丈夫儿子面前也是颐指气使、霸气十足。传统社会对女性提
出了“三从四德”的标准：“未嫁从父，既嫁从夫，夫死从子”，剥夺女性一生各个阶段的自主权。在男权思维模式
下，强势的女性往往不会被社会普遍接受和欢迎。作为妻子、母亲，女性要温柔、勤劳、包容、大度、慈爱、持
家，而李宝莉泼辣、强势、独断、言语粗鲁、刀子嘴豆腐心，这些形象都与传统道德对女性的要求不符。而在内心
世界里，李宝莉不得不面对来自生活和家庭的一次次锥心刺骨般的精神阵痛，抵抗绝望与虚无袭来的无奈与空洞，
丈夫出轨、儿子绝情、生命无依……生活的酸甜苦辣和万般纠结集于心头，多重的纠结和无情的命运不断磨钝她对
现实人生的敏感与精明，挤压着她骨子里的要强与忍耐力。
小说中李宝莉的母亲所代表的是遵循传统秩序的女性形象，她缺乏文化，但明白要“依顺”才能熬过生活的苦
难。她告诫李宝莉要“忍”，直接促使了李宝莉人物形象的转变——从一个跋扈、强势的女性，变成吃苦耐劳、无怨
无悔、心甘情愿忍受悲剧命运的人。好友万小景因为自己的软弱而只能把出轨的丈夫当作银行和提款机，何嫂则有
不堪忍受而又不得不承担的家庭重负。这些女性们，有的是被不自知的性格缺陷所困扰，有的是陷于难以摆脱的外
在环境，从外表到心灵，她们都是顽强“在场”的，既没有被凝固为被看的欲望风景，也没有蜕变为封闭的呈现客
体，人物外在形象的朴素平凡与内在世界的锥心之痛形成了奇特的艺术张力，揭示了她们精神和生存困境形成的深
层原因，且这样的性格悲剧，并不是指个人，这三位女性，只是时代转型路上女性群体的缩影。
导演王竞在访谈中讲到，方方在看完第一稿剧本之后唯一提出的一点修改意见，就是“儿子看到母亲和情人在一
起的那场戏应该删除，对母亲的形象有一个伤害，是一个道德上的污点”。13)可见原作方方期待的是一个所谓的没有
“道德污点”的母亲形象，而这个形象恰恰也是男权话语所建构起的，对女性本身而言是一种束缚。而导演王竞最终
选择保留这段戏，因为他认为“母子关系应该从多方面来探讨……母亲这个角色的价值观也不是完全让我认同的，有
一部分女性‘自怜’的成分，一味地把她‘英雄化’，或是一味歌颂她作为女性的美德有些太单薄了”。14)王竞认为李宝莉
的形象在后半段十分“英雄化”，因为她一人承担起养家重任，体现了英雄式的女性美德，而与建建的这场戏其实是
12)张德林.「审美视角与艺术深度——小说艺术谈」.小说评论,1986,(6):59.
13)沈祎. (2012.12.09).「《万箭穿心》王竞的访谈.」.迷影网.2017.01.07
14)沈祎. (2012.12.09).「《万箭穿心》王竞的访谈.」.迷影网.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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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英雄化”的，让她的角色更丰满真实。
电影在改编小说的过程中，舍弃了“父亲”这个角色的存在，李宝莉和马学武的父亲均消失不见。马学武的父亲
在原著小说中承担的功能其实与其母亲相同，电影保留了其中一者，并弱化了婆婆和李宝莉之间的冲突，但婆婆本
身所代表的传统女性迎合、服从并依附男权的形象并没有因此消解：她在影片中后段与小宝一起，对李宝莉实施着
违背夫权的惩罚，并提出要李宝莉转移房产至小宝名下。而李宝莉的父母两个角色在电影中全部消失。但不论如
何，李宝莉和马学武的父亲的不在场、马学武自杀后小宝父亲的不在场，这些父亲的缺席并没有带来父权制的缺
席，尽管父亲失去了具体的形象，但“父权制的阴魂一直游荡在这个家庭中，从未离去”。
由此可见，当男性导演来改编这部小说，因为男性导演视角与女性作家视角的叙事作品在特征上本身就存在很
大的差异，如果将视角理解为一种叙述方式，那么这自然就牵扯到了“谁是叙述者”的问题，男性与女性视角的叙
述，有意或无意的性别观念以及性别思考，使得叙述者的性别意识、性别态度呈现出种种不同，所传达的精神与主
题自然会有差异。但是，这样改编自一部女性题材（女性身份、女性命运、女性力量）的电影，“需要从更根源处反
思，要摆脱对电影的迷恋认同，看到电影文本背后的运作机制，瓦解电影工业对女性创造力的压制和银幕上对女性
形象的剥夺”。15)认清摄像机背后的性别话语是如何运作的，才能更本源地了解当前银幕中的性别形象是如何被建构
的。而对于电影工作者来说，如何能拍出一部真正展现新女性形象、新伦理道德、新社会秩序的电影作品，仍有很
多反思的空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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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论方方小说《万箭穿心》的电影改编
한지연(중앙대학교)
此文以方方小說《萬箭穿心》為主要研究對象，試圖探討小說改編電影的問題。從研究對象來看，選題有一定的
現實意義，有助於了解方方小說研究的重要性及其電影改編的美學意義。然而卻發現了一些不妥之處，因此需要提
出如下建議，以便提高論文質量，具體如下：
一、此文過於梳理有關小說的電影改編方面的知識點。具體來講，在引言中未必談及二十世紀初西方文學作品的
電影改編情況以及中國文學作品（指古代小說、現當代小說）的電影改編情況，嚴格來講，這只是羅列基本知識點
而已，實際上與研究對象毫無關聯。正因如此，使得論文缺乏問題意識，導致“議論”顯得不深刻。與前人研究相
比，難以發現此文的獨到之處。建議您突出問題意識，並從中尋找其研究的合理性何在。
二、至於談及小說的電影改編問題，,必須將互文性（intertextuality）納入考虑範圍，並仔細琢磨從小說改編成電
影的過程中所體現的文化特徵。此外，還得進一步思考文學作品和改編電影之間所存在的張力，因為作家和導演對
於藝術作品不同形式的創作，因而產生出不同的藝術特點。若不考慮上述兩點，無法提高論文質量。
三、論文作者從故事結構、人物形象和心別視角差異等三個方面對《萬箭穿心》進行比較。但從另一個角度來
講，這幾個方面只是局限在小說和電影兩種不同藝術形式比較而已，根本就沒有涉及到影視改編背後的文化隱喻。
換言之，將“改編”作為一種文化現象來加以探討，以便更深入地把握小說與電影之間的相互聯繫及其文化内涵。
四、在正文中的有些表述，過於接近口語，如在第三頁的第七行中“……非常不錯”，我個人認為極不妥當。
五、雖然此文不是學術論文，而是研討會發言稿，但還得講究學術論文的標準格式，如腳註格式不規範，請您多
留意此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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