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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선 사회에서 불교의 논리는 상당히 남성 중심적이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사회가 가진
본질적인 모순과 깊이 관련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불교와 ‘여성’은 상당히 밀접
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많은 여성 신도들은 불사에 참여하거나 시주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
여 사찰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고, 사찰은 여성 신도, 후원자들을 배제하고는 사찰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
였다.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정착하였다. 대체로 우리나라는 인도에
서 형성된 불경을 한역한 한역본을 다시 수입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도 사회
와 중국 사회에서 전개된 불교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1) 본 논문에서 주
목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 역시 이러한 차원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다. 즉, 인도 사
회와 중국 사회에서 생각하였던 ‘여성’의 지위나 역할이 불경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불교가 모든 측면에서 인도나 중국 사회의 인식들을 받아들이기만 하였던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들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많은 신도를 확보하고,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여야 했던, 당대의 모든 종교들의 생존 전
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불교가사’ 역시 이러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로, 그

1) 불교는 고타마 싯다르타(Gotama Sidhārtha)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이며, B.C.500년대부터 교리들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인도의 마가다국을 중심으로 각지로 전파되는데, 흰두교 중심의 인식
론에 반하여 서민들을 중심으로 전파된다.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된 것은 150년대 정도부터인데, 부처
생존시대로부터 400-500년 동안 인도에서 전승되었던 불교는 이미 여러 부파로 나뉘어진 상황이었
고, 각 부파별로 여러 경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불교를 전승시키던 사회의 모습이 반
영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울러 지루가참, 축법호, 구마라습, 현장 등에 의해 여러 경전들이 한역
되면서 중국에 불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었으며, 한역 과정에서,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여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중국화가 이루어졌다. 한반도는 이후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경전을 수입하였기 때문
에, 사실상 인도, 중국의 사회 인식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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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는 불경 속에 담겨 있는 여러 인식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물론, 당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기호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문화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사’ 사설에는 전통적으로 ‘불교라는 종교’가 가졌던 여성에 대한 인식
은 물론, 당시의 사회적 흐름과 사회 구성원들이 가졌던 ‘여성 인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불교가사 사설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불교가 종교적으로 ‘여성’의 지위
를 어떻게 생각하였고, 그것을 표현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복합적인 차원에
서 여성의 주도적 활동과 그것을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시선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다수의 연구자들이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불교의 교리와 전통적인 인식
을 주목하였다.2) 또한 주로 조선시대 불교의 문화 활동 가운데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거나,
불교 사회에서 ‘여성’과 관련된 오해를 초기 경전의 내용을 통하여 바로잡고자 노력하였다.3)
이러한 시도는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지만, ‘오
해’라고 인식하고 있는 내용들이 왜 생겨난 것인지,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정착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적인 차원에서 이를 비판하고, 그것
을 바로잡는 차원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4)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조금 더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보고자 한다. 본고는 불교가사
에 형상화된 당대의 ‘여성 인식’을 확인하고, 그것에 담겨 있는 사회, 문화적 의미를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불교가사는 18-20세기, 즉 조선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점에
대중들에게 폭넓게 유행한 불교문화 활동의 결과물이다.5) 이러한 시기에 대한, 그리고 불교가
사에 형상화된 당대의 ‘여성 인식’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사찰 문화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지위는 물론, 문화의 발전적 전개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당대 ‘여성’의 활동이 가
2) 최근의 대표적인 논의를 들면 아래와 같다.
안옥선(1997), 「초기불교와 페미니즘 윤리에 나타난 자아의 특징」, 『철학』 53, 한국철학회.
하정남(2001), 「불교와 페미니즘, 공존 가능한가」, 『불교학연구』 2, 불교학연구회.
구자상(2004), 「불교의 인간론에서 본 석존의 여성관」, 『정토학연구』 7, 한국정토학회.
안옥선(2002), 「“불교와 페미니즘”에 관한 논의, 왜 필요한가?」, 『동서 비교문학저널』 6, 한국동서비
교문학학회.
이수창(2007), 「불교의 여성성불론에 대한 검시」, 『한국불교학』 48, 한국불교학회.
윤종갑(2010), 「불교에서 평등과 차별」, 『동아시아불교문화』 5,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조승미(2011), 「안옥선의 ‘불교와 페미니즘’ 연구 리뷰」, 『불교학 리뷰』 9,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
소.
안상희(2012), 「대승경전에 나타나는 불교페미니즘 연구」, 위덕대 불교대학원 석사논문.
조승미(2013), 「한국의 불교와 여성 연구: 회고와 전망」, 『한국불교학』 68, 한국불교학회.
옥복연(2013), 「한국불교 조계종단 종법의 성차별성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
문.
3) 이현옥(2003), 「불교에서 여성성이 갖는 이중적 의미」, 『불교어문논집』 8, 한국불교어문학회.
옥복연(2015), 「불교 경전에 나타난 여성혐오적 교리의 재해석」, 『한국여성학』 31(1), 한국여성학회.
옥복연(2015), 「붓다의 십대 재가여성제자에 대한 불교여성주의적 분석」, 『한국불교학』 74, (사)한국
불교학회.
4) 불교와 페미니즘을 연결시켜 여성혐오, 혹은 여성성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 가장 확실한 근거
로 드는 것이 결국, 불교의 초기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서술들이다. 이 선행연구들이 논의한 바대로
전통적인 인도 사회의 여성혐오에 대한 반작용으로 불교의 기본 논리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초기 경
전의 서술들을 통해 이를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불교의 전개를 통시적으
로 살펴볼 때, 초기 경전을 근거로 한 논리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5) 18-20세기는 이전 시기 전란으로 인해 훼손된 사찰을 복원하고, 확장하는 불사가 전국적으로 매우 활
발하게 벌어졌다. 이러한 불사활동은 법당의 복구 및 개창, 불상의 개금 및 안치, 불화 및 불구의 제
작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결국 당시 사찰 구성원들이 가지는 문화적 역량을 담아내는 문
화 활동이었으며, 불교가사는 이러한 불사의 진행이나 의례의 진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활동이
다.

- 10 -

[제1분과] 최형우, “조선후기 불교가사의 여성 형상화와 향유문화적 의미”

지는 의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불교의 여성 인식과 조선조 여성의 신행 활동
사찰 구성원들이 가졌던 여성 인식과 그 표현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
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본래 불교라는 종교가 가진 인식에 대해 확인하여야 할 것이
다.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발전한 불교는 인도에서 형성, 발전하여 중국으로 유입되었고, 다시
한반도로 전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인식에 대해서는 인도 사회의, 또 중국 사회의 의
식들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전개된 불교를 통하여 이것을 상
세하게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본 논의의 초점에도 맞지 않다. 우리나라에 유
입되어 유통된 불경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시대적, 환경적 특수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종교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유
입되어 정착,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그곳의 환경과 구성원들의 특성, 사회 구조 등은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조선시대 사찰 역시 이러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으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형태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사찰에서
‘여성’은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사찰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다. 따라서 불경에서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는 별개로 조선시대 여성들의 사찰에서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먼저 불서에서 여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불
서에 언급된 여성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논의들을 통하여 몇 차례 주목받았다. 불교계에서 일
반적으로 현세에 여자로 태어난 것이 전생에 지은 악업이나 부족한 공덕의 결과라는 식으로
여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진짜이든 오해이든 간에 이러한 인식
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생겨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초기 경전의 해당 내용을 통해 이러한 여
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직접 언급한 것인지,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인식이 생겨난 것인지
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옛날에 도를 깨치려고 하였을 때) 애착과 혐오와 탐욕(이라는 세 마녀)를 보고도 그들과 성
의 교접을 행하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나지 않았다. 대소변이 가득찬 (여자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그 여자들에게 발이 닿는 것조차 바라지 않았다.(부처님이 사아밧티이에 계실 때 바라문인 마아간디
야가 그의 딸들을 성장시켜 데리고 와서 부처님께 아내로 삼아달라고 하였을 때 하신 말씀)6)

초기 경전 『숫타니파아타』의 예를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서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전의 서술이 여자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색욕’에 대한 경계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7) 하지만 이 구절이 남성 화자인 석가모니 부처
에 의해 남성 청자인 마아간디야를 대상으로 표현된 것은 확실하며, 이러한 틀로 인하여 남성
중심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후 전승자들의 해석에 따라 여성을 부정적으로 인식
하게 될 여지를 두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6) 김운학 역(1980), 『숫타니파아타』, 범우사, p.159.
7) 옥복연(2015), 「불교 경전에 나타난 여성혐오적 교리의 재해석」, 『한국여성학』 31(1), 한국여성학회,
p.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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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석가모니는 당시 인도 사회의 통념이었던 ‘여성관’을 그대
로 수용하지 않았던 것은 확실하다. 특히, 당시 흰두교를 중심으로 한 인도 사회는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은 악업과 부족한 공덕의 결과이며,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현세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여 좋은 아내가 되고, 내생에 남성으로 태어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8) 하지만,
석가모니는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형태로 ‘업’의 문제를 풀어내며 논리를 펼쳤다. ‘업’
은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이며, 이러한 논리를
통하여 당시 사회에 퍼져 있던 여성에 대한 인식을 부정한 것이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초기 불경은 곳곳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담고 있다. 아래
와 같은 경전들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반하여 내용이 서술
되고 있다.9)
(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오직 네 가지 만을 제하고 그 나머지는 일체와 평등하여 구별이 없으니,
그 첫째는 수(壽)이며, 둘째는 성(姓)이며, 셋째는 명(名)이며, 넷째는 신(身)이다. 보살은 결코 여
자의 몸으로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을 수 없다. 어째서인가? 보살마하살은 이미 첫[初] 아승
기겁에 여자 몸 되는 것을 끊었기 때문이다. 여자의 몸은 탐욕이 많고 두 갈래로 갈라지는 지혜
[二指智]이므로 이러한 악지(惡智)로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을 수 없다.
- 『보살선계경』10)
(나) 만약 선남자·선여인이 이 여래의 이름을 들으면 반드시 앞으로 큰 열반을 얻으리라. 만약 여인이
있어 이 광명취여래의 이름을 들으면 마땅히 여자의 몸을 바꿀 것이며, 수명을 마칠 때 의심과
혼란이 없고, 다시는 여자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 『보살장경』11)
(다) 제 생각으로는 저는 복이 적어 이렇게 여자의 몸을 받았고, 마음과 몸에는 더러운 때[垢]가 밤·
낮으로 산처럼 쌓였습니다. 더구나 사람의 목숨은 짧고 급박하여, 죽은 뒤에는 세 갈래 나쁜 길
[三塗]에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달마다 부처님 법의 재를 받들어, 애욕을 끊고 도를 따
름으로써 태어나는 세상마다 복을 받으려 합니다.“
- 『법구비유경』12)

위의 여러 경전의 인용 내용을 보면, 분명히 ‘남성’을 우위에 두고, ‘여성’을 상대적으로 낮
게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에서 보살은 절대로 여자의 몸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는 구절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일종의 ‘여성 혐오’ 논리를 뒷
받침하는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내용이다. (나) 역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여성의 몸을 바꾸고,
다시 여자의 몸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해 여자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
다. 아울러 (다)에서 여성 스스로가 자신을 포함한 ‘여성’에 대하여 상당히 낮게 인식하고 있

8) 김한상(2017), 「초기 불교적 관점에서 본 여성의 태어남과 업」, 『불교학연구』 53, 불교학연구회,
p.237 참조.
9) 아래 세 경전의 내용은 “한글대장경”(https://abc.dongguk.edu/ebti/c2/sub1.jsp)에서 발췌하였다.
10) 5세기 중엽 인도 출신 승려 구나발마가 한역한 경전이다. 이 경은 보살이 행해야 할 각종 계율을 설
명하고, 그 계율을 지키는 보살들이 받을 수 있는 복덕에 대해 설한 내용이다.
11) 6세기 초 부남국(현재 캄보디아 지역) 출신 승려 승가바라가 한역한 경전이다. 이 경은 보살의 참회
내용을 설한 내용이다.
12) 4세기 초 중국 승려 법거, 법립이 한역한 경전이다. 이 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비구, 신자를 위해
설한 각종 설법 내용을 모아놓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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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와 같은 여러 경전에서의 부정적 여성 인식은 결국, 초기 경전이 가지고 있는 표현상의
문제점과 더불어, 이것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인도, 중국 사회의 인식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 역시 주나라 이후 가장권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며,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고 종속적이며, 그 생활영역이 가정이다’라는
이데올로기가 주로 나타난다.13) 이러한 중국 사회의 의식은 중국으로 유입되어 유행한 불교의
교리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 인식’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다.
한반도의 고대, 중세 역시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특히, 중국을
거쳐 들어온 불교 경전이 유통되면서, 사찰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가졌던 여성에 대한 인식
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넘어서기 힘들었다. 하지만, 사찰의 구조와 운영에 있어 ‘여성’은 다
양한 역할을 하였으며, 사찰 공간에서 여성들이 가지는 중요성은 상당히 컸다. 특히, 조선이
건국된 이후 국가의 지배 이념이 성리학으로 바뀌면서, 불교 사찰은 주요 구성원의 변화를 맞
이할 수밖에 없었다. 사대부 남성들에 의해 억압받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당시 사찰의 중요
한 후원자이자 구성원으로 ‘여성’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특히, 조선 전기 왕실과 사대부가의 지배층 여성들은 사찰의 여러 불사를 후원하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찰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았다. 1395년(태조 4) 영덕 장륙사의 <乾漆觀音
菩薩坐像>이 조성되어 이후 1407년 개금된 불사에 丹陽郡夫人 朴氏, 玉泉郡夫人 全氏, 開城
郡夫人 王氏, 密陽郡夫人 朴□ 등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후원자로 참여한 이후,14)
조선시대 내내 큰 불사에는 대부분 여성 후원자들이 존재하였다. 특히 지배층 여성은 사찰에
서 진행되는 각종 불사에 가장 중요한 후원자였다.
이뿐만 아니라 왕실을 중심으로 여성이 출가를 통하여 보다 중요한 사찰 구성원으로서의 역
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조선 전기 ‘정업원’의 존재가 이를 증명한다. 고려시대부터 운영되던
비구니 사찰인 정업원은 1448년(세종 30) 폐지되었다가 1459년 다시 중창되었고, 이후 1505
년(연산군 11) 다시 혁파, 1550년(명종 5) 다시 운영되는 등 폐지와 운영이 반복되었다. 1612
년(선조 40) 완전히 폐지되어 다시 복원되지는 못하였지만,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왕실을
중심으로 불교의 영향력이 상당하였으며, 사찰 구성원으로서 왕실의 여성이 상당히 중요한 위
치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왕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아래의 인용 사례를 통하여 조선 사회의 여성이
불교 사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년 이래로 氣習이 날로 변하여서 여승의 무리들이 점차 많아지고, 궁벽한 민간과 비밀스러운 땅
의 곳곳에 모두 社堂이 있어서 무리들을 긁어모아 초유를 널리 행하니 失行한 처녀들과 지아비를 저
버린 사납고 모진 妻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薦導 하느니 명복을 비느니 하면서 핑계대
어 머리를 깎고 절에 몰래 투신하는 자가 그 얼마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 행동을 공평하게 상고하
건대, 성심껏 佛道에 향하는 자는 대개 백 사람에 한두 사람도 아니되며, 예법의 禁防에서 뛰쳐나가
서 절실하게 자기 마음대로 음행을 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婦人들이 거처하는 집은 閭閻
이 좌우에 있고, 노비가 앞뒤에 있으며, 僧俗 이 복장을 달리 하고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비록
情慾을 마음대로 풀어보고자 하더라도 사람들의 이목이 이미 널리 있어서 형세상 또한 행하기가 어

13) 윤재석(2006), 「중국고대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가내지위」, 『동양사학연구』 96, 동양사학회, p.32 참
조.
14) 강희정(2002), 「조선 전기 불교와 여성의 역할」, 『아시아여성연구』 41,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
pp.272-2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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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지만, 집을 나가면 중과 여승이 일체이고 복색이 서로 뒤섞여서 奴僕을 물리치고 친척과 絶緣하며,
출입에 방해되는 것이 없으므로, 그 형세가 전일에 비하여 어찌 만배나 더 쉽지 않겠습니까? 부녀자
가운데 보잘것없이 추하게 행동하는 자는 그 심복들과 결탁하고, 혹은 점등한다고 일컫고, 혹은 천도
한다고 일컬으며, 혹은 번경한다고 일컬으며, 사찰을 두루 돌아다니며 열흘씩이나 유숙하고 방탕하면
서 돌아갈 것을 잊어버리니, 음행을 저질러 추악하고 더러운 소문이 자자하여 높이 귀에 들립니다.15)

위인용은 서거정 등의 사대부 관료가 당시 여성들이 사찰에 드나드는 것을 경계하고 비판하
는 내용이다. 사대부 관료들은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사찰에 드나드는 것을 성적 일탈(음행)과
관련지어 비판하였다.16)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비판을 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사회
에서 여성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사찰을 왕래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성적 일탈’의 사례가 완전히 없지는 않았을지도 모르나, 당시 조선 사회의 수많은 여성들은
점등을 위하여, 혹은 천도재를 위하여, 혹은 경전 번역 불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찰에 왕래
하였다.
여성들은 사찰의 각종 불사에 참여하며, 사찰의 문화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
대의 여성들은 사찰에서 행해지는 각종 문화 활동의 후원자이기도 했고, 참여자이기도 했다.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는 불교가사는 결국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에 근본적인 목적을 둔
문화 활동이다. 조서시대 사찰의 운영에 있어 ‘여성’이 가지는 지위를 고려하여 보면, 불교가
사의 향유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으로 사찰의 ‘여성 인식’은 앞서 살펴본 경전의 그것을 그대로 고수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3. 불교가사에 형상화된 ‘여성’
불교가사는 조선 후기 불교의 대중적 영향력 강화와 사찰의 운영을 위하여 만든 포교를 위
한 문학 작품으로, 불교의 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대중적 문학 양식인 가사
에 얹어 부른 것이다. 불교가사의 출발을 고려 말로 설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17) 문화적
으로 볼 때, 현재 남아 전하는 형태의 불교가사는 17세기 말 침굉의 작품군 이후에 사설이 형
성되어 유통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18) 즉, 불교가사에 형상화되어 있는 ‘여성’의 모습은
곧 조선 후기 사찰 구성원들의 여성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불교가사에 형상화된 ‘여성’은 사설의 계열에 따라,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당시 유통되던 불전에 형상화된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이

15) 『성종실록』 권32, 4년 7월 정미, “近年以來, 氣習日變, 尼徒漸多, 窮閻密地, 處處皆有社堂, 聚集徒
侶, 廣行招誘, 爲失行處女ㆍ背夫悍妻之淵藪。 無行寡婦, 夫屍未冷, 托薦冥福, 而剃髮暗投者, 不知其
幾。 夷考其行, 誠心向道者, 百無一二, 跳出禮防, 切切焉肆意於宣淫耳。 何者, 婦人之處家, 閭閻在
左右, 奴婢居前後, 僧俗異服, 出入有禁, 雖欲縱情恣欲, 耳目旣廣, 勢亦難行, 出家則僧尼一體, 服色相
混, 攘斥婢僕, 頓絶親戚, 出入無防, 其勢視前日, 豈不萬萬易哉? 婦女之無狀醜行者, 結爲腹心, 或稱點
燈, 或稱薦導, 或稱飜經, 遊遍寺刹, 旬日留宿, 蕩而忘返, 縱淫醜穢之聲, 騰聞滔滔。”
16) 강명관(2016), 「조선 사족체제의 성립과 여성의 통제」, 『여성학연구』 26(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118-120 참조.
17) 18세기 간행된 불서에 <서왕가>의 작자를 ‘나옹화상’으로 표기하였으며, 이후 <승원가>, <발원가>
등 여러 사설의 작자가 ‘나옹화상’으로 표기된 것에서부터 이러한 논의가 출발하였다.
18) 졸고(2016), 「불교가사의 연행과 사설 구성 방식 연구」, 경북대 대학원 박사논문, pp.13-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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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형시킨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다양성은 당시 사찰 구성원이었던
여성의 지위나 역할, 그리고 문학 향유에 있어서 ‘여성’이 가지고 있던 잠재적인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물론, 불교가사 사설이 형성된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는
것도 많지만, 대표적인 작품 계열을 중심으로 다소 거칠기는 하나 시대적인 논의도 가능할 것
이다.
불교가사 전체적인 경향을 따져보면, 분명히 사설의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주로 남
성이다. <회심곡> 계열 사설이나 <몽환가> 계열 사설, <백발가> 등 많은 가사 사설은 화자인
‘선각자’가 남성 청자에게 설법을 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대체로 범부인 청자의 ‘苦
로 가득찬 삶’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당시 동양 사회에 널리 퍼져있
었던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불교가사 사설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과는 구분되는 사설에서의 ‘여성 형상화’를 불교가사가 유행하기 시작한 17-18
세기의 사설에서부터 확인하여 보자.
(가)금녀신 득사 젼죄로 나와시니
음해샤심 다리고 비션심 념불면
마야부인 부러니 팔셰용녀 이아닌가19)
(나)여자몸을 바든사람 전생죄악 만사오니
음해사심 다바리고 자비선심 염불하면
석가여래 부려며 아미타불 부려리20)

위 (가)는 1704년 예천 용문사에서 처음 간행된 이후 18세기 내내 전국 각지에서 중간된
『염불보권문』에 실린 <회심가> 사설이다.21) 이 사설은 청허 휴정(1520-1604)이 창작한 것으
로 전승되었으며,22) 세상사 허망함을 깨닫고, 염불을 통해 극락왕생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불교가사 사설은 사설 내의 화자나 청자를 ‘남성’으로 설정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유통된 불경들에서 형상화해놓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그대로 담아내는 경우가 많았다. (가)에서 현재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전생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나)는 1887년 필사본 『불교가사』에 실려 있는 사설이다. 내용상 <회심가> 사설에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9세기 유행한 사설이라고 할 수 있다.23) 이 사설에
19) 『염불보권문』 <회심가> 제183-188구.
20) 작자미상, <권불가> 제153구-158구.
21) 『염불보권문』은 1704년 예천 용문사에서 명연(?-?)에 의해 간행된 이후 18세기에만 수차례 다른 사
찰에서 중간되었으며, 내용 역시 본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회심가>가 실려 있는 본은 1764년 팔공
산 동화사본, 1765년 영변 용문사본, 1776년 합천 해인사본, 1776년 합천 해인사 『신편보권문』,
1787년 고창 선운사본이다.
졸고(2017), 「18세기 경상지역의 『보권염불문』 간행과 수록 가사 향유의 문화적 의미」, 『열상고전연
구』 60, 열상고전연구회, p.183 참조.
22) 『염불보권문』에 실린 <회심가> 사설은 작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다만, 1776년 해인사에서 호은유
기(1707-1785)에 의해 간행된 『신편보권문』에 작자를 ‘청허존자’로 기록하고 있다. 『신편보권문』은
『염불보권문』의 속편 격으로 기존의 염불문들을 일부 삭제하거나 축약하고, 새로운 염불문을 추가하
는 등 새롭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졸고(2016), 「<서왕가> 사설의 전승과 향유의식 연구」, 『열상고전연구』 54, 열상고전연구회,
pp.295-296,
졸고(2017), 앞의 논문, p.1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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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역시 ‘여자로 태어난 것이 전생의 죄악 때문인 것’으로 서술하여 (가)와 동일한 ‘여성에 대
한 인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지형24)의 <권선곡>에서도 ‘후보응 밧옴이 삼
기녀 구셰우로 / 텬벌을 입엇고’와 같은 구절에서처럼 현세의 과오로 인하여 다음 생에
‘기녀(여자)’로 태어나게 된다는 형태로 서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당시 사회적으로 강요받던 관습적 가치관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상화된 사례도 발견된다.
부자유친 천륜이나 송사하기 일을삼고
부부유별 륜이나 이혼함을 예사알고
형제일신 지정이나 투쟁하기 무삼일고
더군다나 여자동 한심하고 가련하다
시부모가 무엇인지 아난그이 자식이라
시절이야 다러지만 미성년전 처녀로서
몽동초마 처입고 발가버신 몸둥아리
동을보고 다리덜고 서로보고 풀적며
남을향 춤을츄고 북을보고 손을덕
머리털을 살펴보니 원숭이 구리오
낫이를 바보니 구미호가 화한듯다
그런중 낫닷고 동등권을 부러지니
엄지이 박구워서 양달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이되고 이하날 된단말은
극조판 이후로서 듯도보도 못한바라
빈귀신명 자조울면 국가유우 한다하고
여자음성 놉하지면 가정불화 아니른가25)

위의 예시는 19세기 1887년 필사본 『불교가사』에 실려 있는 <광제가> 사설이다. 위 사설에
서 제시되어 있는 ‘부자유친’, ‘부부유별’ 등의 키워드는 당대 사회 구성원들에게 관습적으로
수용되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가운데 화자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
하다는 동등권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태극설을 통해 당시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는 전
형적인 근거를 내세워 전통 사회에서 제한적이었던 여성의 관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를 통하여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였던 불교가사 사설이 19세기까지 관습적, 강압적으
로 전승되던 ‘여성에 대한 인식’을 재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19세기에 유행한 불교가사 사설 가운데, 이와는 다르게 ‘여성 인식’이 형상화되어
있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 사회적으로 널리 유행하여 이후 ‘불교가사’를 대표하는
사설로 발전한 <회심곡> 계열의 사설이 그것이다.26) <회심곡>은 인과적 구성 방식으로 구성
23) 임기중(2000)은 이 사설이 18세기에 형성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설은 1887년 필사
본 『불교가사』에 수록된 것으로 18세기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다른 <회심곡>
류 사설들이 19세기에 기록된 사실로 볼 때, 이 사설 역시 19세기 성격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임기중(2000), 『불교가사 원전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p.114 참조.
24) 인혜신사 지형은 1795년에서 1797년 사이 불암사에서 많은 경전의 판각을 주도하였다. 이때 판각한
책은 경전뿐만 아니라 위경과 도가류의 서적까지도 포함되어 있다.(임기중, 2000) 이러한 많은 전적
간행 불사와 그지형이 창작한 가사 <전설인과곡>, <권선곡>, <수선곡>, <참선곡>, <마설가> 등의 작
품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 작자미상, <광제가> 제103-13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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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설로27) 현재까지 사찰의 재의식에서 ‘화청’의 형태로 연행되기도 하고, 인접 분야와의 영
향 관계 속에 민요, 무가로도 연행되고 있는 사설이다. 앞의 사례와는 다른 차원에서 형상화
된 ‘여성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여자죄인 잡아들여 엄형국문 하난말이
너에죄목 들어바라 시부모와 친부모께
지성효도 하엿느냐 동생항열 우애하며
친척화목 하엿느냐 괴악하고 간특한년
부모말삼 거역하고 동생간에 이간하고
형제불목 하게하며 세상간악 다부리며
열두시로 마음변화 못듯는대 욕을하고
마조안저 우슴낙담 군말하고 성내는년
남의말을 일삼는년 시긔하긔 조와한년
풍도옥에 가두리라 죄목을 무른후에
온갖형벌 하는구나 죄지경중 가리여서
차례대로 처결할제 도산지옥 화산지옥
한빙지옥 발설지옥 아침지옥 거해지옥
각처지옥 분부하야 모든죄인 처결한후
대연을 배설하고 착한여자 불러들여
공경하며 하는말이 소원대로 다일너라
선녀되여 가랴느냐 요지연에 가랴느냐
남자되여 가랴느냐 재상부인 되랴느냐
제실황후 되랴느냐 제후왕비 되랴느냐
부귀공명 하랴느냐 네 원대로 하여주마
소회대로 다일러라 선녀불러 분부하야
극락으로 가게하니 그아니 조흘손가28)

위 인용 사설은 <회심곡> 계열 사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후 세계’에 대한 묘사 부
분이다. 이 사설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성을 전면에 내세워 내용을 전개시키고 있다는 점
이다. 이 사설의 앞부분에서는 ‘남성 죄인’의 심판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사
설과 대등한 차원에서 ‘여성 죄인’의 심판 과정에 대한 서술을 병렬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사설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사설의 예상 청자
로 ‘여성’을 중요하게 주목하였으며, ‘여성의 심판과 왕생’을 중요하게 다룸으로써 보다 동등
26) <회심곡>은 현재 화청의 형태로 연행되는 불교가사의 대표적인 사설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것이 간행, 혹은 필사된 연대는 대부분 19세기 이후로 19세기 이전에 이 사설이 존재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18세기 『염불보권문』에 실려 있는 <인과문> 사설은 <회심곡>과 상당
히 닮아있으며, 18세기 <인과문> 사설이 담당하였던 역할을 19세기 <회심곡> 사설이 형성, 유통되면
서 그것을 대신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심곡> 계열의 사설은 원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연대인 19세기에 유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졸고(2019), 「불교가사 <인과문>의 사설 구성 방식과 연행문화적 의미」, 『어문학』 144, 한국어문학
회, p.181 참조.
27) 인과적 사설 구성 방식은 윤회전생적 기반을 바탕으로 시간 개념과 관련된 인과적 순차성을 핵심으
로 하는 사설 구성 방식이다. 특히 ‘생-로-병-사’의 단계에 해당하는 사설을 순차적으로 연결시키고,
차원을 달리하여 대중구제와 관련된 ‘생’으로 다시 회귀하는 구조이다.
졸고(2016), 「불교가사의 연행과 사설 구성 방식 연구」, 경북대 대학원 박사논문, pp.100-101 참조.
28) 작자미상, <별회심곡> 제245-288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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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치의 ‘여성’을 강조한 것이다. <회심곡> 계열 사설은 대체로 유사한 사설 구조를 유지하
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본들에서 이와 같은 사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여성의 공덕 사례를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여성’을 묘사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불교가사 사설이 대체로 남성 화자와 청자를 중심으로 사설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보면, 예상 청자의 차원에서도 ‘여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
작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하대에 탄생키로 일념으로 기다리며
일심으로 염불하소 병이만일 중하여도
귀신에게 비지마소 수명장단 정한것을
저근귀신 엇지할까 장병잇든 풍부인은
염불하고 병나으며 눈어둡든 장씨녀는
염불하고 눈떳스니 나의정성 지극하면
이런효험 안이볼까29)

위 사설은 1935년 간행된 안진호의 『석문의범』에 실려 있는 <몽환가> 사설이다. 『석문의
범』이 간행된 시기는 일차적으로 당시까지 유행하던 불교가사 사설이 정리되던 시점이었으며,
이 책에 가사 사설이 실렸다는 것은 불교가사 향유와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에 있었거나, 당대
까지 상당히 유행하던 사설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특히 <몽환가> 계열 사설은 19세기 이후
상당히 유행한 것으로, 다른 가사 사설에도 다양하게 삽입되기도 하였다. 위의 예시와 같이
<몽환가> 사설에서는 염불공덕을 쌓은 여성의 사례를 삽입하여, 사설 향유자 ‘여성’을 주목하
였다. 물론, 이러한 사례가 극락왕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기보다는 현세에서 복덕을 받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만, 향유자 ‘여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세기로 접어들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남성’과 ‘여성’보다 ‘민족’이 전면적으
로 가사 사설에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시대적으로 새로운 학문과 종교가 사회에 유행
하며 보다 높아진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난을 극복하고자 남성과 여성
을 모두 포괄한 ‘민족’의 힘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다. 즉. 남성과 여성의 젠더 문
제에서 벗어나 사찰의 구성원 및 대중 모두를 가사의 향유자로 인식하고, 사설의 내용을 구성
한 것이다.
이상에서처럼 불교가사에 형상화된 ‘여성’은 중국을 통해 유입된 불서의 여성 인식을 그대
로 반영한 경우도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찰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을 보다 전면에 내세우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기저에 두고 사
설을 구성, 향유하면서도 사찰의 주요 구성원이자 문화 활동의 후원자, 참여자였던 ‘여성’을
강조하는 복합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4. 불교가사 ‘여성 형상화’의 문화적 의미
불교 사찰에서 ‘여성’은 조선시대 내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불교가사 유통 및 향유
29) 『석문의범』, <몽환가> 제231-24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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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만큼 불교의 문화 활동 가운데 ‘여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에게 매우 통제적이었던 조선 사회의 분위기를 생각하여 보면, 이
러한 활동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임이 틀림없다. 아울러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불교 사찰의 움직임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불교가사의 ‘여성 형상화’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당대의 사회, 문화적 흐름과 그가운데 이러한 사설이 유통 및 향유된 사항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불교가사가 본격적으로 유통, 향유되었던
18-19세기는 사회적으로 새로운 종교들이 유입되거나 발생하고, 기존의 규범과 질서를 무너
뜨리는 차원에서 새로운 가치관들이 사회에 널리 통용되는 등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불교가사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고 생각한다.
조선시대 사찰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여성은 불교가사 사설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
을 주었다. 아울러, 이러한 사설의 유행이 사찰 구성원들이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특히 불교가사는 사찰 공간에서 의례, 천도의식, 신행활동,
모연활동 등 다양한 활동 가운데 연행되었다.30) 이러한 문화 활동들에서 ‘여성의 참여’는 빠질
수 없었으며, 사찰의 의례나 의식을 주도하는 계층들은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
다. 물론, 여러 불사의 시주자, 참여자 명단 외에는 구체적인 여성의 참여 및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유행하던 여러 문학 작품에서 여러 흔적들을 발
견할 수 있다.
사씨는 불상을 우러러 보았다. 외딴 섬의 대숲은 완연히 암자와 같았다. 찬문에서 이른바 보살을
칭송한 것도 정녕 사씨의 신세를 표현한 것과 같았다. 사씨는 탄식하며 말하였다.(중략) 사씨는 매일
향을 피우고 기원하였다. 그 기원은 오직 ‘한림이 마음을 돌리고, 인아를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31)

고전소설 <사씨남정기>의 사씨는 ‘수월암’에서 분향하고 발원한다. 그가 원하는 것은 ‘한림
이 마음을 돌리고, 인아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소위 기복적인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많은
여성들은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사찰을 찾았고, 그러한 사회적 현상들은 문학에도 반영되는
것이다. 이렇듯 고전소설 속에서 여성에게 불교는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억압적 세계로부터 도피시키거나 세계를 향한 재진입의 발판으로써의 역할을 하기도 한
다.32) <정현무전> 같은 작품에서도 정현무가 아버지의 무사귀환을 축수하고자 ‘관음사’를 찾
는 등33) 각종 불교의 문화 활동의 연결지점에 ‘여성’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각종 불사의 후원자 사례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여성 후원자의 규모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불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불자 및 대중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모연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34) 이러한 모연활동을 통하여 여성 후원자가 상당수 참여하게 되었다
30) 졸고(2016), 「경기체가의 연행과 사설 구성 방식 연구」, 경북대 대학원 박사논문, pp.36-56 참조.
31) 정병호 역주(2016), 『사씨남정기(택민국학연구원 연구총서 29)』, 박이정, p.129.
32) 심혜경(2003), 「조선후기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과 불교적 공간」, 『불교어문논집』 8, 한국불교어문학
회, pp.48-59 참조.
33) 경일남(2003), 「고전소설에 나타난 사찰공간의 실상과 활용양상」, 『우리말글』 29, 우리말글학회,
p.201.
34) 대표적인 사례는 1855년 불서 판각을 위한 남호영기의 모연활동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불교가
사 <광대모연가>와 <장안걸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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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불교가사 사설의 형성에 ‘여성 향유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
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불교가사는 범패나 의례 과정에 연행되는 진언 등에 비해 사설이 상당히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35) 또한 불교의 어떤 기록물들보다 대중에게 밀착되어 유행한
갈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 사찰의 대중 의식을 가장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불교가사 사설이다. 이러한 불교가사 사설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인식 역
시 유연하게 반영될 수 있었으며, 불교가사 향유자로서의 ‘여성’을 반영한 사설이 형성, 유행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교가사 사설의 형성과 유행은 결국 사찰 구성원들의 여성 인식 변화에 중요한 영
향을 미쳤다. 특히, 불교가사가 유행하던 시기인 18-19세기는 가톨릭의 유입 및 신종교의 발
생 과정에서 ‘인간평등’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지 시작한 시기이다. 이러한 가치관은 당시 사
회적으로 신분제의 문제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불교계 역시 이러한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20세기 불교 사찰을
중심으로 한 여성 담론 과정에서 변화된 인식들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 그러면 佛敎는 如何한가요 佛敎는 十界異生이 皆悉平等하야 一切異生이 皆具佛生이라고 하엿슴
니다. 十界異生이라함은 佛·菩薩·緣覺·聲聞·天·人·修羅·餓鬼·畜生·地獄 이러케 열가지인데 이十界
異生이 다-갓다고 하엿슴니다. 부텨님께서는 이러케 徹底한 平等觀을 가지고 如實히 實行하시엿
슴니다.36)
(나) 이네들은 다-佛敎를 信仰하엿기 때문에 女性의 仁慈한 德性을 佛敎의 大慈大悲한 情神에 비추
어서 現在의 家庭을 바로잡고 現在의 社會를 安定식히고 現在의 國家를 淨化식히려고 努力하엿
슴니다. 오늘날에 朝鮮 女性이 믿는 信仰처럼 아들이나 빌고 딸이나 빌고 福이나 빌고 목숨이나
빌고 來世의 極樂이나 가려고 믿든 것은 아니엿슴니다. 그러닛까 今日이라도 우리 女性이 自覺하
야 佛敎를 信仰하되 以上에 紹介한 그네들과 가치하야 그만한 人格을 이룬달껏 가트면 男女平等
이니 女權擴張이니 女子解放이니 女性返逆이니하는 듯기에도 殺氣가 뻐친 問題를 이르킬 必要도
업스리라고 생각함니다.37)

위 두 자료를 확인하여 보면, 20세기의 불교는 소위 여성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는 본래 부처의 사상은 남녀의 구분 없이
철저한 평등 논리 속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불법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가정을, 사회를, 국가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본격적으로 사찰
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들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당시의 담론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녀평등에 다가가지는 못
하였지만,38) 전대 불교 사찰을 중심으로 성행하였던 여성에 대한 인식들을 고려해 보면 큰 의
졸고(2015), 「남호영기의 가사 창작과 모연의도의 문학적 형상화」, 『어문론총』 65, 한국문학언어학회.
35) 18-20세기 불교가사가 유행하면서 생기게 된 가장 큰 사설의 특징은 이본별로 사설 변이의 폭이 넓
다는 것이다. 즉, 작품의 사설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계열의 사설이 다양하게 삽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34년 간행된 『조선가요집성』에 실린 <서왕가>는 이전 시기 『염불보권문』에 실
렸던 <나옹화상서왕가> 사설에 <자책가> 계열, <몽환가> 계열의 사설이 삽입되어 있는 형태이다.(임
기중, 2000) 이처럼 다른 계열의 사설이 자유롭게 삽입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설의 연결이 느슨하였다
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36) 金太洽(1929), 「불교여성관」, 『불교』 62, 불교사, p.21.
37) 金光浩(1930), 「불교와 여성의 신앙」, 『불교』 67, 불교사,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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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근대전환기 불교의 여성 인식 담론의 형성 및 전개는 단순히 사회의 변화와 외부적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즉, 이전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왔던 사찰 구성원으로
서의 ‘여성’의 노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불교가사 ‘여성 형상화’가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이상을 통해 본고는 불교가사에 ‘여성’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
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결국, 불교가사 사설을 형성, 향유한 사찰 구성원들 역시
조선 후기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있던 ‘여성 인식’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었다. 또한 전대부
터 전승되어 오던 불서들이 형상화하고 있는 ‘여성’을 관습적으로 수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대 많은 여성들이 사찰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중요한 신도들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사찰
은 이러한 인식을 그대로 수용하고,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또한 여성이 불교가사 사
설의 주요 향유자로 활동하면서, 보다 중요하게 불교가사 사설 속에 형상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양상은 조선후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문화 활동
을 전개하고, 이것이 가사 사설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20
세기에 주로 대두된 ‘여성관’에 대한 담론, 문화 활동이 폭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초적 역
량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조선 후기 여성들의 역량 표출과 사회적인 지위의 변화는 다양한 문학 갈래를
통하여 형상화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체로 개개별의 문학 갈래에 국한되어
그것과 사회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본 논의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벗어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차후 이와 관련하여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여성
의 ‘문화 활동’에 주목하고, 여러 문학 갈래들을 아우르는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과거에 부정적이었던 ‘여성 인식’을 현재에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러한 거시적인 논의를
통하여 보다 복합적으로 ‘여성’이 문학 및 문화의 전개와 발전과 어떤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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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조선후기 불교가사의 여성 형상화와 향유문화적 의미”에
대한 토론문
류명옥(부산외대)

본 발표문은 불교가사의 여성 형상화를 통해 여성인식과 향유 문화적 의미를 밝히는 연구입
니다. 발표자 선생님은 불교가사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불교가사를 통해 거시
적이고 복합적인 문학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학연구의 복합적인 연구 방법론
의 필요성에 저 역시 동감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선생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유교를 강화하고 불교를 배척했던 조선시대에 여성의 불교활동과 여성의 인식을 살펴보
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연
구를 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연구를 위한 자료가 충
분하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찾아보신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불교가사 중에는 여성을 관습적으로 수용한 작품도 있지만, 여성을 재인식하고자 하는 작품
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여성을 재인식하고자 하는 작품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합
니다. 아울러 여성을 재인식하고자 하는 작품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죽
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작품에서 여성을 재인식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등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조선후기 다양한 불교 행사에 여성들이 향유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종교
적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가사를 접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는 불교가사를 여성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여성
을 재인식하는 불교가사 작품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작품보다는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불교
가사를 여성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지가 궁금합니다.
고전소설에서도 ‘전생의 업이 많아서 여자로 태어나’라는 등의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보면 관습적인 표현으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들이 스스로 인식하여 쓰는
것인지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자료의 한계로 밝히기는 힘들겠지만 불교가사이
기 때문에 다른 장르에서보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3. 1935년에 간행된 안진호의 『석문의범』 에 실려 있는 <몽환가> 사설에는 염불공덕을 쌓
은 여성의 사례가 삽입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극락왕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보다는 현세에서 복덕을 받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
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의 형상화가 나타나면서 남성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
성 형상화를 통해서 극락세계나 내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세에 복덕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면 여성들이 현세에 복덕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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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원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성 형상화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의 변화과정도 함께 고려해 보면 여성인식 또는 향유문화적 의미를 심도 있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불교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서 드리는 우문일수도 있지만, 다른 불교가
사에서 내용적 측면이나 불교 교리에 대한 내용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
다.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논의되면 불교가사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인식을 좀 더 명확하게 밝
혀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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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경전>에 나타난 남성인물 형상과 의미
곽현희

〈차 례〉
1. 서론
2. <이현경전> 속 남성인물의 형상화 양상
1) 슬픈 짝사랑을 하는 낭만적 인물
2) 이기심이라는 악성(惡性)을 지닌 존재
3) 순종적인 ‘반려자’로서의 남성
3. <이현경전> 속 남성인물 형상에 내재된 의미
1) 역전된 애정 구도와 권력의 해체
2) 가부장제 남성의 부당(不當)과 허위 폭로
3) 부드러운 남자 ‘장연’에 반영된 당대 여성의 욕망
4. 결론

1. 머리말
서사 속에서 남성인물과 여성인물이 등장할 때, 독자들은 그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기대한
다. 남성인물, 여성인물이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행동, 성격, 능력 등이 혼합되어 하
나의 기대 이미지를 만든다. 흔히 ‘남성성’, 그리고 ‘여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기대 이미
지들은 실재가 아니라 ‘당위적’ 이미지이다. 개개인 주체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모습을 투영해 담아놓은 전형성을 지닌 형상이다.
고전소설 속 남성인물들이 성인군자로, 여성인물들이 요조숙녀와 같은 전형적인 인물 형상
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당위적인 이미지가 투영된 결과물이다. 이러한 ‘남성성’, ‘여성성’
과 같은 당위적 이미지들은 서사 속에서 인물들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장치로서 작동한다. 그
리고 여성영웅소설의 서사는 이러한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현경전>과 같은 여성영웅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성영웅들은 우리가 흔히 ‘여성성’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감정적이고 약하며 부드럽고 소극적이며 의존성을 지닌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
른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여성의 의복 대신 남성의 의복을 입으며, 여공을 거부하며 입신양명
과 같이 남성들에게만 허락된 욕망을 탐낸다.
행동뿐만 아니라 말, 태도 등 우리가 ‘여성성’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
여주며 사회가 여성들에게 요구해왔던 ‘여성성’의 정체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 이러한 의
미에서 여성영웅소설이 여성영웅을 형상화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전복행위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전복행위가 여성영웅 서사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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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영웅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성영웅들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비범한 능력을 지녔다고는
해도, 결국 서사 속에 홀로 존재할 수는 없는 법이다. 여성인물이 서사 속에서 영웅으로 존재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배우자나 대적자 같은 다른 인물들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여성영웅은
서사 속에서 다른 인물들과 지속적으로 관계함으로써 자신의 영웅성과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
다.
<이현경전>을 비롯한 여성영웅소설들은 여성을 남성의 우위에 놓기 위해 특정한 장치들을
마련한다. 남성보다 우월한 위치에 여성을 두기 위해 여성 주인공이 지닌 특정한 능력들을 부
각시켜 보여준다. 또한 여성 주인공의 영웅성을 드러내기 위해 여성 주인공의 상대자인 남성
주인공들의 특정한 요소들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성 인물들은 어떠한
특성을 지닌 모습으로 형상화되기도 하고, 또는 전형성을 벗어나 개별적인 특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영웅을 살펴봄에 있어 여성영웅들이 지닌 여러 면모들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
는 반면, 그들의 배우자나 아버지, 남동생, 유모나 적군 등 여성영웅소설 서사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고찰1)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여
성영웅의 상대로 나오는 남성인물들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도 많지 않으며, 논의가 된다고 하
더라도 여성인물에 비해 열등한 존재, 또는 단순히 여성인물을 억압하는 방해자이자 장애물로
만 해석되고 있어 문제적이다.
여성영웅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여성영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영웅이 서사 속에
서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여성영웅소설 속에서 남성인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피고, 그 의미
를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첫 번째 시도로서 <이현경전>에 나타난 남성인물
의 형상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현경전>은 작자 미상·연대 미상의 여성영웅소설이다. 시대적 배경은 중국 명나라 황실이
며, 주인공 이현경이 남장(男裝)을 통해 남성의 행세를 하며 관직에 나아가고 전쟁 영웅으로서
공을 세우는 이야기이다. 서사의 전반부에서는 이현경의 영웅적인 업적이 주로 다뤄지며, 서
사 후반부에서는 이현경이 장연과 결연하여 부부갈등을 일으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현경전>의 서사 속에는 어렸을 때는 여성영웅의 벗으로, 성장해서는 여성영웅의 반려자
가 된 남성인물 ‘장연’이 등장한다. 서사 속에서 장연의 비중은 결코 작지 않으며, 주인공 이
현경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현경전>을 여성영웅소설이 아닌 가정계 가문
소설, 혹은 애정소설로 보아야 한다고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장연은 서사 속에서 다양한 에
피소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는 여성 주인공인 이현경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서사
이다.
이처럼 장연을 비롯한 <이현경전>2)에 등장하는 남성인물들은 전형적인 모습과 함께 다른
1) 여성영웅소설 속 주변인물을 주제로 한 연구로는 김정녀의 연구(김정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본
여성영웅 홍계월｣, 고소설연구35, 한국고소설학회, 2013.)가 있다. 김정녀는 <홍계월전>의 남성인
물 보국의 형상이 서사 속에서 여성영웅의 경쟁자이자 조력자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계월
과 경쟁하며 그녀의 영웅적 능력을 돋보이게도 하고, 계월과 갈등하며 여성영웅으로서 계월의 위치
를 재점검하는 기회도 제공하는 타자로 평가하며 남성인물이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토하였다.
2) <이현경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여성영웅소설 속에서 <이현경전>의 위치를 찾는 개
괄적 연구(민 찬,「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886. 전
용문, 「여성영웅소설의 계통적 연구」, 충남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8. 이미자,「여성영웅소설
의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임병희, 「여성영웅소설의 유형과 변모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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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영웅소설의 남성들과는 개별성을 지니고 있어, 이들의 형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볼
필요성3)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 바, <이현경전>의 여성인물 <이현경전> 내에 ‘근대적 여성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밝힌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현경전>에 등장하는 남성인물 ‘장연’, ‘이연
경’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현경전>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이
<이현경전>의 인물 형상과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여성인물인 이현경의 여성의식을 해석하
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 남성인물들은 언급되지 않거나, 언급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논
의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현경전>에 등장하는 남성인물들을 여성영웅인 이현경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만 해
석하고 있으며, <이현경전>과 당대의 사회적 가치관이나 당대의 독자와의 연관관계와 같은 작
품 외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문제점4)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되는 자료로서,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한 회동서관본
<이학사전>(김기동, 活字本 古典小說全集7, 아세아문화사, 1977)5)을 선정하여 여성영웅소설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박상란, 「여성영웅소설의 갈래와 구조적 특징」, 동국대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992. 이은경, 「후기 여성영웅소설 연구」, 충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박미란, 「여성영웅소설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가 진행되었다. 이후 개별 작
품연구로서 <이현경전> 이본에 관한 연구로는 이병직의 연구 (이병직, ｢<이현경전>의 이본 연구｣,
韓國文學論叢 53, 한국문학회, 2009.)가 있으며, 창작시기를 중심으로 <이현경전>의 의미를 살핀
연구로는 박양리의 연구(박양리, ｢초기 여성영웅소설로 본 <이현경전>의 성격과 의미｣, 韓國文學
論叢 54, 한국문학회, 2010.)가 있다.
3) 본고의 논의와 관련해 <이현경전> 속 등장인물 형상에 관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옥덕, 조은희 등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이현경전>의 주인공 형상을 살핀 논의(김충실,「李
學士傳」硏究, 硏究論叢13,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5. 차옥덕, ｢'여도'(女道) 거부를 통한 남성
우월주의 극복-<홍계월전>, <정수정전>, <이형경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5, 한국여성학
회, 1992. 강진옥, ｢<이형경전(이학사전)> 연구 : 부도(婦道)와 자아실현 간의 갈등을 통해 드러난
인간적 삶의 모색을 중심으로｣, 古小說 硏究 2, 한국고소설학회, 1996. 조은희, ｢고전 여성영웅소
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들이다. 이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여주인공 이현경은 유교 지배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며 여성의식이 뚜렷하여 다른 여성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한계를 극복하는 인물이다. 반면 이현경의 배우자이자, <이현경전>의 남성인
물인 장연은 여성인물인 이현경보다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우월주의를 내세우는 전형적인 인물
로 해석되고 있다. <이현경전>의 여성인물인 이현경의 성격을 분석하여 근대적이고 후대적인 여성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 전용문의 논의도 이와 같다.
김인경(김인경, ｢<이현경전>에 나타난 남장 모티프의 의미-주인공이 남성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
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은 여성주인공인 이현경이
가부장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 형상을 지니고 있는 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학사전(이현경
전>의 주인공 이현경을 남성이 아니면서도 남성으로 살고, 여성이면서 여성이 되어야 하는 아이러
니를 지닌 존재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현경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흉내를 내며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이분법적 성역할과 남복이라는 기표가 가진 오랜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인한 착각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현경의 흉내는 재현 대상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면을 들
추어냄으로써 남성이 가진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이므로, 이현경을 가부장적인 가치를 추구한 인물
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4) <이학사전>은 통속성이 강한 여성영웅소설로서 향유되던 시대의 가치관이나 독자들의 감성에 긴
밀한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학사전>이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밝히기 위
해서는 <이학사전>이 작품 외적인 요소들, 특히 여성독자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
펴볼
요가 있다.
아니라 <이현경전>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이 다른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인물들과 어떠한 변별점을 지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 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적인 연구
이는
<이현경전>이 문학사에 지니는 위치를 정 히
할 수 을 것이다.
5) <이현경전>은 <이학사전>, <이형경전> 등의 이 으로 국문 사본 12권, 국문 자본 9권
21
의 이본이 전해진다. 선행연구에
면 <이현경전>의 이본 간 내용 차이는
지 않다고 한다. 다
, <이현경전>의 이본 중에서 경북대 소장의 국문 사본 <이학사전>의 경우, 다른 이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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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현경전>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남성인물’을 중심으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이현경전>의 작품 분석을 통해 등장하는 남성인물이 어떤 식으로 형상화되고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살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이현경전> 속 여성인물
들과의 상관관계, 시대적인 상황, 더 나아가 당대 독자와의 연관성들을 고려하여 <이현경전>
에 등장하는 ‘남성인물’들이 내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이현경전>이 우리 문학사에서 어느 위치에 놓일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현경전>
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2. <이현경전> 속 남성인물의 형상화 양상
여성영웅소설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여성영웅소설에 등장하는 남성인물들을 특정인
이어야 할 필연성이 거의 없는, 그저 가부장제적 의식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인물로, 개
성적인 성격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인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영웅소설의 서사를
들여다보면 남성들이 일방적인 억압자이며, 적대자이며, 방해꾼으로서의 면모만을 지니고 있
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인군자’와 같은 전형적인 모습만으로 등장하는 것
도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현경전>이라는 하나의 여성영웅 서사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여성영웅의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되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와 영향관계를 지니고 있
는 남성인물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현경의 반려자 장연, 아우인 이연경, 그리고
황제와 태자 등 <이현경전>의 서사 속에 등장하는 남성인물들은 여성들의 적대자로서의 면모
뿐만 아니라 슬픈 짝사랑을 하는 낭만적인 인물, 수동적이고 유약한 성품의 인물과 같은 다양
한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1) 슬픈 짝사랑을 하는 낭만적 인물
<이현경전>의 서사는 주인공 여성인 이현경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영웅소설이지만, 그녀의
반려자인 장연의 관점에서 보면 <이현경전>은 애정소설이다. 다만, 남녀 주인공이 서로 사랑
하고 갈등하는 다른 애정소설들과는 달리 <이현경전>에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남성인물인 장연뿐이다. 서사 속에서 이현경은 장연의 사랑에 화답해주는 일이 없다.
즉, <이현경전>은 남성인물인 장연이 서사 내도록 이현경을 짝사랑하는 이야기이다.
고전 여성영웅소설의 서사는 여성영웅이 남복을 입게 되는 경위가 나타나는 초반부, 그리고
남장을 하고 관직에 나아가 영웅적인 행적을 남기는 중반부, 그리고 탄로 난 정체와 함께 혼
사 장애가 나타나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이현경전>은 다른 여성영웅소설들에 비해 이현
경이 관직에 나아가기 전까지의 초반부와 혼사 장애 후의 서사가 긴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여성영웅소설이 왜 여성영웅이 남복을 입게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서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
해 남성인물의 자존심이나 남성적 가부장적인 사고가 강조되어 있다는 논의가 있다. 이는 남성인물
의 형상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고의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차이점이므로 본격적인 연구 진
행에
서 연구대상인 회동서관본 <이학사전>과 함
경북대 소장본을
교 고 하여 논의를 명
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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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이현경전>은 여성영웅인 이현경과 그의 짝인 장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초반부의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장연이 서사 속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현경과 함께 수학하는 동학으로서이다. 장연은 이
현경의 동학들 중 이현경과 가장 가까운 인물이다. 장연은 이현경의 침소를 아무렇지 않게 왕
래하며, 이현경 역시 막 잠에서 깬 모습6)들을 아무렇지 않게 보여준다. 또한 장연은 그 능력
이나 재주에 있어서도 유일하게 이현경에 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현경은 남복을 입고 여성으로서의 정체를 숨긴 채로 장연을 비롯한 남성 동학들과 친우로
서 교제하고 있었다. 그녀가 남복을 입은 채로 남성 동학들을 친우로 사귀며 남성으로 행세한
것은 그 어떤 구속도 없이 자신의 뛰어난 재주를 펼치며 다른 남성들처럼 입신양명하고 싶다
는 욕망에 기반한 것7)이었다. 그리고 이현경에 대한 장연의 흠모는 이현경이 남복을 한 채 수
학하던 이 시기부터 시작된다.
장연은 동기들과 함께 음주가문을 즐기는 와중에 이현경과 같은 아내를 얻고 싶다8)고 말한
다. 다들 이현경을 남성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연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며 웃어넘긴다. 말
을 한 당사자인 장연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장연의 이와 같은 언술은 장연이 이현경에게
성별을 넘어서 인간적인 호감을 지니고 있음을 은연 중에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
다. 비록 남복으로 위장한 상태이며 이현경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장연은 알지 못하지만 여성
인 이현경에게 남성인 장연이 무의식적으로 이끌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의식하지 못한 채로 장연은 이현경에게 계속 끌린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이현경은 남성이었
기 때문에 장연은 혼란을 겪는다. 장연은 이현경의 아버지 이형도가 등장하여 이현경을 부인
으로 맞이하기를 권하는 내용의 꿈을 꾸면서도 남가일몽이라고 일축하며, 이현경이 세상의 이
치를 속이는 것이 염려된 유모가 장연에게 찾아가 이현경의 정체를 폭로하지만 이 또한 쉽사
리 믿지 않는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장연은 본인의 꿈이나 이현경의 유모가 하는 말은 쉽
사리 믿지 않으면서 이현경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 변명하는 말은 쉽게 믿는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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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성영웅이 남복을 입게 되는 이유는 화를 피하기 위해서이거나, 혹은 가부장의 부재를 채우기 위
해서이다. 하지만 <이현경전>에서 이현경이 남복을 입는 이유에 있어서 외적인 특이성이 전혀 나
타나지 않는다. 일신의 화를 피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자신이 아니면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도 아
니다. 가문을 이을 수 있는 남자 형제인 이연경이 있기 때문이다. <이현경전>에서 이현경이 남복
을 입는 것은 오로지 남성들에게만 허락된 삶을 탐내서이다. 이현경은 이부시랑인 아버지 이형도의
딸로서 태어난 이현경은 비록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으로 살아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닌
인물이다. 이현경은 팔 세가 채 되기도 전인 나이에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입신양
명하고자 하는 욕망을 내비친다. 그리고 그녀는 서사 속에서 황제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욕망에 대해 말한다. 본인의 입으로 남복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정체를 숨긴 채로 남성
으로서 평생 살며, 죽어서는 비석에 “대명문연각
학
겸쳥쥬후리현경지비”라고 새기는 것이 소원
이라고 말한다. “현경이 공경왈 이 셰상에 쳐 임군을 츙셩으로 셤기고 어버이를 효도로
6)

셤겨 공명을 일셰에 누리고 일홈을 셰의 젼오미 온지라 쇼녜 비록 녀의 몸이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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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같은 꿈을 꾸며 이현경의 정체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자 장연은 이현경
이 여성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된다. 그리고 이현경이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이현경이 워낙에 철두철미한지라 여러 번의 시도가 모두 허사로 돌아간
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체를 들킬 것을 염려한 이현경에게 절교서까지 받게 된다. 이때 진위
를 확인할 수 없어진 장연의 심사가 울적하다는 서술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서술 속에는 장연
이 은근이 이현경이 여성이기를 바라는 내적 희망이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절교서를 받은 와중에 이현경이 아프다고 하자 장연은 한걸음에 이현경에게 달려가 간호하
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장연의 노력이 하늘에 닿은 것인지 결국 진맥하러 온 의원에게
이현경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이현경의 정체가 드러나면서부터 이현경에 대한 장연
의 마음이 또한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장연이 남필에 경 왈 이 혼가 쉬오리라 엿더니 엇지 여 줄 얏오리오 더라
장연의 장형쟝협과 형 장홉과 모든 벗드리 다 일시에 놀나 오 녀로셔 져러 줄을 뉘 능
히 아라시리오 더니 시랑이 문왈 그 셔 엇더하더뇨 장후 그 답셔를 올닌 시랑이 보기를 다
고 오 져의 펴 셩졍이 걸걸야 마음을 곳치지 아니하니 셔를 보아도 혼 되지 못
지라 너 모르미 념녜말고 다시 아름다온 녀를 구야 필을 졍라 장연이 답왈 비록 숙
녜 잇오나 리현경 갓튼 녀 어 잇리잇고 현경 곳 아니며 결단코 호뉴치치 아니 리이
다9)

이현경이 여성임을 알게 된 장연은 그날로부터 편지를 써 이현경에게 구혼한다. 가까운 사
이였다고 생각했기에 거절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으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의 편지였다.
그리고 다른 여인을 찾으라 한 아버지 장시랑의 말에도 아랑곳 않고 이현경이 아니면 결혼하
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현경의 사랑을 얻기 위한 장연의 슬픈 짝사랑의 서
사가 이어진다.
이현경을 사모하는 마음에 장연은 상사병을 얻는다. 그리고 달 밝은 밤에 상사곡을 읊으며
이현경의 사랑을 갈구한다. 이처럼 얻지 못하는 사랑에 상사병에 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장연
의 모습은 전기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후 상사곡 읊는 소리를 태자에
게 들킨 덕분에 장연은 태자의 도움을 얻어 이현경과 혼인하게 되지만 이현경에게 있어서 장
연과의 혼인은 오로지 태자의 계략과 황제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장연은 혼인 후에
도 이현경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이현경전>의 서사 속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에 흔들리고 고통받는 것은 남성인물인 장연이
다. 남성 중심적 체제의 법에 스스로를 동일시하려 하지 않는 이현경은 관습적인 사랑과 결혼
을 거부한다. 그녀는 혼인함으로써 남성에게 구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장연이 이현경을
애타게 갈망한다 하더라도 그녀는 그와 독립되어 하나의 주체로서 존재하고자 한다. 장연과
비교해보면 이현경은 인간적인 감정이 결여된 채 오로지 입신양명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인물로 비춰지기도 한다.
장연에게 이현경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이현경에게 장연은 친우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
는다. 다정다감한 성격의 장연이 이현경을 염려하여 붙잡은 소매를, 이현경이 매정하고 단호
하게 뿌리치는 모습만 서사에 몇 번이고 등장한다. 그리고 혼인 후에도 장연의 행동이 마음에

젼> 229쪽.

9) <리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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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지 않거나 잘못되었을 때, 친우라고 말해놓고 어떻게 자신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장연을 타
박하고, 추궁하는 이현경의 발언 속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이현경은 장연을 혼인 후에도 친우로서 생각하며,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장연과의 결연으로 인해 여도를 벗어나 살려고 했던 삶이 일그러진 것에 대한 분노가
이현경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이현경은 가문 내적으로는 아녀자의
도리를 하고자 한다. 이현경은 장시랑 부부를 시부모로서의 예를 갖춰 섬기고, 장연의 아내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현경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은 여자가 되었으니, 여자의 역
할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 한 칸 내어주지 않는 아내이지만, 장연은 이현경에게 마음을 다하고자 한다. 본처가
있는데 첩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10)며 첩 운영을 찾지 않는 모습에서 그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장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현경은 장연을 외당에 머무르게 한 채 내당으로 불
러들이지 않는다.
장연은 한평생 이현경을 사랑했지만, 이현경에게 중요한 것은 장연의 아내로 사는 것이 아
니라, 입신양명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일이었다. 그렇기에 장연은 평생토록 이현
경에게 있어 친우 그 이상은 되지 못한다. 이처럼 장연의 관점에서 보면 <이현경전>은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이현경의 사랑을 애걸복걸하는 장연의 처절한 짝사랑의 연대기라고 할 수 있
다.

2) 이기심이라는 악성(惡性)을 지닌 존재
여성영웅소설에서 남성인물들은 여성인물의 자아실현에 방해가 되는 적대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여성영웅의 적대자라는 공통점을 지닌 인물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별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악의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여성영웅의 적대자 남성들을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악의를 지닌 채 여성인물들의 삶과 목적을 위협하고 해를 끼치려고 하는 유형의 인
물군과 악의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여성 인물의 삶을 방해하는 유형의 남성인물
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현경전>의 남성인물들 중에서 남편이 있는 여성을 겁탈한 황제의 장인, 장연의 첩인 운
영의 사주를 받아 이현경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 장후연과 같은 인물들은 이현경을 비롯해 서
사 속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을 해치려고 하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지니고 행동한다. 하지만
이들의 비중은 서사에서 많지 않다. 그리고 주로 여성인물의 영웅적 행위, 영웅적 능력을 드
러내는 장치로서 작동한다.
하지만 악의를 지니고 있지 않지만 여성인물들을 방해하는 남성들이 있다. 이들 중 몇몇은
자신의 행동이 여성인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성인물들에게 고통을 주
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악의(惡意)는 없지만, 악성(惡性)을 지니고 있다. 남성성이라고 평가
되는 타자에 대한 억압과 지배를 조장하는 특성들-소유욕, 호전성, 탐욕과 같은 특성들 중에
서 <이현경전>에 등장하는 남성들이 지니고 있는 악성은 바로 이기심(利己心)이다.
<이현경전>의 서사 속에서 남성인물이 지닌 이기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은 황제와 태
자이다. 장연이 상사병으로 고통받자, 장연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태자는 계략을 이용해 장연
10)


뷔 왈 임의 슉녀를 두고 엇지 쳔쳡을 
랑
야 침혹
리잇고(<리학사젼>, 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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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연경의 혼인을 성사시킨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황제와 태자의 행동을 수용하는 장연 또
한 공모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현경의 의사는 전혀 논의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현경은 황
제에게 혼인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황제에게 확실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현경의
의견은 묵살된다.
이현경과 장연의 혼사를 결정할 때, 황제는 장연에게 이현경을 준다고 언술11)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여성인물이 권력을 지닌 남성인물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화(物化), 상
품으로서의 육체가 되어 교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여성 자신의 쾌락과 욕망
에 대한 권리는 없으며 오로지 소외된 채로 존재한다. 이처럼 남성인물의 이기심으로 이루어
지는 사랑과 혼인의 당위성에 대해서 다른 남성인물들은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현경전>의 서사 속에서 자신의 이기심으로서 여성인물을 고통받게 하는 남성인물로는
이현경의 아우인 이연경12)이 있다. 장연의 첩 운영의 음해로 간통했다는 누명을 쓰게 된 이현
경이 장씨가문을 박차고 나와 친정으로 돌아오자, 아우인 이연경은 누이가 박해받았다고 생각
해 분노한다.
부당한 일을 당한 누이 대신 분노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연경
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다. 이연경은 누이를 생각한다는 마음에서 복수를 결심하는데, 이
연경의 복수는 이현경의 남편인 장연이나, 음해한 첩 운영, 시어미인 여씨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인 장씨에게 향한다.
누이인 이현경은 그런 아우에게 공자와 도척을 예로 들며,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 힘없는 아
녀자를 박대하는 일임을 거듭 확인시켜준다. 하지만 이연경은 누이의 말을 듣고도 자신의 고
집을 꺾지 않은 채 장씨를 박대하며 상대치 않는다. 또한 악모를 둔 탓이라며 장씨에게 잘못
을 전가하며 스스로의 행동이 옳은 행동인 것처럼 포장한다. 이연경은 아내 장씨를 박대하고
소박 맞히는 걸로도 모자라 장씨 말고 아름다운 여자를 맞이해 재취하고자 한다.
이연경이 이와 같이 장연에게 하는 행동들은 누이인 이현경의 복수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
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현경에 대한 복수보다는 자신의 분을 풀기 위한 이기심에서 비롯
된 행동13)이다. 이연경이 복수를 하고자하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에 앞서 진정으로 누이인
이현경의 처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아내인 장씨 그리고 박씨의 입장을 생각했더라면 이러한
복수를 애초에 시도하지는 않았어야 옳다. 하지만 이연경은 자신의 분을 푸는 것만을 원했기
에 누이인 이현경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강행한다.
복수를 통해 이연경은 자신의 아내 장씨를 자신의 누이와 똑같은 처지로 만들고서도 괘념치
않는다. 또한 복수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새롭게 아내로 맞이한 박씨에게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이를 잘못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연경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 어떠한 반성도 하
지 않는다. 다만 두 집안의 갈등이 풀리자 장씨와 한동안 소원해진 것을 염려할 뿐이다.
이처럼 <이현경전> 속의 남성인물들이 여성인물들을 위한다고 행하는 행위들은 결과적으로
여성인물들의 삶을 제한하고, 비참하게 만든다. 이들의 행위 속에는 진정으로 여성인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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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배려심은 들어있지 않다. 이들이 서사 속에서 보여주는 행위들은 모두 남성인물 자
신들의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3) 순종적인 ‘반려자’로서의 남성
고전 서사에서 여성 주인공과 결혼 후, 가부장이 된 남성 주인공은 점점 관습적인 남성의
태도를 보인다. 혼인 전에는 여성 주인공에게 사랑만을 요구했던 남성들이 혼인 후에는 순종
적인 아녀자의 역할을 여성에게 강요함으로써 여성들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지배 체제의 규
범에 종속시키고자 한다. 여성영웅과 그의 배우자 관계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일들
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현경전>의 남성인물인 장연은 가부장제 남성들이 순종적인 아내의 역할을 강요
하며 여성들을 억압하는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자신이 아내인 이현경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
여준다.
리후 침쇼로 나아가 걸니 리후 잠간 노긔를 긋치고 얼골을 나작이 니 장휘 관
벗지 못고 누어달냐고 리후에게 감히 갓이 나아가지 못 나 리후 수회 깁흐나 맛
색지 아니터라14)
쟝휘 답왈  현후로 더브러 부뷔 되인지 녀러로 락지 못은 요망 운영의 참소
로 이졔지 몸을 용납지 못니 가히 우읍도다 이 몸이 부인게 마음을 올슌고 범를 극
진이 거니와15)
장휘 공씨 침소의 리를 흐니 리휘 연이 너겨 장후를 유 장휘 대소고 초
월치니 리후 왈 상공이 부의 녀를 무단이 박니 장부의 되 아니로소이다 장후 왈
운영도 갓이 얏거든 엇지 저를 박리오마 규즁 쳐로 외인을 녀엇보고 셩병니
엇지 녀의 실이리오 리후 왈 녯일을 각지 말고 일삭의 망일은  가지로 머물고 망
일은 공씨의 침소를 찻게 소셔 장후 죵기언야 공씨 방의 가 동침니라16)

장연은 이현경과의 혼인 후 크게 기뻐하며, 어찌 숙녀를 얻었는데 처첩을 가까이하겠느냐
고 말하며 운영을 멀리해 이현경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 또한 공씨 처녀가 장연을 흠모에 상
사병이 들어 거두지만 이현경을 생각하여 그녀와 관계를 끊는다. 하지만 장연이 공씨를 박대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이현경이 장연에게 공씨의 침소에 들 것을 권하자, 장연은 그
대로 이현경의 의사에 따라 그날 밤 공씨의 침소에 든다. 이러한 면모들을 통해 장연이 <이현
경전>의 서사 속에서 애처가이면서 공처가로서 형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현경전> 속 남성인물 형상에 내재된 의미

젼>, 249쪽.
젼>, 252-253쪽.
젼>, 254쪽.

14) <리학사
15) <리학사
16) <리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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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전된 애정 구도와 권력의 해체
사랑 이야기 속에는 남녀 간의 권력 관계가 은폐되어 있다. 낭만적 사랑의 환상과 결혼, 가
족 이데올로기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명백하게 분리하면서 남성성의 우월적인 위치를 재확인
하도록 만든다. 또한 여성성의 종속을 당위적인 것으로 만듦으로써 여성 억압의 기제로서 작
동한다.
고전 서사에서 애정은 여성의 몫이었다. 그것은 사랑이나 애정과 같은 감정적인 것은 여성
의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여성들을 감정에 쉽게 흔들리고, 남성의 사랑을 갈구하는 존
재로 서사 속에 등장하는데, 이러한 표현 기저에는 여성이 감정적·감성적·관계의존적인 존재라
는 사회적인 성인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실제로 여성이 지니고 있는 면모라기보다
는,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일종의 강박관념이다. 하지만 서사 속에서 여성들은 가부장인 남
성의 사랑을 얻기 위해 첩들과 같은 다른 여성들과 대결하거나 고난을 견뎌낸다. 오로지 남성
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이다.
여성의 주체성이 서사의 중심이 되는 여성영웅소설에서는 남성의 사랑을 갈구하여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여성인물들이 부정적인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현경전>에 등장하는 여성인
물 중 운영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운영은 양주의 기생으로 뛰어난 외모와 많은 재주를 지
닌 인물이다. 이현경이 남성에게 속박되는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인물이라면, 운영은 남성의 애첩이 되길 열망하며 스스로의 삶을 남성에게 의탁하고자
한다.
운영은 <이현경전>의 서사에서 악녀로 형상화된다. 장연의 첩이 된 운영은 이현경과 장연이
혼인하자 시어머니인 이씨를 부추겨 이현경을 모함한다. 서사 속에서 운영이 악녀이자 이현경
의 대적자가 된 것은 그녀가 악한 기질을 지닌 인물이어서가 아니다. 운영의 삶은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장연에게 달린 것이었기에 이현경이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가자 운영은 그것을 삶
의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사랑도 삶도 남성에게 종
속되어야만 했다.
가부장제가 바탕이 되는 서사 속의 남성인물과 여성인물들은 결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도 차이를 보인다. 사랑과 결혼은 남성에게 일종의 법적·사회적인 관습이지만, 여성에게는 관
습을 넘어서 인간적인 애정 관계를 재확인하는 일로 나타난다. 사랑을 가꾸는 것은 결혼 전이
나 결혼 후에나 여성의 몫이었다. 애정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중심이 되는 것은 애정 문제와
같은 사적인 영역은 여성의 몫이고, 남성은 공적인 영역에서 권력적인 면을 주도한다 은밀한
합의가 가부장제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이성애적인 서사구조는 강한 남성과 약한 여성이
라는 도식적인 구도로 되어 있다. 반대의 경우인 약한 남성과 강한 여성의 구도가 되면 여성
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고 배척해왔다. 흔히 서사에 등장하는 악녀들이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순종적이고 선한 ‘여성성’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성과 가부장제 유교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한다. 이 때문에 이들은 서
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배척받는다.
이처럼 가부장제를 배경으로 하는 사랑 이야기는 남성과 여성의 권력에 대한 많은 이데올로
기들을 은폐하고 있다. 하지만 <이현경전>의 여성인물인 이현경과 남성인물인 장연이 보여주
는 애정 서사는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 강한 여성과 그
에 미치지 못하는 나약한 심성의 남성이 등장해 서사 내도록 여성의 사랑을 갈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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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경전>의 남성인물인 장연은 이현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 상사병에 들기도 하고, 밤
중에 이현경을 그리워하며 상사곡을 읊기도 한다. 또한 혼인으로 맺어진 후에도 사랑하는 아
내를 얻은 기쁨을 숨기지 않으며, 아내의 미움을 받을까 염려하여 첩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처럼 이현경의 행동 하나 하나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장연의 모습에서 장연이 이현경
에게 감정적으로 종속되어 있을 알 수 있다. 이현경은 서사 내도록 장연의 의사나 마음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 이러한 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둘 사이를 권력
관계를 따진다면 주도권 쥐고 있는 쪽이 이현경임이 명확하다
<이현경전>에서 보여주는 사랑 관계는 전통적인 애정 서사의 이야기와는 상당히 다르다. 하
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남성 우위의 사랑 구도를 통해 여성을 종속시켜 순종적인 여성 인물들
을 만들어내는 것에 일조한 혐의를 지니고 있다면, <이현경전>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무기로
남성을 여성에게 종속시키는 역전된 사랑의 구도를 보여줌으로써 사랑 이야기 속에 내재되어
있던 남성과 여성의 권력 구도를 해체하고 있다.

2) 가부장제 남성의 부당(不當)과 허위 폭로
<이현경전>의 남성인물들의 행동들은 그 당시 가부장 중심의 남녀 관계가 지니는 성적인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가부장제의 남성은 비교적 자유롭게 혼외관계가 허용되었으며 본
처 외에도 여러 첩을 거느리는 것이 묵인되었다. 반면, 여성에게는 남성이 누리던 성적인 자
유가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여성의 성은 ‘정절’이나 ‘순결’과 같은 개념들과 함께 철저히 통
제되어 왔다.
가부장제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서사에서 남성 인물들은 성적 자유의 차이에서 나오는
권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내를 길들인다. 가부장이 아내의 태도나 행동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아내를 ‘소박’ 맞히거나 ‘박대’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아내
를 버리고 다른 여성에게 재취(再娶)를 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가부장제 남성들의 이와 같은
행동들은 인정(人情)의 범위에서 야박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이상 심도 있는 차원에서 논
의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조차 남성 인물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다.
이현경의 동생 이연경이 아내인 장씨를 대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가하
는 이와 같은 폭력의 예시들을 찾을 수 있다. 이연경은 자신의 누이인 이현경이 시부모 이씨
와 첩 운영에게 모함받아 본가로 돌아오자, 분노를 참지 못하며 이에 대한 복수로 자신의 아
내이자 장연의 누이인 장씨을 박대하기 시작한다.
누이인 이현경은 그런 아우에게 공자와 도척을 예로 들며, 장연이 자신을 박대한 일을 그릇
되다고 여긴다면 그러한 예에서 배워 더욱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어찌 똑같이 행동하
느냐고 타박한다. 이연경의 복수가 장연과 똑같이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 힘없는 아녀자를 박
대하는 일임을 거듭 확인시켜준다. 하지만 이연경은 누이의 말을 듣고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은 채 장씨를 상대치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종사를 위한 일이라며 장씨를 소박 맞힌 후 아
름다운 여자를 맞이해 재취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연경의 이와 같은 행동은 복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현경에 대한 복수보다는
자신의 분을 풀기 위한 행동이다. 장씨의 잘못이 아닌 일로 장씨를 홀대하고, 새 아내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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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하고자 하는 이연경의 행위들에서 그 어떠한 문제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
계속해서 홀대받은 장씨에게 기어코 박씨를 첩으로 들이겠다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이연경은
아내에게 악한 시어미를 둔 탓이라고 자신이 한 행위들을 오히려 정당화하려는 모습17)까지
보인다. 이연경의 복수심에 장씨 뿐만 아니라 재취로 들인 박씨까지 제 행동의 피해자가 되었
음에도 이에 대한 그 어떤 사죄와 깊은 반성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행동으로 장씨
의 원망을 들을까 염려할 뿐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서 장씨의 잘못은 존재하지 않는다. 잘잘못을 가리자면, 며느리를 미
워한 시부모 여씨와 질투에 눈이 멀어 아내에게 신의를 져버린 장연에게 잘못이 있음이 명확
하다. 그렇기에 이연경은 이들을 탓해야 옳을 것이다. 하지만 이연경의 분노한 대상은 자신의
아내인 장씨이다. 그리고 장씨가 이연경의 분노의 대상이 된 것은 장씨가 장연이나 여씨에 비
해 분노를 표출하기 쉬운 상대이기 때문이다.
이연경이 자신의 아내인 장씨를 박대하며 벌줄 수 있는 것은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성이 약
자이기 때문이다. 분노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고, 늘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잘못이 없는 약자들이다. 그리고 가부장제 사회는 약자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폭력적인 행위
들을 묵인한다. 그리고 여성들이 이와 같은 남성들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항할 수
없다. 남성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 미덕인 사회에서 약자인 여성 인물들에게 허락된 것은
차가운 골방에서 앉아 하염없이 남편이 다시 자신을 찾아주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작동하는 이러한 성적 권위의 차이는 남성의 우월성과 여성의 의존성을
유지하고 강화시킨다. 그리고 이처럼 여성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공모에 의해서 유지되기도 한다. 이연경의 잘못된 행동을 탓하는 이현경에게
피해자인 장씨는 오히려 남편인 이연경을 두둔18)하며, 이연경의 행동을 용서해줄 것을 청한
다.
이러한 장씨의 모습은 자칫 이연경의 행동에 동조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장씨가 이연경의 행동을 묵인한 이유는 이연경이 재취하고자 하는 대상인 박씨
의 삶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연경이 자신에게 하는 행동이 부당하고, 그러한 행동에
불만이 있어도 현실은 남성이 여러 처첩을 두는 일이 마땅히 그릇된 일이 아니었으므로 장씨
로서는 묵인하는 일 말고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장씨가 본인이 진정 원해서 이연경의 행동들을 묵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연경이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 원망하지 말라며 장씨부인에게 말했을 때, 장씨가 침묵한 일19)로 확인할 수 있
다. 이연경이 장씨를 박대한 일은 장씨에게 있어서 고통의 경험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장씨는

7 일일은 장후 닙궐
고 리후 
림과 장쇼져를 

야 장후의 거동을 닐으니 좌위 
쇼
고 
림이
비로쇼 장씨
위로 왈 네 일작 그 

쇼기믄 그
를 미워
미 아니라 악모를 노
미라 우리 
랑이 이졔 다시 화동
니 내 비록 박씨를 

얏스나 본심이 아니니 


믈 원망치 말나(<리학
사젼>, 249쪽.)
18) 쟝씨 념용 
례 왈 부인이 소쳡을 념여
시니 은혜 
골
망이로쇼이다 
고이
로 남쳐쳡을
두오미 장
이오며 
을며 낭군의게 당
야

취
미 고이치 아니
거니와 오
날 길녜를 퇴척

오면 남의 시비 무수

아니라 그 집 녀
의 일
을 그르게 
오미라 비록 
림의 
단
미
젼도
오나 잠간 용셔
시면 
심일가 
이
다(<리학사젼>, 241쪽.)
13) 하이데거에 의하면 침묵은 말의 하나의 존재 양식으로서 “어떤 일에 대해 타자를 향해 명확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서사 속에서 여성의 침묵이 단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언
행에 있어 절제와 제한의 극단적 표출이라 할 수 있는 여성의 침묵은 그 자체의 발언보다 침묵에
도덕적 우위를 두는 규범적 통념 속에서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서 의미를 지닌다.(서정민, ｢대하소설 속 여성 침묵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21~22쪽.)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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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겪은 고통의 경험을 토로하거나, 이연경이 한 행위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
는다. 다만 침묵할 뿐이다. 이 지점에서 장씨가 서사 속에서 보여주는 침묵은 부당한 현실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 부당한 일을 강요하는 가부장제 남성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다.
장씨가 침묵하는 것으로 가부장제가 지닌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다면, 이현경은 서사 속에서
직접적인 행동과 발화를 통해 가부장제가 여성들에 대해 가지는 부당함을 폭로20)한다. 동생
장씨를 박대하는 이연경에 행동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며,21) 간악한 첩이 본처를 음해하는데
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놀아나는 장연에게 잘못을 따져 묻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반면, 집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능력과 의사를 보이지 않는 장연은 가부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가부장제 사회가 은폐해왔던 남성의 허위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현경전>은 가부장제 아래서 여성들이 부당하게 감내해야 했던 행위들을 이연경과 장연
이라는 남성인물들을 이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침묵으
로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판하는 장씨와 이현경의 모습을 통해 가부장제 남성이
지닌 권력을 이용해 여성을 핍박하는 일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3) 부드러운 남자 ‘장연’에 반영된 당대 여성의 욕망
유교사회의 이상적인 남성성은 ‘군자’로 나타난다. 군자는 소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완전한
인격을 갖춘 인간이다. 예를 지키고 중용의 덕을 지켜 조화로움을 잃지 않아야 하며, 절대 경
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는 관대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하며 충정과 효를 다하는 인물이
어야 했다. 또한 한 가문을 이끌어가는 가부장으로서 그에 걸맞는 능력들이 요구되었다. 강인
한 신체와 확고한 정신을 지닌 선비의 모습이 유교사회의 이상적인 남성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현경전>의 서사 속에 등장하는 남성인물인 장연은 유교사회에서
추구되는 전형적인 남성상과는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어 문제적이다.
여성영웅소설에서 남성인물들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화신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권위적
인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여성영웅에게 여필종부(女必從夫)하기를 바라며, 이를 따르지 않는
여성영웅을 소박 맞히거나 말과 행동으로 위협하며 시종일관 고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장
연은 얼핏 보기에는 이현경과 대등하게 여겨질 정도의 재능과 훌륭한 외모를 지닌 ‘군자’처럼
보이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형상화한 전형적인 인물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다.
<이현경전> 서사 속에서 장연은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남성으로 등장한다. 이현경이 황제
의 명을 받아 남경왕 주환을 정벌하러 가게 되자, 장연은 백면서생인 이현경이 전장에 나가는
것이 걱정되어 승상에게 자신의 우려를 알린다. 또한 자신의 정체가 발설될까 염려하여 병이
든 이현경을 찾아가 손수 병간호를 해주기도 한다. 또한 병석에 누워 힘들어하는 이현경을 위
해 손을 잡아주는 장연의 행동에서 그의 다정한 성정을 알 수 있다.
장연이 지닌 부드러움은 심할 경우에는 그를 나약한 인물로 보이게끔 만들기도 한다. 부원

급히 말녀 왈 현뎨 넷 셩현의 글을 닑엇
지라 그란 말을 삼갈 거시어
엇지 쟝씨를 구박


뇨(중략) 학왈 녯날 공
와 도쳑은 


이나 그 두 
이를 의논켄텬디와 셕벽

지라 네 이졔 쟝
의 어질지 못
을 보고 더욱 졍도를 닷글 거시어
엇지 무도
쟝
과 
치
려

뇨 
을며 장씨
어진부인이라 현뎨
공경
라”(<리학사젼>, 239~240쪽)
21) 오
비 무단이 그
를 박
고
 

코

지라
 엇지 
을


붓그럽지 아니
리오(<리
학사전>, 241쪽.)
20) 학

- 37 -

329차 학술대회 발표집

수로서 이현경과 함께 전장에 나갔을 때도 방심하여 이현경에게 구해지거나 이현경의 뛰어난
실력을 높이 사며,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이현경을 우위에 둔다.
또한 이현경이 집을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고부갈등에서도 장연은 두 사람 사이에서 눈
치만 보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다. 가부장으로서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일
이 있 후에 이현경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은 유약하다 못해
아내에게 눌려 지내는 공처가(恐妻家)적인 면모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현경전> 서사 속에서 장연이 보여주는 유약한 모습들은 당대 유교사회가 추구하던 이상
적인 남성상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현경과 비교해본다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자결까지
불사하겠다는 강단을 보여주는 이현경이 오히려 더 남성적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치를 중요시하며 주동적으로 행동하는 이현경의 모습은 그의 배우자인 장연
이 보여주는 모습과 비교해 당대 유교사회가 추구하던 이상적인 남성상인 군자의 모습에 더
가까워 보인다.22)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연이 서사 속에서 보여주는 부드러움과 나약함23)을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현경전> 서사 속에 등장하는 장연의 부드러운 모습에는 당
대 여성이 지닌 ‘욕망’과 ‘소망’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현경전>에서 이현경이 남복을 입은 채 여도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당대 유교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내해야 하는 삶을 두
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록 녀나 죵신토록 혼취치 아냐 셰속 녀의 지아비를 두리워며 싀부모를 공경야 상
을 밧들며 국을 맛보고 건즐을 밧드러 문을 닷고 쟝을 지워 깁흔 도쟝의 몸을 감초고 문밧글 나지
못을 참아 못 라24)

권위적인 지아비를 두려워하는 당대의 여성들이 자신을 억압하지 않는 장연같이 순하고 부
드러운 남성을 바랬을 가능성이 있다. 장연은 이현경이라는 한 여자의 사랑을 바라며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을 줄 아는 남성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장연이 이현경과 혼인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태자에게 이현경이 고집이 드세서 자신과
결코 혼인하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나, 재주를 겨루었을 때 이현경이 훨씬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어 자신이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언술25) 등에서 장연이 반려자인 이현경에게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가족이나 주변인들과 비교해 이현경의 성정이나 능력을 더 잘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성들에게 좋은 남성, 남편이란 사회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영웅호
걸이나 군자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애처가나 공처가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다. 여성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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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사 속에서 주로 여성들이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는 전형적인 특성들인 나약함, 수동성, 감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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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아내가 남편을 좌지우지하거나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하는 모습을 지닌 장연이야말로 그 당
시 여성들이 바라는 남성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현경전>은 이러한 부드러운 남성의
형상을 보여줌으로써 영웅호걸, 혹은 성인군자와 요조숙녀의 규범적이고 전형적인 관계에서는
충족시키지 못했을 당대 여성 독자층들의 내면적 욕망을 충족시켜주었을 것이다.

4. 결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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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이현경전>에 나타난 남성인물 형상과 의미”에 대한 토론문
이동월(대가대)

( 별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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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인식의 전환에 따른 아장스망 양상
심영덕(경운대)

〈차례 〉
1. 들어가는 글
2. 페미니즘과 아장스망
3. 다양체 과정을 통한 상호성 확립
4. 접속의 유동성과 주름의 서사구조
5. 나오는 글

1. 들어가는 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는 그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그것이 우연이
든 우연이 아니든 중요치 않다.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지는 개체군의 입장에서 한쪽의 경우가
아닌 균형있게 집중된다면 별 문제는 없다. 인류발달사의 측면에서 이런 다양한 문제는 그 두
개체가 충돌하거나 한쪽 편을 드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어쩌면 그것은 자연발생적이며 당위적
인 일일지도 모른다. 사회가 급진적으로 발달하면서 예기치 않게 화젯거리로 작용하는, 수많
은 여성들이 처한 크고 작은 불평등과 관련된 페미니즘 현상도 그 범주에 속한다.
페미니즘, 여성 문제, 남녀 평등이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성 문제를 여전히 ‘내가 아닌 그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 문제는 인간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
음을 뜻한다. 여성의 문제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문제이며,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 인권
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불완전한 페미니즘과 그것에서 발생하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것에 비이성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워 놓고 우리가 원하
는 모습으로 존재해 달라고, 혹은 언제나 최선의 선택이 되어주기를 바랐을 지도 모른다. 그
러는 사이에 이 운동은 평상시에는 숨어 있다가 큰 지지 기반을 갖거나 목소리가 크고 선동적
인 인사들과 엮일 때에만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1960년대를 넘어서면서 범세계적으로 여성운동이 급속히 조직화되고 활성화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여성운동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페미니스트’ 또는 ‘페미니즘’이라는 용어
가 대두되었다. 페미니즘 문학이론 또는 페미니즘 비평은 이런 시대적 패러다임과 맞물려 문
학계에 등장한 새로운 방법론의 하나이다. 현대에 들어서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는 문학에서
그 영역을 넓혀 사회학과 종교학, 매체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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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하게 되는 순간은 온다. 개개인의 삶의 모습에 따라 그 시기와 정도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현대의 가정에서도 남자 형제에 비
해 여자 형제가 차별받는 경우는 흔하다. 가정과 학교를 벗어나 사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여
성의 굴레는 시작되고,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여성의 삶을 옥죄어 온다. 여성에 대한 사회의
편견은 넓고도 깊어서 사회구조적인 해결이 없이는 사라지기 힘들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문학에 관한 담론의 영역으로 파고들어 독자적인 방법론적 시각과 지위
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페미니즘은 하나의 단일한 페미니즘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운동의 발생 초기 모습을 보면 당시의 정치·사회·문화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당대의
중요한 비평적 사고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 사상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페미니즘 문학이론은
그 영향력 정도에 따라 목적·수단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자유주의 페미니즘, 맑스
주의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적 페미니즘 등 다양성
을 가진다.
2015년부터 한국에서 주요한 화두로 떠오른 '페미니즘' 물결은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켰다.
약자와 소수자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콘텐츠이나, 여성 혐오적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
제기와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페미니즘 리부트’와 미투 운동을 거쳐 연달아 최대 규모의
여성 군중이 모였던 ‘혜화역 시위’가 정점을 찍으면서 페미니즘 운동은 가히 ‘혁명’1)이라는 단
어를 사용해도 될 만큼 규모가 달라졌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한국문학사의 명예로 간
주되던 작가들의 이름이 행여 문학적 권위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돼 오던 가부장적 지배질서의
지표들의 타당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2)는 그래서 주목을 받는다.
그런데 한국 여성들은 성차별 그 자체의 폭력뿐 아니라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
는 사회 분위기로 인한 또 다른 폭력에도 노출되어 있는 특징도 있다. 최근 2년여 동안 페미
니즘 관련 글을 <시사저널> 잡지에 연재3)하고 있는 노혜경의 “더불어 살아갈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삶 그 자체를 파괴하는 일에 동창하지 말라는 요구가 어찌 페미니스트들만의
일이겠는가”를 역설하는 그의 시선은 그래서 여전히 주목을 받는다. 그에 따르면 페미니즘의
목표는 추상적으로 말하면 자유, 평등, 박애, 또는 연대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사람 사는 세상
이다.
페미니즘을 국회도서관 자료검색(2019년 11월 기준)에서 단순어 그 자체만으로 검색해 보면
논문은 858편4)으로 나타난다. 한때는 언론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었지만 정작 이론
혹은 체계적인 연구로 거듭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아마 각종 잡지나 일간신문에
게재된 글을 포함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간헐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것을
비교하면 결과물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박사학위논문도 최근 것을 보면 4편5) 정도이며, 작가
1) 「미투운동, 이제 ‘미투혁명’이다」, <여성신문>, 2018.3.15 참조.
2) 오혜진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018 참조.
3) 그는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한다. 하나는, 일상을 바라보는 페미
니스트의 눈을 소개하는 것, 다른 하나는 글을 통해 일상의 배후에 흐르는 정치적인 힘을 드러내고
변화시키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이다.
4) 검색어 기준 – 페미니즘 문학(49편), 페미니즘 소설(72편), 페미니즘 시(60편)
5) 이보라, 「선적 상상력을 매개로 한 서사창작 연구」, 동아대박사논문, 2015.8.
홍단비, 「한국 현대여성 소설의 치유 담론 연구」, 강원대박사논문, 2014.2.
송현희, 「아동문학과 에코페미니즘」, 한남대박사논문, 2013.2.
김순례, 「근대 사회형성기 여성적 세계관의 변화 양상 연구」, 경희대박사논문, 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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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혜석, 백신애, 강경애, 지하련 등 근대시기에 몰려 있다. 그나마 2015년도 김이듬6)이
‘사랑의 실천과 여성해방’이라는 항목으로 고정희를, ‘상생과 탈경계적 모성성’으로 김혜순을,
‘자기 해체와 범우주적 여성성’으로 최승자를 분석한 것은 눈여겨 볼만 하다.
이런 상황은 이 페미니즘에 대한 연구 풍토가 ‘뷔페니즘’7)에 묶여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
분하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완결된 결과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페미니즘 운동과 관련하여
여론 변화와 특징적 요소를 트위터 데이터, 콘코 분석, 소셜 분석을 세부 항목으로 설정해 빅
데이터 분석을 한 것은8) 4차 산업혁명과 그 궤도를 맞춘 것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가는 연
구이다.
본고의 출발점도 여기에 있다. 여기에서는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가 이야기 한 ‘아장스망’
개념을 활용하여 한국의 페미니즘 작품을 먼저 살필 것이다. 2장에서는 페미니즘과 아장스망
의 관계와 그 의미를 살핀다. 3장에서는 사회를 향한 응전방식과 관련하여 한권의 시집을, 4
장에서는 연대의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한권의 소설집을 선택하여 아장스망 개념의 적용 여부
를 살펴 볼 것이다.

2. 페미니즘과 아장스망
최근의 여성학자들은 남성들이 여성의 역할이 많은 것과 여성의 지위가 높은 것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어쩌면 이것은 남성의 역할과 지위는 그 수준
이 일치하는 것과 달리 여성의 역할이 많다는 것은 지위의 상승이 아닌 노동의 가중을 의미함
을 간과한 시각일 수도 있다. 가정에서의 ‘엄마’ 역할과 지위의 관계가 대표적인 사례다. 가정
에서 엄마는 자녀 양육, 교육을 비롯한 각종 가사를 도맡아 수행한다. 엄마의 다중적 역할 수
행은 단순히 ‘많은 노동량’을 의미할 뿐임에도, 많은 이들은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대장’이라
고 인식한다. 때로는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자각하기는 쉽지 않다”며 남성들의 이러한 왜곡
된 인식이 거대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과거 영미권 연구에 따르면, 여성 관련 문학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페미니즘이 나타나
기 이전까지의 문학인 여류문학,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사람이 쓴 여성문학, 저자 성별이 어떻
든 여성해방적 의식을 내세우는 여성해방문학 등이다. 또, 페미니스트의 문학은 고발 → 재해
석 → 해방이라는 3단계를 거친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에는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성행하면서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을 드러낸
채 촛불집회에 나온다.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는 게 2014년 이후 우리의 상황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때의 새 페미니즘 문학을 생각하려면 세대론이 아니라 '경험' 중심으로 얘
기해야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어쩌면 공통의 경험으로 우리가 각성됐음을 에둘러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페미니즘 안에서 발생하는 논쟁들은 기존의 페미니즘이 생물학적 그리고 철학적 본질주의와

6) 김이듬, 『한국 현대 페미니즘시 연구』, 국학자료원, 2015.
7) 국내 페미니즘은 여성 여권신장이 목적이 아닌 이것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페미니즘의 본질적
주장과는 상반되게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을 의미함.
8) 강욱건 외 2, 「국내 페미니즘 운동의 여론변화조사 및 특징적 요소분석」, 통계청논문공모전 우수상
(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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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구체화에 대해 모더니즘 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이는 ‘해체’와 ‘차이’에 대한 강조와, 단일한 인식론적 진실에 대한 도전은 페미니즘의 모더
니스트 전통에 의해 주변화 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였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쟁 안에서 구조주의자들은 제임스 조이스나 말라르메와 같
이 모더니즘의 정수에 있는 작품들을 선호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다. 그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 포스트모던 문화에 대한 여성의 예술, 문학 그리고 비평의 전반적인 역할을 인정하
면서도 이 두 개의 논쟁에 있어 페미니스트 비평가가 부재하였다고 보는 입장이다.9)
페미니즘은 오로지 여성 인권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종종 받는다. 그러나 페미니즘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 - 성평등 - 를 이룩하고 여성성과 남성성, 즉 '여성스럽'고 '남성스러'울
필요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가부장제의 성 편견에 짓눌려 있던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
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페미니즘 운동과 사상에는 여러 갈래가 있음을 참고로 할
때10), 페미니즘이 다루는 범위를 여성 인권 문제 등 어느 하나에 국한하여 말하는 것은 어렵
다.
한국의 페미니즘 비평은 생리적 차이에 따르는 사회적 성차별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
다. 페미니즘 문학비평은 이러한 기본적 전제 위에서 몇 가지 단계를 걸쳐 발전하였다. 초기
에는 작가와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성별에 대한 시각의 부재, 그리고 문학작품이 성에 대한 사
회의 의식적, 무의식적 가치기준을 도외시한 채 소위 보편적 가치만을 옹호하는 현상 등을 비
판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페미니즘 문학이론은 여성작가들이 쓴 문학작품을 발굴해
내고 해석함으로써 여성문학의 전통을 확립하려는 노력으로 발전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
는 그 동안 인류 사회와 역사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그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침묵시키고 제외시켜온 ‘또 하나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더 나아가서 그러한 지배문화의 세뇌와 오염에 대한 반발이 강력한 저항의 양상으로 나
타났다.
많은 여성들은 자본주의 생산구조의 일원이지만, 그 구조 안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여자
는 소수에 불과하다. 남자 국회의원, 남성 CEO 라는 말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성 국회
의원, 여성 장관, 여성 CEO 등 고위직에 오른 여성을 대상으로 부를 때는 직급 앞에 꼭 여성
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여성이 그런 지위에 오르는 것은 각종 메스컴을 탈 만큼 사회의 큰 이
슈가 되었다는 뜻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들뢰즈의 아장스망(agencement)이라는 의미를 살펴보자. 아장스망은 심
려깊은 언어 유희를 수반한다. 아장세(agencer)는 배열하거나 서로 맞추는 일을 하며, 아장스
망은 조립, 정리, 배열 또는 배치를 의미하게 된다.11) 이것을 근거로 할 때 작품 속의 주인공
이나 화자는 인간의 몸체는 물론이고 설비, 기술 장치, 알고리듬 등으로 만들어진 포괄적인
개념이 된다. 이런 포괄적이고 복잡한 사유 체계를 가로지르는 이것은 다양한 이질적인 항들
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차이나는 본성들을 가로질러서 그것들 사이에 연결이나 관계를 구
성하는 다중체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공생과 공감을 그 이면에 담고 있기에 들뢰즈가 자주
말하는 ‘주름’을 형성한다.
들뢰즈는

생성,

즉

있음(A)에서

있음(B)으로의

변화는

새로운

배치,

즉

아장스망

9) 김명혜 옮김, 『포스트페미니즘과 문화이론』, 한나래, 2003, pp224-226
10) 이것에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책은 2015년 9월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에서 발간한 『페미니즘의 개
념들』이다. 그동안 화제가 되었거나 현재진행형의 키워드를 소개하면 가부장제, 매춘, 섹슈얼리티, 남
녀동수법, 재생산, 재현, 젠더, 코라, 퀴어 등이다.
11) 홍성욱 엮음, 『인간․ 사물. 동맹』, 도서출판 이음, 2010,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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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ement)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생성은 존재하는 객체들이 새롭게 재배
치, 재구성함으로써 다른 존재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변화된 것, 새로운
생성물을 뭐라고 부를까. 들뢰즈는 multiplicity(다중체, 다양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라고 정
의한다. 이 다중체는 들뢰즈 존재론의 핵심 개념으로 작용한다.
다양체란 부분들의 집합 혹은 접속이다. 들뢰즈는 이 말을 여러 방식으로 사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강도적 다양체와 외연적 다양체의 구별에 있다. 이는 또한 강
도적 차이와 외연적 차이의 구별에 의존한다. 외연적 차이는 공간적으로 구별되고 경계
지어진 지점들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강도적 다양체는 동일화할 수
있는 척도로 이뤄진 다양체가 아니라 실체적 다양체이다. 무엇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접
속들(혹은 다양체 되기)의 한 효과이다.12)
인간은 누구나 삶의 자국을 스스로의 얼굴에 담는다. 나무의 수량이 나이테로 새겨지듯 인
생에 축적된 시간들은 자신의 모든 면에서 주름처럼 새겨지고 모든 만물 또한 시간의 주름을
차곡차곡 쌓는다. 이렇게 세상은 상황과 환경에 적응된 스스로의 자국을 중첩된 시간의 주름
으로 각인한다.
또한 들뢰즈는 이질적인 다양한 것으로 구성된 세상 각각의 개별자들이 나이, 성별, 신분,
환경 등의 마주침에서도 그 본질적 차이를 가로질러 그것들 사이에 연결이나, 관계를 구성하
도록 공명, 공생, 공감하는 다중체(multiplicite)가 형성된다고 본다.
마치 새 옷을 입으면 근육에 맞는 자신만의 고유한 옷주름이 생기는 이치이다. 사람의 만남
에서도 상대에 따라 서로를 배려하듯, 같은 사물도 사용자와 쓰임새에 따라 마모형태가 다르
고 어떠한 상황에 마주한 개별자들은 상호간의 적응으로 상생의 길로 가는 소통의 아장스망이
구성된다. 즉 다양체는 다자(多者)와 일자(一者) 사이의 어떤 조합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본
연의 다자 그 자체에 고유한 어떤 조직화를 지칭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체계를 형성하지만,
이를 위해 결코 어떤 통일성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상에 묻힌 개별자들은 얼마나 소통하고 있을까? 모든 현상들의 기준이 빠름으로
판가름되는 현재는 구조적인 가속도의 발달로 인해 기술적·물질적 풍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명예와 물질을 행복의 척도로 몰아세우는 만큼 이면에 개별자들은 조급증과 우울

증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은 물론 타자와의 소통단절이 더욱 심화되는 무형의 고
립 속에 세상은 양극단으로 치달아, 물질을 가진 자는 중심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잉여인간
이 될 수밖에 없다.
베르그손에 의하면 물질은 반복이다. 어떤 점에서 반복인가? 일차적으로는 수학적인
법칙이 함축하듯이 결과가 원인에 비례하여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따라서 현재로부터 미
래레 대한 정확한 계산과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 이후 것은 언제나 이전 것의
동일한 반복이라는 점에서 그렇다.13)
구조(배치)의 단순나열(?)에 지나지 않는 구조주의는 필연적으로 허무주의에 빠진다. 허무주
의는 당연히 세계를 견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철학의 실패일 뿐, 철학이 아니다. 구조론은 구
12) 한정헌 옮김, 『들뢰즈 이해하기』, 그린비, 2008, 31쪽.
13) 김재희 지음, 『베르그손의 잠재적 무의식』, 그린비, 2010, p.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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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의가 가진 방향성 부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14)
들뢰즈는 이런 구조주의를 사용해 인간의 사유를 ‘나무’와 ‘리좀’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로
구분한다.15) 먼저 나무의 경우 그 뿌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가지와 잎들이 앞서 미리 존재하
는 절대적인 토대를 상징한다. 그리고 리좀은 뿌리를 의미하는 나무와는 전혀 다른 구조로 작
동하는 것으로 본다. 땅 속에서 다른 줄기와 연결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면서 온갖 방향으
로 뻗어나간다. 들뢰즈는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수평적 관계를 리좀의 활동으로 설명한다.

3. 다양체 과정을 통한 상호성 확립
1970년대 중반부터 페미니즘 비평은 단순한 여성의 이미지 연구에서 벗어나 여성작가의 작
품을 여성중심적인 시각으로 고찰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시 말해서 남성작가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독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페미니스트 비평'과 여성작가와 작품을
대상으로 남성과는 다른 여성 특유의 경험과 문화 및 역사를 연구하는 '여성중심 비평'으로
구분하였다.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 '페미니스트 비평'에서 '여성중심비평'으로의 전이이다.
쇼왈터16)는 『페미니스트 비평』에서 근본적으로 남성 지향적이기에 남성비평가들의 성차별
주의나 여성의 왜곡된 이미지를 연구하는 일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시각을 탐색하는 의미 없
는 작업으로 간주하였다. 때문에 여성의 감정과 경험을 규명하기 위한 진정한 '여성중심비평'
은 역사적, 인류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접근법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써 그는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문학의 정전과 걸작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제기한다. 그리고
여성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남성지배문화에 대한 단순한 저항과 투쟁으로 파악하는 자세에서
진일보하여 여성의 고유한 체험과 그 기록을 '또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여성의 고유한 경험과 존재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새로운 비평의 장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들뢰즈는 존재의 발생이 한 가지의 원리만을 가진다고 간주하는 일의적(univocal) 존재론을
주창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모든 것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그 하나란, ‘이데아/이념
Idea’로서의 차이이다. 차이라는 원리 하나에 기초하기에 이는 분명 일의적 존재론이지만, 그
것은 스스로 미분화/차이화하는 차이이며, 차이를 생성하는/(스스로를) 구별하는 차이이기 때
문에 ‘일자 = 다자’의 공식이 성립하게 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양한 차이를 함축한 하
나의 존재가 어떤 다른 존재와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본성을 달리하기(차이화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일자 = 다자’를 들뢰즈는 ‘다양체라고 한다.
쉬운 예로서, 인간의 ‘입[口]’은 음식과 연결될 때, 공기와 연결될 때, 다른 입술과 연결될
때마다 기능/모양/본성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즉, 하나의 존재는 어떻게 배치(배치물, 아장스
망)되는가에 따라 본성을 변화해가며 새로운 존재로 생성되는(하는) 것이다. 더불어 들뢰즈는
아장스망 그 자체를 또한 하나의 ‘다양체’로 보았다. 모든 차이들로 주름지어진 개체들은 항상
‘분할 가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 존재 역시 하나의 배치물(배치, 아장스망)인 셈이다. 다
시 돌아가, 그에게 있어 모든 원리는 차이에 기초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든 위계
나 질서 또는 이분법적 원칙과 규칙, 말하자면 동일성에 기초한 모든 것들은 존재론적으로 부
14) http://gujoron.com/xe/510083
15) 강신주, 『철학적 시 읽기의 즐거움』, 동녘, 2010, p.299.
16) 홍문표 옮김, 『패미니즘 비평』, 창조문학사, 2018,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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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상이거나 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17)
결국 들뢰즈에게 ‘아장스망’은 새로운 연결이나 결합으로 발생한 배치나 결합을 의미한다.
말이 전사와 만나면, 말은 사자와 같은 역능을 가진 배치를 확보하게 된다. 반면 말이 농부를
만나면, 말은 양과 같은 역능을 가진 배치를 확보하게 된다. 결국 ‘아장스망’은 현상적인 모든
것들이 이질적인 차이들의 결합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허수경 시인의 시집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18)에서 「수박」을 읽어보자. 화
자는 '아직도‘ 둥근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고백한다. 떠난 이를 떠올리게 하는 사물과 감
각은 남겨진 자에게 유리 파편처럼 박힌다. 화자에게는 그것이 둥근 것- 수박이었던 것 같다.
수박을 사들고 왔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면 그 모습을 깊이 사랑했던 과거 나의 눈동자도
떠오른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은 울적해졌고 결국 나를 떠났다. 어쩌면 ’나는 당신
의 그림자만이 좋았‘던 것 같다고 화자는 고백한다. 당신을 잘 몰랐던 것 같다고. 하지만 울적
하고 후회스러워 검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화자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
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당신의 저만치 가 있는 마음도 좋아요”라고 말한다. 저만치라는 단
어는 정확한 용어로 가늠하지 못하는, 아니 가늠하지 않는 일정한 거리의 개념이다. 자신에게
서 멀어진 누군가는 분명 다른 생각을 가졌음이 분명하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이별
이다. 그 이별을 인정하지 못하고 ‘저만치’라는 추상어로 대치시키는 것은 분명 들뢰즈가 말하
는 이질적인 결합이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 이별이 아닌 잠시 떠남의 의미로 배치될 뿐이다.
아직도 둥근 것을 보면 아파요 / 둥근 적이 없었던 청춘이 문득 돌아오다 길 잃은 것처럼
그러나 아휴 둥글기도 해라 / 저 푸른 지구만 한 땅의 열매
저물어가는 저녁이었어요 / 수박 한 통 사들고 돌아오는
그대도 내 눈동자, 가장 깊숙한 곳에 / 들어와 있었지요
태양을 향해 말을 걸었어요 / 당신은 영원한 사랑
태양의 산만한 친구 구름을 향해 말을 걸었어요 / 당신은 나의 울적한 사랑
태양의 우울한 그림자 비에게 말을 걸었어요 / 당신은 나의 혼자 떠난 피리 같은 사랑
-----<중략>----내가 어떻게 보았을까요. 기적처럼 이제 곧 / 푸르게 차오르는 냇물의 시간이 온다는 걸
가재와 붕장어의 시간이 온다는 걸
선잠과 어린 새벽의 손이 포퓰러처럼 흔들리는 시간이 온다는 걸
날아가는 어린 새가 수박빛 향기를 몰고 가는 시간이 온다는 걸

- 「수박」 전문

사랑이 끝나 홀로 남겨졌을 때, 떠난 상대를 책망하며 부정하는 행위가 가장 쉽고 편리하
다. 하지만 화자는 그 쉬운 선택지들을 버리고 떠난 당신의 마음도 좋다며 그 사랑마저 강하
17) 김상환 옮김,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p439.
18) 허수경,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문학과지성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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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끌어안는다. 이는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만이 행할 수 있는 단단하고
강한 태도다. 스스로 단단해져서 더 큰 사랑을 끌어안을 때 화자는 기적처럼 본다.
‘푸르게 차오르는 냇물의 시간’ ‘날아가는 어린 새가 수박빛 향기를 몰고 가는 시간’이 올
것이라는 걸. 화자의 단단하고 용감한 사랑은 푸르게 차오르며 괴로웠던 기억들은 수박빛 향
기로 남아 어린 새와 함께 서서히 날아갈 것이라는 걸. 이는 아픈 과거의 사랑을 ‘수용’하고
‘인정’해 나아가는 용기있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기적이다.
사랑을 하면서 가장 용기 내어야 할 때는 언제일까. '용기'라는 단어는 관계의 시작에서 많
이 쓰이곤 한다. 용기 내어 사랑을 말하세요. 그러나 내가 연애에서 가장 용감해져야 한다고
느꼈던 때는, 관계의 끝에서 떠난 사람의 빈자리를 바라볼 때였다. 분명 그 빈자리는 누군가
의 떠남이 일어난 이후의 흔적이며 현상이다, 하지만 시인은 그 떠남의 빈자리를 태양에게 말
을 걸고, 구름과 비에게 말을 걸면서 위안 받고 보상을 받는다. 들뢰즈가 말하는 이런 아장스
망의 이질적인 결합은 그의 시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당신 생의 어떤 시간 앞에서 울던 누군가를 생각하면 된다.
Þ
르누아르를 흉내 낸 그림 속에는 소녀가 발레복을 입고 백합처럼 죽어가는데
Þ
장미에 든 병희 향기가 저녁 공기를 잃게 하니 오늘은 조금 우울해도 좋아
Þ
슬픔이라는 조금은 슬픈 단어는 호텔 방 서랍 안 성경 밑에 숨겨둔다.
Þ
그러니 오늘은 조금 우울해도 좋아 그러니 오늘은 조금 우울해도 좋아, 라는 말을 계속해도
좋아.
- 「이국의 호텔」 중
아마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적 가장 마지막까지 반짝거릴 삶의 신호를 보다가 꺼져가는 걸
보다가 미소 짓다가 이건 무엇이었을까 나였을까 당신이었을까 아니면 꽃이었을까
Þ
생각해보니 꽃이나 당신이나 모두 노래의 그림자였군요
생각해보니 우리 셋은 연인이라는 자연의 고아였던 거예요 - 「그 그림 속에서」

어미별의 손은 너를 배웅했다
그 저녁, 울던 태양은 깊었네
Þ
시작 없이 끝없던 다정한 사람아
네가 나에게는 울 일이었나 나는 물었다
아니, 라고 그대 눈썹은 떨렸다
Þ
네 눈썹의 사람아,
어릿하네, 미안하다 - 「네 잠의 눈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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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추상적인 시간 앞에서 울던 누군가는, 누군가의 그림 속에서 죽어가지만 단지 그는 그
우울을 향기로 대체시키면서 자기 위안을 한다. 슬픔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오직 가슴에 담
거나, 급기야 성경에 묻는 것은 역시 뛰어난 자기 방어이며 역설이다. 그리고 꽃≠당신≠그림
자는 결국 자연의 고아로 합성되거나, 울음은 어릿과 미안으로 합성되면서 아장스망의 관계를
형성한다.
문화가 시대를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체성’이란 알게 모르게 인간의 중요한 생존 전략
이 되었다. 하지만 2020년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정치적 경제적인 공백으로 인해 생긴 정체
성의 균열은 점점 더 심해진 상태다. 게다가 기댈 수 있는 공고한 공동체 감각마저 사라진 것
이다. 여기에서 발생한 혐오란 냉전 시대의 반공주의나 산업화 시대의 발전주의가 선보인 것
과 같은 맥락일 수 있다. 따라서 강력하고 절대적인 적대가 제거된 시대에 어떤 집단적 정체
성을 견고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나름의 설득력을 갖는다.
2016년 문단 내 성폭력 폭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의 흐름 아래 한국 문학
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새로 읽고 쓰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진행형은 그동안 내적으
로 쌓여있던 여성 혐오와 분노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뜻한다. 가장 끝에는 대중문
화에서의 여성 혐오가 자리 잡고, 중간에는 여성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형태가 있고, 다른 쪽
끝에는 이 나라의 입법자들이 있다.19) 결국 입법자들은 이 모든 여성 혐오가 활개 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경우 페미니즘의 부활은 여성혐
오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혐오를 통해 개인 혹은 공동체의 경계를 공고히 하고 해체와 분열, 탈각 혹은 몰락으
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고자 하는 충동을 가진 이들은 점액성, 악취, 점착성, 불결함 등
혐오의 물질적인 속성들을 그 정체성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할 대상들에게 결부시켜 왔다.
특권층은 이를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명백하게 하고 ‘타자’들로부터 인간적 지위를 박탈
하려고했던 것이다.20)
분노란 단지 개인적인 인성의 문제로 접근하거나 그렇게 해소되는 감정이 아니다. 특히 사
회적인 분노가 불의한 제도와 부당함에 대한 합의라면 그것을 바로잡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이것은 복잡한 문제가 풀린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이야기
다.
분노란 자기 자신 혹은 자신과 가까운 누군가가 정당한 이유없이 무시당했다고 상상하
고 이에 대한 복스를 상상할 때 발생하는 고통을 동반하는 욕망이다.21)
분노에 대한 정의를 고려하면, 차별적 여성 혐오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에는 부당한 차별에
대한 분노가 들어 있으며, 부당한 차별을 바로 잡으라는 젠더 정의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들
어 있다. 개인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으면 분리되지 못하고 융합되어 있으면 자율적이지 못한
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정서적 각성을 효율적인 인지적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면서 개
19) 노지양 옮김, 『나쁜 페미니스트』, 사이행성, 2016, p.27.
20)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나무연필, 2017. p.40.
21) 이종오 역,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HUEBOOKS, 2015,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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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감정적 혹은 이성적인 양극 중 하나라고 보는 경향도 있다. 또한 타인과 정서적으로 함
께하는 경험인 공감은 더 원시적인 양식으로 기능하거나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도 한다.
들뢰즈가 이야기한 다양한 장치로 결합되어 일체를 이룬 상태를 아장스망이라 한다면 허수
경이 바라본 세상 즉 시집 속에서 여성 화자가 바라보는 세계는 상호적이다. 다양한 사물의
마주침이 있지만 그 각각의 단어들은 개별이 아닌 시인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배열되고 합성
되고 역설적인 양상의 모습을 가진다.
상호적 관계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상호성은 “각자가 상대방에 의해 소유 및
향유되고 수해되는 것, 호혜적인 또는 서로 상대에 대해 친밀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감정을
지니는 것”이라고 한다. 상호적 교환에서 개인은 상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 또한
상대에게까지 확장시키고 타인의 영향력을 받아들인다. 영향과 정서적 접근성 및 타인의 상태
에 대한 반응과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 개방적이다.
그런데 자존감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자기애 성향의 사람은 상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
는22) 견해도 있다. 왜냐하면 타인은 그가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전체적인 대상으로서 존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애적 관계의 목표는 타인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지
고, 자족적이고 보호받는 과장된 상태를 성취하는 것이다.

4. 접속의 유동성과 주름의 서사구조
모든 삶은 접속과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어떤 신체나 사물도 접속 과정의 결과인 것이
다. 인간의 신체는 유전적 물질, 관념들, 행동의 역능들, 다른 신체들과 맺은 관계의 배
치이다. 또한 한 부족은 신체들의 배치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통일체들이 접속들에 선
-재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기체나 기계장치보다는 ‘기계적’ 배치에 대해 언급
한다. 배치를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궁극성[합목적성]이나 목적 또는 질서는 존재하지 않
는다. 다시 말해 어떠한 배치의 법도 접속들로부터 창조된다.23)
그렇다면 페미니즘을 지향한 문학 속에서는 어떤 양상을 보일까. 언어는 모든 사람들에 대
해 동일한 것 같지만 작가의 수사법에 의해 그 상태는 많은 변화를 보인다. 사랑, 증오 그리
고 영혼을 흔드는 수천 개의 감정들은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더러는 주관적이다. “소설가는
다수의 세부들을 병렬함으로써 감정과 관념들에 그들의 원시적이고 살아있는 개성을 되돌
려”24)주려고 애쓰는데 일반 독자는 그 감정과 관념들을 따라가지 못한다.
한국은 80년대까지 남북이 대치하고 있었고, 이러한 위기감을 빌미로 군사정권이 들어서서
비민주적 통치가 횡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문단은 이러한 군사정권을 몰아내고 참된 자
유를 얻고자 하는 경향으로 흘러갔으며, 정권에 희생된 억울함을 표현하고 노동자들의 궁핍한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리얼리즘 문학이 대두하였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서 문민정부가 들어섬
에 따라 이전 시대의 체제에 대해 반항하고 전복을 꾀하고자 한 리얼리즘 문학은 퇴조하기 시
작했다. 그러자 기성작가들은 문학경향의 공백으로 침체를 겪게 되고 새로운 문학의 방향을
22) 홍상희 외 1 옮김, 『‘여성’의 자아』 관계-속-자아, 한울, 2018, p128.
23) 한정헌 옮김, 『앞의 책』, pp.33-34.
24) 최 화 옮김,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대한 시론』, 아카넷, 2003,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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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여성 작가들이 여성으로서의 글, 여성 해방을 위한 글들을 쓰고 있지만, 페미
니즘 문학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많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회는 남성 중심적이고,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가 충분히 상승했다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단의 어두운 시기 속에서 꿋꿋하게 자신의 생각을 유지하면서 페미니즘의 선봉으로 평가받
는 작가들로 권택영은 세 작가25)를 꼽는다. 이들은 기존의 선 굵은 서사문학을 벗어나 여태껏
우리가 관심을 보이지 못했던 일상 속에 자잘한 생활상을 보여준다는 특징을 갖는다.
여성 독자들은 삶의 거시적인 것이 아닌 자기가 겪는 일상의 괴로움에 공감하며 여성작가군
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성작가들은 힘을 얻게 된다. 이들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전제한
'여류'라는 말 자체까지도 거부하며, 그냥 작가로 불리기를 고백한다. 이들을 통해 이제까지
문학에서 소재로 삼지 않았던 성 이데올로기라는 소재가 화두로 떠올랐고, 여성에 가해진 가
시적이고 비가시적인 규제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또 다른 집회 문화를 낳기도 했다.
이런 집단적인 행위자들의 절규에 힘입어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으로부터 잉태한 개념인 이
성, 의지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는다. 따라서 문학 속의 행위자 즉 주인공들
의 생각이나 행동은 인간 고유의 개성으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인간 본연의 당위성을 획득
하게 된다. 바로 이 개성과 당위성이 들뢰즈-가타리의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다. 그들은
두 가지 상이한 아이디어를 관련지어 결합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이한 요소들의 ‘배열’ 또는
‘동행’ 이라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마주침을 거듭하고 있다.
‘배치’ 개념은 행위능력을 모든 행위가 일어나기 위한 필요조건 겸 선행조건이 되는
사물들의 동행과 관련을 시킨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의 행위든 비인간의 행위든 관계없
이 행위하는 모든 실체들을 지칭할 수 있으며 행위자 개념이 흔히 초래하는 오해를 불식
시켜 주는 것이다.26)
대부분의 작가들은 자신의 본래 성질이나 복수의 아장스망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원한다. 왜
냐하면 이야기가 집단적이든 개인적이든 그것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마주침으로서 작가의 특징을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전경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소
설집 『천사는 여기 머문다』27)는 내용상 여성의 인권, 시대적 차별, 성의 형평성 등을 놓고 볼
때

페미니즘의 한 주류를 이루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수록된 소설들의 전개과정에

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강‘과 ’꽃‘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작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여러 흔적을 남기지만 그 간격은 일정하게 타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열
되고 배치된다.
「맥도날드 멜랑콜리아」는 고독사나 성추행 등 재난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싱
글 여성을 내세움으로써, 동시대 여성들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공감가게 그린 작품

25) * 박완서 –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성차별 풍자. 희생적인 부덕의 강요와 남아 선호사상을 비판적으로
재현하고 여성의 자각을 암시. 리얼리즘으로 페미니즘 문학을 구현. * 오정희 – 여성의 내적 시선을
통해 보는 미시적 접근으로 여성성 재현. 견고해 보이는 일 상 속에서 꿈틀대는 유동적인 삶의 실체
와 모순을 내적 시점으로 서술. * 강석경 – 일상으로 떠오르지 못하고 모호함과 부유하는 실체 속에
떠도는 여성성을 구현.
권택영, 「문학으로 돌아본 패미니즘」, <문학사상>(2019.4월), p.48.
26) 홍성욱 엮음, 『같은 책』, p.327.
27) 전경린, 『천사는 여기 머문다』, 문학동네, 2014. 이후 인용은 페이지만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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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과거에는 자기가 잃어버렸던 욕망을 찾아 집을 나왔지만, 현재는 그대의 자신에게 환멸
을 보내며 홀로 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다.
나정은 꿈이라는 단어에 염증이 나 가슴속에서 비명이 올라왔다. 비명은 꿈이라는 단
어에 특히 예민했다. 꿈이란, 자신에 대한 호객행위이고 삶에 대한 강박일 뿐이었다. 그
에게 차라리 꿈이 없다면 훨씬 건강해 보일 것 같았다.(p.26)
상실한 사람은 더 안으로 파고들 뿐 나오지 않는다. 점점 더 완고하고 완강해져서 시
간의 흐름에조차 무관심해지고 자신과 타인에게도 무감각해진다. 잊지 못하는 여자가 있
다고 굳이 말로 하는 남자는, 비겁한 부류이다. 나정은 그런 말을 결코 입 밖에 내지 않
는다.(p.30)
어떤 욕망도 없이 살고 싶지만 채 욕망이 다 없어지지 않아 괴로워하는 주인공은 자
기 미래를 디스토피아적으로 상상한다.
빗줄기 사이로 간밤의 메마른 꿈이 흘러갔다. 그리고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
치 사진관에서 찍힌 증명사진처럼 삶이라는 배경을 무화시키며 떠오르는 선명한 얼굴,
친숙하지만 다가갈 수 없고 이제 곧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얼굴이었다.(p.37)
현실을 신비화했던 과거와는 다르다. 사진이라면 과거의 사건이나 일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긴요하게 쓰이는 장치지만 그녀에게는 무용지물이다. 단지 꿈은 흘러가는 무형의 사건이며,
얼굴은 지금 그대로의 단순한 흔적에 불과할 뿐이다. 비참한 싱글여성을 사실적으로 담아냈다
는 것에는 아마 함의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흐린 날씨였다”로 시작하는 소설의 첫 문장을
참고 한다면 한 남자의 얼굴이 두려움과 흔들림으로 이어지는 것은 작가의 또 다른 합성일 수
있음이다.

* 「강변마을」 - 양쪽 강둑은 무척이나 넓었지만 강물의 폭은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았다. 강물의 위쪽과 아래쪽은 굽어지면서 시야에서 나
타났다가 굽어지며 사라졌기 때문에 끝이 없다는 것을 알 뿐 그 길이
를 가늠할 수 도 없었다.(p80) - 목까지 잠길 때까지 물결의 저항을
버티며 걸어갈 그들은 이윽고 강물에 몸을 맡기고 아래로 흘러내려갔
다. 표류였다.(p81)
다중체로서의 ‘강’

* 「흰 깃털 하나 떠도네」 - 섬으로 들어가는 배에 올랐을 때는 그날
계획 따윈 완전히 버린 뒤였다. 금세 바다를 건너갈 듯싶은 가까운
거리였다.(p220) - 배의 꽁무니를 그악스럽게 따라왔던 갈매기떼가
한 덩이 먹구름처럼 하늘에 떠 있었다. 배의 죄측 파도 위에서 흰 깃
털 두 개가 반짝이며 날아오른 듯도 했다.(p232)
* 「밤의 서쪽 항구」 - 그곳이 인도양의 작은 항구라 해도, 대서양,
혹은 에게해의 작은 항구라 해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p
173) - 다찌집 바로 앞은 통영과 미륵도 사이의 운하로 들어가는 입

- 52 -

[제1분과] 심영덕, “페미니즘 인식의 전환에 따른 아장스망 양상 ”

구였는데, 바다 쪽으로 조금 더 나가 붉은색 등대가 하나 서 있었
다.(p180)
* 「여름 휴가」 - 회랑 곁 야생정원에 개망초꽃이 새벽 같은 부연 밝
음 속에서 꿈처럼 흔들리고 있었다.(p247) - 이슬이 맺히는 축축한
공기 속에 찔레꽃 내음이 새하얀 망사 너울처럼 얹혀 있었다.(p249)
* 「야상록」 -오백 년 전 지었다는 무너져가는 옛 서원 아래 물질경이
꽃이 하얗게 덮인 연못물은 지옥까지 검었다.(p49) - 잠시 후 남자의
두 팔이 먼저 올라와 뗏목을 잡더니 물질경이꽃을 머리에 가득 뒤집
어쓴 새하얀 얼굴이 솟아올랐다.(p58)
다중체로서의 ‘꽃’

* 「천사는 여기 머문다1」 - “릴리구라스” 그것은 히말라야 아래에 있
는 먼 나라의 꽃이다. 그 나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p104) - 각
시인형 앞에 설치된 작은 정원에는 흰색 저승꽃이 활짝 피어 있었
다.(p109)
* 「천사는 여기 머문다2」 - 결혼식을 하기 직전의 늦봄, 라일락 향이
천지에 흩날리고 영산홍이 다투어 피던 무렵이었다.(p136) - 길가엔
분홍빛 들장미가 피어 있어 코티 분 냄새가 바람 속에 떠돌았다. 해
바라기와 제라늄, 협죽도와 장미, 망초꽃과 병꽃과 백합, 달리아와 무
궁화같이 흔한 꽃들로부터 처음 보는 커다란 보라색 꽃들까지(p154)

여성작가들의 작품은 성 담론이 이슈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
실이다. 이처럼 급작스럽게 여성 권익을 옹호하는 일련의 작품들이 각종 문예지의 문학상을
받으면서 남성들에게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지면서 페미니즘의 관심의 폭도 커질 수밖에 없다.
관심이 모아졌던 여성작가28)들 중에서 나온 '새로운' 여성 캐릭터의 등장도 주목해야 할 부분
이 많다. 특히 김금희의 「너무 한낮의 연애」(2016)의 '양희'는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
로 보인다. 가난하고 볼품없고 대사도 거의 없는 양희의 매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우
리를 돌아보게 하는 캐릭터이다.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훈계하지 않아 아무도 불편하게
하지 않은 양희의 그 민주적인 포지션이 한국문학에서 굉장히 미학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아
닌가 라는 평가도 받는다.
페미니즘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려는 이론적, 실천적 입장을 의미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차별이 무엇이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를 극
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사실 과학사적 연구에 따
르더라도 인간을 성을 기준으로 여성과 남성으로 구별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
한다.
르네상스나 17세기까지만 해도 인간에 대한 해부도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는
단성 모델에 따라 그려졌다. 이에 반해 인간에 대한 해부도가 여성과 남성을 구별한 양
성 모델에 따라 그려진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이며, 19세기 시민혁명 이후 남녀간의
28) 이 외에도 대표적인 작품들을 소개하면, 조남주 「82년생 김지영」(2016), 조남주 외 「현남 오빠에게」
(2017), 강화길 「다른 사람」(2017), 박민정「아내들의 학교」(2017), 민지형 「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여
자친구」(2019), 김지우 「나는 이름을 갖고 싶었다」(2019) 등이 눈에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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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연과학적 성차 개념이 객관적이고 불변적인 진리가 되었다
는 것이다.29)
한 개인의 삶은 더 이상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실존적 인간으로서의 삶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말할 때 개성이 중요하지, 성별은 더 이상 절대
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동안 포스트 페미니즘은 주체의 탈중심화 과정을 거치면서 탈정치
화 되고 순치되었다. 페미니즘의 정치성은 상실되고 실천운동으로서의 역할은 퇴색되었다. 흥
미롭게도 여성 주체의 종언에 반발하여 강력한 여성 주체의 재등장을 원하는 목소리가 세계적
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30)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5. 나가는 글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여성의 전유물이자 남성을 공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쉽
다. 하지만 서구에서 페미니즘이 처음 탄생하던 모습을 살펴보면 이것은 매우 좁은 시각임을
알 수 있다. 서구에서 처음 페미니즘이 탄생한 것은 당시의 주류 계층이었던 백인 남성이나
성인이 된 후 여자, 재산, 세계를 지배하던 남성들 외의 개체 또한 자신의 권리를 누릴 자격
이 있다는 자각에서였다. 즉, 단순히 여성을 옹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분법적 사고에서 소외당해 온 젠더, 예를 들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또는 성
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권익까지 보호하겠다는 인식에서 나타난 사상인
것이다.
따라서 페미니즘을 단순히 ‘여성작가가 쓴 문학’, ‘여성을 소재로 한 문학’, 이와 관련한 연
구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페미니즘을 과거 모더니즘의 계승으로 볼 뿐이며, 페미니즘은 오히
려 반모더니즘적 성향에 가깝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성
혹은 다른 젠더들의 작품에서도 페미니즘적 성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 본 한 권의 시집과 한 권의 소설집에서 페미니즘 인식의 전환을 하나의 명제
로 재단할 수는 없다. 또한 들뢰즈의 아장스망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단지 그동안 시
와 소설에서 선택한 이야기들이 여성들의 고난과 억울함을 다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페미
니즘 계열로 묶어서 평가하는 방법을 부분적으로는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대
표적인 것이 역설이다. 이것은 흔히 수사법상 반대되는 것을 내세워 작가의 생각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들뢰즈가 말하는 배열과, 배치는 단순한 나열이기보다는 새로운 합성으로
이어지면서 나름의 의미망을 구축하는 장치로 보인다. 따라서 작품들이 어떤 흔적으로 나타나
어떤 주름으로 잡히는지는 다양한 각도로 기술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여성들은 많은 것들과 싸워야 한다. 사회는 여성에게 자본을 생산해내
는 주체로 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동시에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어긋남이 없기를 요구
한다. 그러나 법적 경제적으로 여성은 여전히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고, 가사 노동은 인정받지
못하며, 보육 정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우리 사회는 분명 변화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변
화하지 않으려 한다. 사회의 기득권을 충실히 움켜진 손은 쉽게 그것을 놓으려 하지는 않는
다. 여성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다. 사회와 인간 문제의 해결 없이는 여성 문제의 해결은 불
29) 연구모임 사회비판과 대안 엮음, 『현대 페미니즘의 테제들』, 사월의 책, 2016, p52.
30)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 세미나팀, 『페미니스트 정신분석이론가들』, 여이연, 2016,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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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이제 페미니즘은 이런 모든 문제에 답해야 할 때이다. 이것은 태생부터 이러한 사회 문제들
이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집단들이 겪는 문제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껴
왔다. 여성이 ‘자기만의 방’을 추구하고 글쓰기를 시작한 이래 탄생한 많은 페미니즘 문학의
공통점은 세상을 '남성 vs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 따라 나누었다는 사실이다. 남성은 가
해자, 여성은 피해자로 고정시키는 일방적 형식을 취해 왔다. 이것은 여성들이 처음으로 자기
를 인식하게 하고 의식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지만 한편으로 페미니즘 문학이 ‘여성’
들만의 문학을 넘어서 ‘문학’ 그 자체로 인정받는 데 한계가 되는 속성이기도 했다. 따라서 기
존 페미니즘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은 내용적 측면은 물론이고 형식적 측면에서의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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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페미니즘 인식의 전환에 따른 아장스망 양상”에 대한 토론문

박영식(대구대)
이 논문은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의 철학 용어인 ‘아장스망’의 개념을 활용하여 페미니즘
의 현재적 양상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문학 텍스트로 허수경
의 시집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2016)와 전경린의 소설집 천사는 여기 머문다
(2014)를 선택해 페미니즘의 현재적 양상과 ‘아장스망’ 철학 개념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습
니다. ‘아장스망’이란 철학 개념을 활용해 서정문학과 서사문학을 아우르는 발표자의 연구 역
량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페미니즘의 역사적 흐름과 동시
대적 양태를 분석하고 또 앞으로 페미니즘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
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저는 시
간 관계상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논문의 2장에서 밝힌 ‘페미니즘과 아장스망’의 상관관계와 그 의미가 3장 서정문
학 분석과 4장 서사문학 분석에 충분히 녹아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가 3장에
서 허수경의 시집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에 실린 ｢수박｣, ｢이국의 호텔｣, ｢그 그림
속에서｣, ｢네 잠의 눈썹｣ 등의 시작품을 분석한 해석이 페미니즘과 아장스망의 상관관계를 명
료하게 밝히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분량으로 봐서도 네 작품을 인용하며 분석한 내
용이 여섯 문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여성 차별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표자가 4장에서 전경린의 소설집 천사는 여기 머
문다에 실린 여러 편의 중·단편을 요약하여 표로 작성한 인용문들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3장
과 마찬가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언급에 대해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둘째, 질 들뢰즈의 ‘아장스망’ 개념을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개념과 관련지어 설
명할 수 있는지요. 리처드 도킨스는 유전자의 특성을 ‘이기성’, ‘협력성’, ‘불멸성’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의 명령을 따르는 생존기계에 불과하
다고 하면서 그 명령 체계는 ‘생존’과 ‘번식’이라는 이기성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
명 개체는 단일체가 아니라 근육, 뼈, 장기, 신경 등 다양한 세포들이 복잡하게 구성된 복합체
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손을 통해 자신의 동일 유전자를 이어가기 때문에 각각의 생
명체는 언젠가 소멸되지만 동일 유전자는 자손을 통해 불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
로 자신의 자손이 지속 가능한 생존과 번식을 하려면 결국 모든 생명체는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질 들뢰즈의 '아장스망' 개념도 리처드 도킨스의 '유전자' 개념처럼 '차이'와
'배열', 그리고 '다양성'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페미니즘 역시 남녀 간의 생
물학적 차이를 존중하고 이를 넘어서 남녀노소, 인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차별을 극복
하고 결국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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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인의 <감자>에 나타난 미소지니 양상
:여성 주인공의 매춘을 중심으로
김현정(영남대)

〈차례 〉
1. ‘여성혐오’의 의미 재고의 필요성과 페미니즘적 시각의 필요성
2. ‘여성=성적인 존재’라는 공식
3. 매춘에서 삭제된 남성 가해자와 권력 관계의 문제
4. 남성들의 암묵적 합의로 인해 희생되는 매춘 여성의 전형성
5. 결론

1. ‘여성혐오’의 의미 재고의 필요성과 페미니즘적 시각의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나 폭력을 논할 때, 그것을 ‘여성혐오’ 사
건으로 규정짓는 문제는 자주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고려하더라
도, 이러한 논란은 보다 근본적으로 여성혐오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의 격차에서 기인하는 문
제다. 여성혐오를 문자 그대로 여성을 혐오하는 감정에서 비롯되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이해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혐오를 단순히 여성에 대한 증오로 해석하는 것은 본래 의미에
대한 오독이다. 감정의 차원에서 여성혐오를 이해한다면, 여성혐오적 성격을 판단할 때도 의
도에 집중하여 증오나 혐오의 감정을 전제로 하는지의 여부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혐
오’로 번역되는 ‘미소지니misogyny’는 여성을 싫어하는 감정의 표면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
다. 여성에 대한 혐오와 같은 감정을 전제하지 않고도,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위치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여성혐오는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미소지니는 여성혐오로 변역되지만, 이 단어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배치된 원리
그 자체를 가리키는 미소지니의 구조적 성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 적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성혐오라는 용어는 여성에 대한 강렬한 증오의 감정을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
문이다.1) 미소지니란 오랜 가부장제의 역사 속에서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 또는 남성에
비해 부차적인 존재로 배치해 온 불합리한 구조 자체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본래적 의미에
서 여성혐오란 단순히 개인의 불호가 아니라, 제도적인 성차별이나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성적 대상화, 여성에 대한 경시나 도구화 등의 범위까지를 일컫
는 말이다.2)
1) 김신현경, ｢미소지니misogyny를 넘어서기 위해 더 물어야 할 질문들｣, 말과활-11호, 일곱번째숲,
2016, 114~116면 참고.
2) ‘여성혐오’라는 명명이 미소지니의 구조적 성격을 가리고 감정의 차원으로 협소해질 가능성을 우려하
여, 본고에서는 ‘미소지니’라는 번역 이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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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여성혐오에 대한 연구 역시, 대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기반
할 때 나타나는 양상을 지적하는 협소한 의미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협의에 따른 여성혐
오 양상은 앞서 설명했듯이 여성에 대한 증오의 정서를 가지거나 의도적으로 여성을 왜곡하는
가의 여부로 판단된다.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여성혐오 외에 구조적 차원에서 여성이
도구화되고 권력에 착취당하는 양상까지를 모두 읽어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지 않고서도 작품은 여성혐오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다.
김동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과 작가가 여성 인물을 형상화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는 작가
와 관련한 연구 범위 내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남성 작가이면서 유독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을 많이 썼으며, 그들 나름대로 다채로운 성격을 가진 여성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이
다. 대표적으로 김동인의 첫 작품인 <약한 자의 슬픔>에 등장하는 강엘리자베트와 <감자>의
복녀 그리고 <김연실전>의 김연실은 모두 그러한 여성 주인공이다. 흥미로운 점은 연구자의
해석에 따라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상반된다는 사실이다. 그 가운
데서도 <감자>의 복녀는 문제적 인물이며, <감자>의 성취에 대한 평가는 해석하는 시각에 따
라 두 갈래로 나뉜다. 복녀가 매춘을 통해 “성적 욕망을 발견하고,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
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기 삶의 진정한 주체”3)가 되었다고 평가하거나, “철저히 남자들에 의
해 유린당한 인물”4) 로 남성에 의해 희생당한 비극적 인물로 보기도 한다.
본고는 <감자>와 여성 주인공 복녀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서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기존의 김동인의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에서 ‘젠더 연구, 여
성 인물 연구, 여성 정조 관념 고찰, 성 의식’ 등으로 논의되어온 여성 인물에 관한 논의는 궁
극적으로는 <감자>의 주인공인 복녀라는 인물이 가진 주체성에 대한 논란이기도 하다. 매음을
하며 살아가는 여성인 복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는 문학작품에서 성매매를 다루는
방식과도 관련 있다. 그러나 상반되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성매매 상황의 비
정상성을 지적하기보다는 성판매자인 여성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성매매는 상업에 의해 제도화된 성폭력이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작가가 제시한 성매매의 상황
을 비판 없이 자연스럽게 수용함으로써 이 작품에 나타나는 미소지니 양상을 충분히 읽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빈민촌에서 매음을 하며 살아가는 여성이 주인공인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여성은 성적대상
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성매매의 상황에 놓인 복녀의 구조적 위치와 인물을 형상화하
는 과정에서 작가는 여성에 대한 전형적인 편견을 드러내 보인다. 특히 인물을 도덕적으로 타
락하는 속물로 그려가면서, 매춘이라는 상황과 매춘하는 여성의 도덕성을 연결시킨다. 이로써
복녀의 성매매를 주체적인 행위로 보이게끔 만들고, 매춘이라는 극단적인 폭력 상황으로 그녀
를 몰아간 가부장제 사회와 남성 권력이라는 요인을 흐릿해진다. 본고는 여성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지칭하는 협의의 여성혐오를 넘어,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 또는 성적으로 대상화된 존
재로 여성 인물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로써 김동인의 소설 <감자>에서 여성에 대한 혐
되는 여성혐오를 미소지니로, 여성혐오적 사고와 태도를 ‘미소지니즘’, ‘미소지니적 태도’라고 명명하겠
다.
3) 최인숙, ｢유부녀의 매춘 모티프를 통해 본 하층여성주체의 양상｣, 한국학연구19, 한국학연구소, 2008,
202-203면. 이밖에 복녀가 매춘을 통해 자신의 실존을 확인하고(이진명, ｢김동인 단편소설의 여성 인
물 연구｣, 대전대 석사논문, 2008, 39면), 성적 주체로서 거듭나며(권미영, ｢김동인 단편소설의 여성정
조관념 고찰｣, 영남대 석사논문, 2009, 30면), 자신의 욕망을 지배하는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나름대로 발전(최영, ｢김동인 소설의 성의식 연구｣, 충남대 석사논문, 2015, 59면)하기 때문에 주체적
인 인물로 평가하는 논의들이 있다.
4) 류남옥, ｢1920년대 단편소설에 나타난 페미니즘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1993,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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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의 감정이나 여성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이라는 협의의 여성혐오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
던 구조적 측면의 미소지니 양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성적인 존재’라는 공식
이른바 지식인으로 불리는 남성 작가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근대 문학사에서 남
성 작가가 여성을 다루는 시선을 살펴보는 작업은 유의미하다. 가부장제의 전통 아래, 중심인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오랫동안 주변 인물로 살아왔다.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의 모
습 또한 다르지 않다.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의 수도 적지만, 그마저도 여성의 역할은 남성에
비해 편협하다.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의 직업을 비교해 본다면, 남성에 비해 여
성은 가정에 국한된 경우가 훨씬 많고, 자립하기보다는 남성에게 속해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5) 그 가운데서도 남성 구매자와 매춘 여성이라는 설정은 현실과 유리된 느낌을 줄 만
큼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일제 강점기 소설에 등장하는 신여성과 매춘부는 성녀와 창녀라는 남성 중심적 이분법에 따
른 상징이면서, 동시에 여성은 성적인 존재라는 미소지니적 사고를 분명하게 보여준다.6) 김동
인의 초기 작품인 <약한 자의 슬픔>에 등장하는 신여성이자 가정교사인 강엘리자베트와 빈민
굴에서 매음을 하는 <감자>의 복녀는 성녀와 창녀라는 퍼즐에 들어맞는 인물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녀든 창녀든 그녀들이 겪어야 할 시련은 바로 성적인 경험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
로 남성 주인공에게 성적인 경험은 말 그대로 일련의 경험이고 때로는 유희이지만, 여성 주인
공의 삶에 있어 이것은 그의 삶을 뒤바꾸는 ‘사건’이 된다. 김동인이 초기작품에서 그려내는
여성의 성적인 경험, 보다 분명히 말해 성폭행의 상황은 그녀들의 삶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든다. 이처럼 소설의 주인공이 부딪히는 사건의 층위 역시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 자아에 대한 성찰과 현실의 질곡을 겪으며 고뇌하는 남성들과 달리 여성이 겪어야
하는 일종의 통과의례는 남성에 비해 다분히 성적인 코드가 들어가 있다.
성적인 경험 혹은 성폭행이 여성 주인공의 삶을 뒤바꿀 만큼 중요한 이유는 여성에게 순결
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반증한다. 오로지 돈에 팔려 결혼한 복녀가 정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녀가 결국 남편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한 남자의 소유물이기에 정조를 지
켜야 한다는 규율에는 가부장제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 복녀라는 인물이 최소한의 기품을
5)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 인물의 활동 공간을 비교하여 살펴본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주인공은 압도적으로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직업군에 가정주부
가 포함된다는 사실 역시 유의미한데, 가정주부는 무보수의 가사노동 종사자이며 남성인 가정주부는
없다. 또한 여성의 직업이 선생님, 학생, 수녀, 작가, 회사원 등이라면, 남성의 경우는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전문직이거나 또는 육체노동의 경우라도 훨씬 다양한 직군에 속해있다. 그에 비해 여성은 직장
이 있어도 정확히 명시되지 않거나, 남편의 직업과 연관하여 사모님 등으로 지칭되는 경우도 있다(이하
영, ｢국어교과서 속의 여성 인물 재현 양상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2009, 32-34면 내용을 참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주변부적 위치 또는 남성에 종속된 존재로 정의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
다.
6)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순결한 여성과 순결하지 않은 여성으로 구분되고, 여성은 끊임없이 이 경
계를 의식한다. 반면 남성은 사회적 지위나 능력 등 다른 정체성으로 평가되지, 성이나 순결로 판단되
지 않는다. 소위 말하는 ‘헤픈 남성’이 오히려 능력 있는 남성으로 우월시되기도 하며, 남성에게 성구
매 행위는 별 문제 될 것 없는 행위로 취급되어 왔다. 이러한 의식의 저변에는 여성과 남성이 놓인 상
이한 현실이 존재한다(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그린비, 2007,
24-25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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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고 타락하는 인물로 그려지는 주요한 이유 역시 그녀가 매음 과정에서 여성이 덕목인 정조
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성 작가가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의 도덕적 타락을 그려나가는 작품에서 주인공이
매음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여성=성적인 존재’이며 여성의 타락과 성적인 타
락을 동일시하는 미소지니적 사고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성의 삶을 성적인 요소, 특히 섹스
와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는 관성에는 여성은 성적인 대상이라는 고정관념이 작동하고 있다.
창녀나 성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여성은 어떤 방식으로든 성적인 대상이며, 여성이 겪는 고
통이나 타락은 모두 성적인 뉘앙스와 떼어놓고 다루어지지 않는다.
‘여성=성적인 대상’이라는 미소지니적 공식은 작품의 첫 장면인 복녀에 대한 묘사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복녀는, 원래 가난은 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라난 처녀였다. 이전 선비의 엄한 규
율은 농민으로 떨어지자 부터 없어졌다 하나, 그러나 어딘지는 모르지만 딴 농민보다는 좀 똑똑하
고 엄한 가율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 있었다. 그 가운데서 자라난 복녀는 물론 다른 집 처녀들과
같이 여름에는 벌거벗고 개울에서 멱 감고, 바짓바람으로 동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예사로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저품을 가지고 있었다.

복녀는 가난한 농가의 자식이지만 본래 선비 가문의 뿌리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남보다 엄
한 가율의 집에서 자라났다고 설명한다. 흥미로는 점은 그러한 가율이 복녀가 멱을 감으며 벌
거벗은 몸을 내보이는 것과 옷을 제대로 차려입지 않고 바짓바람으로 다니는 행동으로 설명된
다는 사실이다. 선비를 조상으로 둔 복녀에 대한 성품이나 식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몸을
제대로 가리지 않는 것으로 ‘떨어진 규율’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 여성인 복녀가 지켜야 하는
정직한 농가의 규칙이란, 성적인 코드를 드러내 보이지 않는 조신함과 순결함이다. 이러한 설
명에 이미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평가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정숙한 몸가짐에 대한 요구가 내
재되어 있다.
복녀는 열아홉 살이었다. 얼굴도 그만하면 빤빤하였다. 그 동리 여인들의 보통 하는 일을 본받아
서 그도 돈벌이 좀 잘하는 사람의 집에라도 간간 찾아가면 매일 오륙십 전은 벌 수가 있었지만,
선비의 집안에서 자라난 그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었다.

작품에서 객관적으로 제공되는 복녀에 대한 정보는 이것이 전부다. 복녀는 소위 말해 ‘한창
좋을 나이’의 젊고 예쁜 여성이다. 나이와 얼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녀는 성적 대상으로 가
치 있는 육체를 가진 여성으로 그려진다. 그녀가 가진 매력은 남성을 유혹하기 충분하고, 남
성이 가진 욕망의 표적이 된다. 젊고 예쁜 복녀는 환경에 의해 타락할지언정 본래는 최소한의
품격을 가진 여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묘사에는 매춘하는 여성에 대해 남성이 갖는 일종의 환
상이 투사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예쁜 얼굴과 품격을 가진 성녀인 동시에 기꺼이 자신의
젊은 육체를 내어주는 창녀인 그녀는 성적 대상으로 환영받기 적절하다.
여성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부터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성적 존재로 길들여진다. 빈민굴에서
도 가난했던 복녀는 남성의 성적 존재가 되면서부터 먹고 살아갈 수 있었다. 남성의 성적 존
재가 되는 것은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의 생존조건이기조차 하다.7) 성매매는 다분히 성별에
따른 권력 관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성을 구매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남성이기 때문이
7) 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 앞의 책,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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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별화된 노동 시장에서 여성은 주변화된 채, 여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제한된다. 이
사회에서 여성이 성을 파는 가장 일차적인 이유는 여성이 겪는 구조적인 빈곤 때문이다.8) 한
편 경제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복녀의 남편은 매우 무능력한 인물로 그려지는데, 생존을
위협받는 순간에도 복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 남성에게 있어 성매매는 남성성이 훼손
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며, 여성에 비해 남성은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경우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성매매는 성의 구매를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남성중심성에 있고, 여성이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열악한 구조에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권력 관계의 문제는 삭제된 채, 성매매
는 흔히 여성의 문제 또는 문제가 있는 특정한 여성의 문제로 축소되기도 한다.
복녀는 다분히 성적 대상으로 그려지며, 매음을 하면서 도덕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이
다. 문제는 이러한 여성 인물이 겪는 성적 착취와 죽음을 통해 권력 관계나 구조적 문제를 겨
냥하지 못한 채, 한 개인의 도덕적 타락에 따른 결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동인은
여성 인물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녀를 착취당하는 여성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
거리낌 없이 매춘에 임하게 되는 인물로 그린다.

3.

매춘에서 삭제된 남성 가해자와 권력 관계의 문제

‘저품의 도덕’을 지니고 규칙 있게 자라난 처녀였던 복녀는 빈민굴에서 여러 남성에게 매
음을 하는 매춘부로 변해간다. 문제는 이러한 변모를 ‘도덕적 타락’과 동일시하는 작가의 시선
에 있다. 매춘이라는 문제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 없이 작가의 시각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그녀의 파멸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축소된다. 복녀는 시간이 흐를수록 속물화되어가
고 매춘에 적극성을 보인다. 매춘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여성이 생계를 위해 선택한 마지막 수
단이다. <감자>는 그러한 매춘을 여성의 도덕적 타락과 욕망에 따라 선택한 자발적 행위로 보
이도록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매춘에 대한 작가의 시선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
들인 해석들은 성매매를 성폭행이 아닌 성노동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
다.
실제로 성매매는 상업에 의해 제도화된 성폭력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권력 관계에 의
한 착취이다. 성매매가 성폭력이라는 정의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것은 성판매 여성의 자발성
을 의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복녀의 매춘이 자발적인 행동으로 논의되어 온 이유는 그녀가 물
리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타인의 강요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연적으로 성매매는
구조적인 폭력 아래에서 강압적으로 발생한다. 성매매는 성을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
간의 불평등한 사회 · 경제적인 관계에서 기인한다. 그것은 하층 계급의 여성이 돈을 목적으로
고객이 자신에게 성적 명령을 할 권력을 일시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여성의 몸을 능욕할 권
리를 돈을 주고 사는 행위는 정당한 거래일 수 없다. 또한 성매매는 단순히 섹스를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성을 판매하는 사람의 인간성과 주체성을 말소하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폭력이
다. 이러한 구조에서 성판매 여성의 동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성착취
남성을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의 원인은 그것을 구매하는 남성과 가부장제 사회구조
8) 노동시장과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연구(문은미, ｢‘여성 직종’에서 노동자원으로서의 섹슈얼리티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2000)와 박홍주,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여성의 일｣, 황해문화46, 새얼문화재단,
2005)를 참고할 때, 여성이 겪는 구조적 빈곤은 성을 파는 일차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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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지 성을 판매하는 여성의 동의나 의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한다.9) 성매매는 그것
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성폭행을 산업화하는 우리 사회의 미소지니가 빚어낸 산물이다.
매춘이 자발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구매할 수 있
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그리하여 여성을 매춘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몬 가해자의 존재는
지워진다. 페미니즘적인 독법으로 이러한 맥락을 다시금 사유할 때 <감자>가 가장 문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복녀의 매춘이 도덕성을 결여한 여성의 자발적인 행위로 그려진
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여성이 성을 판매하는 상황의 원인을 오로지 가난
이라는 요소에 국한시킨다는 사실이다.10) 복녀가 매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저품의
도덕’을 잃어갔기 때문으로 그려진다. 빈민굴에 살았지만, 그녀가 처음부터 매춘하는 여성은
아니었다. 감독관과의 관계 이후 복녀의 도덕관은 완전히 바뀌고, 이후 적극적으로 매춘을 거
듭해간다. 복녀의 매춘은 도덕적 타락과 가난을 벗어나려는 속물적인 욕망에 의한 행위로 보
이게끔 전개된다. 그러나 매춘이 이루어진 보다 궁극적인 요인은 여성을 성적인 대상이자 재
화로 여기는 남성들의 암묵적인 공모와 미소지니적인 구조에 있다.
복녀가 이른바 가장 먼저 ‘순결을 잃는’ 장면은 실제로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다. 그러나 폭
력을 당한 여성이 보이는 내적 갈등은 다소 충격적일 만큼 의아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어느 날 송충이를 잡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올라가려 할 때
감독이 그를 찾았다.
“복네, 얘 복네.”
“왜 그릅네까?”
그는 약통과 집게를 놓은 뒤에 돌아섰다.
“좀 오나라.”
그는 말없이 감독 앞에 갔다.
“얘, 너, 음……데 뒤 좀 가보디 않갔니?”
“뭘 하레요?”
“글세, 가야……”
“가디요, 형님.”
그는 돌아서면서 인부들 모여 있는 데로 고함쳤다.
“형님두 갑세다가레.”
“싫다 얘. 둘이서 재미나게 가는데, 내가 무슨 맛에 가갔니?”
복녀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면서 감독에게로 돌아섰다.
“가보자.”
감독은 저편으로 갔다. 복녀는 머리를 수그리고 따라갔다.
“복네 좋갔구나.”
뒤에서 이러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복녀의 숙인 얼굴은 더욱 발갛게 되었다.

송충이밭에 일을 하러 간 복녀는 따라오라는 감독관의 말에 남편이 아닌 남성과 처음으로

9) 박혜정, ｢여성에 대한 폭력 지우기, 예술의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있나｣, 웹진 집단오찬, 1면
(https://jipdanochan.com/96).
10) 이에 따라 기존 연구들은 복녀의 변화와 파멸의 원인을 ‘가난’이라는 경제적 상황으로 국한하는 경
향이 있다. “복녀라는 주인공이 가난한 환경 속에서 도덕적인 의지를 상실한 채 끝내는 비극적인 파멸
에 빠지는 과정을 그리는 작품이며, 그녀의 죽음에는 “가난한 삶이라는 외부적인 사회적 요인이 자리
하고 있다.(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1, 민음사, 2002, 211면)”는 해석은 이러한 시각을 대표적으로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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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맺는다. 거부하기 어려운 권력을 가진 감독관의 말에 따라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실
제로는 위계관계에 따른 성폭력 상황에 해당한다. 그러나 ‘머리를 수그리고 따라’가는 복녀의
행동처럼, 성폭력의 상황은 그것을 눈치 챌 수도 없을 만큼 자연스럽고 간략하게 서술된다.
본래 복녀는 도덕에 대한 최소한의 품격을 가졌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놀림에 얼굴이 새
빨개지며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일 뿐 심각한 고민이나 주저함을 보이지 않는다. 수긍하는
듯 따라가며 얼굴을 붉히는 복녀의 모습은 이 상황을 여성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로 보이
게 만든다. 이 사건 직후 복녀는 ‘도덕관 내지 인생관’의 변화를 겪는다.
그날부터 복녀도 ‘일 안 하고 공전 많이 받는 인부’의 한 사람으로 되었다.
복녀의 도덕관 내지 인생관은 그때부터 변하였다.
그는 아직껏 단 사내와 관계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여본 일도 없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요
짐승의 하는 짓으로만 알고 있었다. 혹은 그런 일을 하면 탁 죽어지는지도 모를 일로 알았다.
그러나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다시 있을까. 사람인 자기도 그런 일을 한 것을 보면, 그것은 결
코 사람으로 못 할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일 안 하고도 돈 더 받고, 긴장된 유쾌가 있고, 빌어먹
는 것보다 점잖고……
일본말로 하자면 ‘삼박자三拍子’ 같은 좋은 일이 이것뿐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비결이 아닐
까.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있은 뒤부터, 그는 처음으로 한 개의 사람이 된 것 같은 자신까지 얻었
다.
그 뒤부터는, 그의 얼굴에는 조금씩 분도 바르게 되었다.

이 장면은 <감자>에서도 가장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이유는 복녀가 유일하
게 그녀의 내면을 드러내 보이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감자>는 줄곧 3인칭 시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술자의 객관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소설의 근대적 성취에 기여한 작품으로 평가받
는다.11) 그러나 이 장면에서는 서술자의 객관성이 흐려지고 자연스럽게 인물의 내면까지를 서
술함으로써, 복녀라는 인물에 대한 작가의 시각이 드러난다.
처음 감독관과 관계(실제로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에 해당하는 관계)를 맺고 난 후, 복녀가
겪는 내적 갈등은 마치 남편 몰래 다른 남성과 연애하는 여성의 고민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복녀는 자신의 신체와 신체를 지배할 권리를 돈에 팔아넘기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도덕적인 것인가를 고민한다. 복녀가 고민하는 도덕의 기준은 정
조를 지켜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율이다. 이 규율은 자기 신체 결정권을 가진 주체로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이때 복녀는 자신의 신체를 소유한 남성(남편)의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본
다. 복녀의 심경 변화를 도덕적 타락으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적인 까닭은 남성의 기준에서 내
세우는 정조 관념에 따라 결국 여성이 한 남자의 소유물이라는 시각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
다.
뿐만 아니라 매춘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분히 미소지니적이다. 여기서 매춘은 ‘일 안하고 돈
을 더 받는’ 행위로 그려진다. 심지어 ‘긴장된 유쾌’가 있다며, 복녀가 다른 남성과의 매춘을
즐기는 것처럼 묘사된다. 이것은 성매매에 대한 미소지니적 환상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매춘
이란 여성이 눈만 한번 질끈 감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11) <감자>의 서술자의 시점과 태도는 “일체의 주관적인 논평을 가미하지 않고 있다.(권영민, 앞의 책,
212면)”거나 “여성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관점은 초연하고 냉정한 제3자적 시선(이광호, ｢김동인 소
설의 서술 초점과 여성에 대한 시선｣, 현대문학의연구49,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265면)”이라는 평
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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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성매매 상황에서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수치심과 신체적 위험을 삭제한 이러한 시각
은 문제적이다. <감자>에 묘사된 성폭력과 매춘의 상황은 복녀가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수
치심이 완전하게 삭제되었다는 점에서 매춘하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가의 의도를 회
의적으로 바라볼 여지를 남긴다. 복녀를 비롯한 마을의 여성들에게도 매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소거되어 있다.
복녀를 매춘에 거리낌 없는 나아가 그 상황에서 삶의 비결을 깨닫고, ‘한 개의 사람이 된
것 같은 자신감’을 얻는 대목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성매매를 강간이나 다른 성폭력과 구분
되는 성노동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성노동자가 빈번하게 살해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현
상이다. 성매매는 단순히 섹스를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몸을 능욕할 권리를 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녀가 겪는 상황은 오로지 섹스만을 주고받는 상황으로 비춰지
고, 그녀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간적인 수치심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복녀는 도덕적

으로 타락하여 돈을 받고 몸을 파는데 거리낌이 없기에, 적극적으로 매춘에 임하는 여성으로
형상화된다.
복녀가 매춘에서 보이는 적극성은 욕망의 주체로서 성을 향유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평
등한 애정 관계로 결코 치환될 수 없는 폭력적인 상황을 이 작품은 묘하게 여성의 욕구와 겹
쳐둔다. 돈에 자신의 몸을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속물적인 욕구와 긴장된 유쾌를 누리는 성적
욕구가 매춘을 통해 충족되는 듯이 그리고 있다. 돈을 벌고자 하는 복녀의 적극적인 행동과
욕망은 자본과 미소지니적인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그녀의 주체
적인 욕망과는 거리가 멀다. 자본에 의해 제도화된 성폭력인 성매매의 상황에서 과연 여성이
주체적인 욕망을 실현할 수 있을까.
성매매 여성의 주체성은 자발적인 성매매가 아니라, 제도화된 성적 폭력의 상태에서 탈출하
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해진다.12) 돈을 받고 남성에게 판매하던 자신의 신체를 되찾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주체적인 행위이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여성을 성매매
로 내몬 강압적인 구조와 폭력을 문제 삼고, 이를 바꾸기를 요청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여성
의 주체성을 논할 수 있다. 그러나 김동인이 그리는 <감자>의 복녀는 빈민굴에서 부자가 될
만큼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새로운 삶을 꿈꾸지 않는다. 대신 더 많은 돈을 가진 왕서방에게
매춘을 하는 방식으로 변해간다. 이것은 안정적인 자본의 획득이라는 점에서 수긍 가능하지
만, 성매매에 대한 적극성을 여성 인물의 주체성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이유다.
김동인의 <감자>는 매춘하는 여성의 적극성을 개인의 도덕적 타락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며, 이처럼 성매매 여성의 도덕적 타락이 부각될수록 가해자의 존재는 지워진다. 뿐
만 아니라 성구매자와의 관계가 애정 문제로 치환되고 그에 따라 복녀를 질투에 눈먼 여성으
로 그린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여성에 대한 미소지니적 편견을 드러내 보인다.

4. 남성들의 암묵적 공모로 인해 희생되는 매춘 여성의 전형성

12) 실제로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노동에서 주체성을 찾는 요인은 경제활동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부양
한다는 자존감이다. 또한 그들은 성을 판매하고 얻은 돈으로 자립을 꿈꾸고, 언젠가 자신의 신체를
팔지 않을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희망을 갖는다.(조은주, ｢여성하위주체에서
‘성노동자’ 운동으로｣, 경제와사회, 비판사회학회, 2008, 266면 참고) 성매매가 여성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주체적인 행위라는 남성 중심적인 시각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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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이 단순히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 역시 미소지니에 해당한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시각과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
력의 상황에 이어, 이 작품에는 여성에 대한 전형적인 편견이 나타난다. 매춘 관계의 왕서방
이 새색시를 들일 때, 복녀의 반응은 ‘질투’로 정의된다. 질투라는 감정이 문제적인 이유는
‘질투하는 여성’이라는 전형적인 여성 혐오적 시각을 담지하는 동시에 평등한 연예관계일 수
없는 매춘의 상황을 애정 문제로 낭만화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13)
그 겨울도 가고 봄이 이르렀다.
그때 왕 서방은 돈 백 원으로 어떤 처녀를 하나 마누라로 사오게 되었다.
“흥.”
복녀는 다만 코웃음만 쳤다.
“복녀, 강짜하갔구만.”
동리 여편네들이 이런 말을 하면, 복녀는 흥 하고 코웃음을 웃고 하였다.
내가 강짜를 해? 그는 늘 힘 있게 부인하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생기는 검은 그림자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놈 왕 서방, 네 두고 보자.”
왕 서방의 색시를 데려오는 날이 가까웠다. 왕 서방은 아직껏 자랑하던 기다란 머리를 깎았다.
동시에 그것은 새색시의 의견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다.
“흥.”
복녀는 역시 코웃음만 쳤다.
(중략)
복녀는 집 모퉁이에 숨어 서서 눈에 살기를 띠고 방 안의 동정을 듣고 있었다.
다른 중국인들은 새벽 두시쯤 하여 돌아갔다. 그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복녀는 왕 서방의 집 안
으로 들어갔다. 복녀의 얼굴에는 분이 하얗게 발리어 있었다.
신랑 신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것을 무서운 눈으로 흘겨보면서, 그는 왕 서방에게 가서
팔을 잡고 늘어졌다. 그의 입에서는 이상한 웃음이 흘렀다.

‘도쑵구나’라는 말에 코웃음을 치는 복녀와 동네 여성들의 대화에는 복녀와 왕서방의 관계
를 일종의 애정 관계로 보는 시선이 드러난다. 이 상황에서 복녀가 느낄 수 있는 보다 자연스
러운 감정은 안정된 경제적 기반의 상실에 대한 우려나 분노여야 한다. 그러나 새색시의 의견
에 지금까지 자랑하던 긴 머리를 깎은 왕서방의 모습과 그러한 소문에 코웃음을 치는 복녀의
모습은 애정 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로 명명된다. 복녀가 방에 하얀 분을 바르고 등장하는 모
습 역시 마찬가지다. 복녀는 질투에 눈이 먼 여성이라는 전형성에 갇히고, 결코 평등한 연예
관계일 수 없는 매춘은 낭만화된다. 이로써 돈을 주고 여성을 능욕하고 착취하는 성매매의 상
황은 로맨틱하게 처리된다. <감자>에 나타나는 매춘이나 성폭행의 상황에서 가장 문제적인 측
면은 그것이 폭력이 아니라 애정을 전제로 한 섹스처럼 그려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모습은
김동인의 초기작인 <약한 자의 슬픔>에서도 반복된다.14) 이러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섹스 상
13) 실제로 기존의 연구들은 복녀의 질투를 통해 그녀를 사랑에 적극적인 여성으로 해석해왔다. “왕서방
은 무시로, 복녀는 스스로 서로를 원했으며 두 사람의 사이는 나날이 깊어간다. 복녀의 섹슈얼리티가
‘매춘’에서 ‘연애’로 변용된 것이다.(명혜영, 한일 근대문학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변용, 제이앤씨,
2009, 142면)”라던가 “사랑에서도 적극적인 여인이 된다. 왜곡된 방법이지만 그러한 행위로 자아를
실현하고 확인했던 복녀는 더 이상 그 일이 불가능하게 되자 죽음도 마다하지 않게 된 것이다.(이진
명, 앞의 논문, 40-41면)”는 해석은 복녀와 왕서방의 매춘을 연애관계로 낭만화한다.
14) 김동인의 초기작 <약한 자의 슬픔>의 주인공인 강엘리자베트 역시 성폭행을 당하지만, 오히려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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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대해 여성 주인공들은 어떠한 수치심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이로써 남성의 폭력과
이를 용인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가해성은 지워지고, 여성의 비극은 개인의 도덕적인 타락과
가난이라는 요인에 따른 결과로 그려진다.
복녀의 매춘에서 자본보다 더욱 결정적인 원인은 여성을 사고파는 존재로 취급하는 남성들
의 암묵적인 합의와 이를 용인하는 가부장제 사회이다. 돈을 벌기 위해 여성의 신체는 물건으
로 팔리지만, 남성이 성적으로 판매대상이 되는 경우는 지극히 적다. 특히 이 시기 문학에서
남성에게 섹스는 성적인 경험이지, 인생관을 뒤흔들만한 사건으로 그려지는 경우를 찾아보기
는 어렵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적인 존재로 기호화되기 때문이다. 복녀는
매춘 이전에도 이미 성적인 대상으로 판매되어 왔다.
그는 열다섯 살 나는 해에 동리 홀아비에게 팔십 원에 팔려서 시집이라는 것을 갔다. 그의 새서
방(영감이라는 편이 적당할까)이라는 사람은 그보다 이십 년이나 위로서, 원래 아버지의 시대에는
상당한 농군으로서 밭도 몇 마지기 있었으나, 그의 대로 내려오면서는 하나둘 줄기 시작하여서 마
지막에 복녀를 산 팔십 원이 그의 마지막 재산이었다. 그는 극도로 게으른 사람이었다.

80전에 게으르고 늙은 남자에게 복녀를 팔고 이득을 취한 것은 복녀의 아버지이다. 가족관
계는 그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 채 팔아넘긴다. 그녀의 남편 역시 왕서방
의 등장에 자리를 비켜주면서, 암묵적인 합의 하에 복녀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남성에게 판매
한다.
그 뒤로부터 왕 서방은 무시로 복녀를 찾아왔다.
한참 왕 서방이 눈만 멀진 멀진 않아 있으면, 복녀의 남편은 눈치를 채고 밖으로 나간다. 왕 서
방이 돌아간 뒤에는 그들 부처는, 일 원 혹은 이 원을 가운데 놓고 기뻐하고 하였다.

이러한 대목들은 복녀가 남성들의 암묵적 합의에 따라 교환되는 사물임을 보여준다. 단순히
자본의 문제를 넘어 여성은 완전히 남성의 소유물로 교환된다. 복녀의 교환 과정은 아버지에
서 남편으로, 남편에서 왕서방을 비롯한 매음굴의 다른 남성들로 이어진다. 작가는 복녀를 둘
러싼 남성들의 행위를 비정한 인심으로 그려내고는 있지만, 매춘하는 여성의 비극을 통해 그
배후에 남성들의 암묵적인 합의와 권력 관계라는 궁극적인 가해 요인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지
는 않는다.
복녀의 허무한 죽음은 성을 판매하는 여성이 겪는 빈번한 살해에 비춰볼 때, 매춘하는 여성
이 겪는 폭력과 남성 권력에 의해 위치 지어진 여성의 자리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다.
복녀의 송장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못 갔다. 왕 서방은 몇 번을 복녀의 남편을 찾아갔다.
복녀의 남편도 때때로 왕 서방을 찾아갔다. 둘의 새에는 무슨 교섭하는 일이 있었다. 사흘이 지났
다.

자인 K남작에게 애정을 느끼는 모습을 보인다. 성폭행 장면 역시 여성의 암묵적인 동의로 읽을 수 있
는 여지를 남기며 손쉽게 해결된다. 특히 남작이 자신을 찾지 않는 날에는 “속이 타는 질투”를 느끼
는 부분은 복녀와 닮아있다. 이로써 남성의 성적 폭력과 이를 용인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가해성은 흐
려지고, (실제로는 폭력인) 섹스를 통해 여성의 도덕관념은 변해간다. 이러한 여성 인물의 형상화는
여성은 성적인 대상이자 질투하는 존재라는 전형성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그녀들이 겪는 비극을 개인
의 도덕적 타락에 의한 결과로 만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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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중에 복녀의 시체는 왕 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 시체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은 왕 서방, 또 한 사
람은 어떤 한방 의사. 왕 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어, 십 원짜리 지폐 석 장을 복녀의 남편
에게 주었다. 한방의의 손에도 십 원짜리 두 장이 갔다.
이튿날 복녀는 뇌일혈로 죽었다는 한방의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가져갔다

복녀의 죽음은 매우 구체적으로 남성의 합의와 공모에 의해 이루어진다. 왕서방이 복녀를
살해한 후, 남편과 한방 의사는 이를 묵인한 채 복녀의 시신을 함께 손쉽게 처리한다. 매춘을
통해 복녀에 대한 소유권을 주고받던 남성들은 복녀의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공모한다.
복녀는 “입에 아직껏 떠돌던 이상한 웃음”을 지으며 왕서방에게 낫을 휘두르다 살해당한다.
여성의 감정은 그녀가 눈이 뒤집힌 미친 여자로 변해갈 때가 되어서야 표출된다. 그러나 복녀
는 정조를 버리고 매춘을 한, 이른바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이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는 듯이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 복녀가 성을 판매하는 여성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쉽게 복녀에 대한
살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남성의 공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복녀의 죽음은 성착취의 대상
이 되는 여성은 함부로 죽일 수 있다는 관례적 시각을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5. 결론
<감자>는 복녀의 죽음에 궁극적인 원인을 제공한 가부장제 사회의 권력체제를 겨냥하지 못
한 채, 하층 계급의 여성이 가난이라는 궁지에 몰려 매춘을 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는 이야
기로 끝맺는다. 작가가 여성 주인공의 매춘을 형상화하는 과정에 미소지니적 태도가 자리한다
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복녀의 매춘은 개인의 도덕적 타락과 가난이라는 환경적인 요
인으로 축소된다. 이 작품은 매춘 여성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 가부장제 역사 속에서 위치 지
어진 여성의 자리를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동시에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질투하
는 여성’이라는 편견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도화된 성폭력인 매춘을 낭만화하고 있다. 협의의
여성혐오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던 구조적 측면의 미소지니 양상을 이처럼 작품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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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분과] 김현정, “김동인의 <감자>에 나타난 미소지니 양상”

【토론문】

“김동인의 <감자>에 나타난 미소지니 양상”에 대한 토론문

고명재(영남대)

김동인의 <감자>에 나타나는 미소지니의 양상을 고찰하신 김현정 선생님의 발표문을 흥미
롭게 읽었습니다. 이 논문은 기존의 <감자> 연구가 보여주었던 해석과는 달리, 작품의 배경에
서도 작용하고 있는 ‘남성중심적인 세계의 구조’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발표문은 <감자>의 주인공인 ‘복녀’의 ‘성매매 행위’
를 ‘여성 개인의 (도덕적) 문제’나 ‘선택’으로 해석해온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성매매를 가능케 하는 토대로서의 ‘남성 중심적인 시각’을 간과하지 않고 명징
하게 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흔히 여성혐오로 번역되는 ‘미소지니’가 특정인의 감정에 의해 발생하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세계의 ‘특정한 구조’와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혐오를
의미한다는 선생님의 지적은 눈여겨 봐야할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은 ‘복녀’의 성매매
행위가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세계 내에서 이루어
진 타율적인 행위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작가의 시선이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미
소지니적 시각을 자연스럽게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성적 욕
망’과 ‘매춘’에 가해진 기만적인 낭만성을 제거하자, 기존에는 보이지 않았던 많은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기존의 남성 문학연구자들이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었던 ‘성적 대상화’의 문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의미해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사항들과, 토론자로서의 견해를 제시하여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발표문의 1장에서는 ‘여성혐오’라는 말이 오독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미소지니’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소지니란 남
성에 비해 부차적인 존재로 배치해온 불합리한 구조 자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여성혐오
가 개인의 감정적인 차원에서 생산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문
제임을 드러내는 것이기 매우 유의미한 분석 틀로 보입니다.
그런데 <감자>라는 소설은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체화된 삶을 살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부차적 존재(복녀)가 소설의 ‘주인공’으로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김동인이라는 남성 작가를 통해서 ‘미소지니의
양상’이 드러나는 것이기에, 여기에는 작품의 내부와 외부에 관한 다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감자>에서 드러나는 ‘미소지니 양상’은 ‘작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지
점, 혹은 남성 작가인 김동인이 간과하고 있던 지점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
다. 이와 관련하여 텍스트에 접근하는 연구자의 기본적인 접근법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싶
습니다.
2. <감자>에 나타나는 ‘여성=성적인 대상’이라는 공식은 전형적인 미소지니의 양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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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또한 성적 경험이 삶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이 여성에게만 적용된다는 점 역시 연구자
에 의해 매우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매매라는 제도적 폭력의 문제를 개인
의 문제로 치부하는 점 등이 명백한 남성 작가의 대상화된 시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감자>를 중점적으로 살핀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실제 발표문에서 제
시되고 있는 다른 작품들에서도 ‘미소지니의 양상’은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약한
자의 슬픔>의 경우에는 법적(法的) 판결이라는 대문자 제도의 편향성까지도 명확하게 나타나
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가 <감자>를 중점적으로 살핀 이유에 대해 추가적인 설
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김동인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본 연구는 <감자>에 나타나는 미소지니의 양상이 김동인이 당대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수
용하고 있던 ‘남성중심적인 시각’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조금 더 설
득력 있는 형태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김동인의 젠더 정체성이 남성이기 때
문이라는 점뿐만이 아니라, 다른 점에서도 남성 중심적 편향성을 발견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김동인의 ‘인형조종술’과 같은 작법은 김동인이 ‘작가’로서 지닌 강력한 자
의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자의식은 매우 남성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
공인 ‘복녀’의 삶 역시 매우 주관적인 관념 하에서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정
복적이고 규정적인 소설의 작법(作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김동인의 소설 작법을 통
해서도 폭력적인 남성성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6쪽에서 연구자는 “<감자>는 줄곧 3인칭 시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술자의 객관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소설의 근대적 성취에 기여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
니다. 물론 연구자는 이러한 객관성의 틈에서도 ‘작가의 남성성’이 노출되는 결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객관성’에 대한 한국문학사 전반에 대한 검토도 추가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흔히 언급되는 3인칭 서술 시점의 객관성이라는 것이 실은 진실로 객관화된 것
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작품이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인 서
술과 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객관화’라는 것은 적확하게는 ‘남성에 의한 객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과학적으로 인체 해부도를 제시할 때 남성의 신체 해부도만이 제시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김동인의 3인칭 시점이나, 객관적 묘사라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남성적 토대 위에서 구축된 것임을 방증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 선생님의 발표문은 기본적으로 한국 문학이 ‘성매매’와 ‘성적 대상화’를 아무 문제없
이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든, 주체적 선택의
결과로서든, ‘성매매’가 근본적으로 남성들의 미소지니적 시각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화된 폭
력’이라는 주장에 토론자 역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생각해보면 한국 문학사에서 여
성은 언제나 대상화된 위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생, 매춘부, 신여성, 성녀, 정조를 잃은 여
성, 양공주’ 등, 언뜻 떠올려만 보아도 한국 문학 속의 여성은 대부분 성적으로 기호화되거나
대상화된 형태로 형상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발표문은 기존의 한국 문학사에서
간과되어 온 ‘성적 대상화’라는 폭력을 좀 더 첨예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연구로 확장될 가능성
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덧붙여 이러한 ‘객체화(대상화)된 여성상’이 현재 우리의 사회에서도 여
전히 널리 승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발표문은 긴요한 현장성과 실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
다. 발표문을 통해서 현재의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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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분과 : 국어학·(한)국어교육 분야
(인문관 102호)

발표자

발표시간

박진혁

14:00~

(서강대)

14:30

김수정

14:30~

동료 첨삭의 제공 양상과 동료 첨삭에 대한

박준범

(경북대)

15:00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 연구

(영남대)

15:00~15:20

제목

토론자

비자동적 교체 어간의 곡용, 활용 양상과
성별의 상관성
- 함북 경흥지역어 자료를 대상으로

사회자

장요한
(계명대)

휴 식
정시열
이철우

김효신

15:20~

(대가대)

15:50

배혜진

15:50~

여성 개신자와 여성 정체성 표지에 의한

이철희

(경일대)

16:20

대구 지역어의 음운현상

(경북대)

한국 언어문화와 페미니즘

(대구
한의대)

(영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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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분과] 박진혁, “비자동적 교체 어간의 곡용, 활용 양상과 성별의 상관”

비자동적 교체 어간의 곡용, 활용 양상과 성별의 상관성
- 함북 경흥지역어 자료를 대상으로

박진혁(서강대)

〈차례〉
１. 서론
２. 조사 방법 및 대상 자료
３. 비자동적 교체 양상의 공시적 기술과 성별 간 차이
4. 통시적 변화와 체언 어간 비자동적 교체의 성별 간 차이
5. 결론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함북 경흥을 원적지로 하는 재중동포 노년층 화자의 발화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특히 비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체언 어간의 교체 양상과 성별이 어떤 유의미한 상관성
을 보이는가의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그간 이들 어간의 교체 양상 및 그 통시적 변화를 다룬 논의들이 적지 않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숭녕(1957), 유창돈(1962)에서 중세 국어 문헌 자료에서 이들 어간이 보이는 특
이한 교체 양상에 대한 인식 및 기술이 있었고, 이기문(1962)에 이르러 이른바 중세 국어
‘특수 어간’의 비자동적 교체 환경 확인 및 그 유형별 정리가 정밀하게 이루어졌다. 이후
로 이병근(1975)에서는 이들 체언의 단일화 경향이 용언에 비해 현저한 이유를 ‘체언의 자
립성’으로 설명하려 하였으며, 최근의 이하얀(2017)에서는 이기문(1962)의 제1류 어간에 대
응하는 현대 국어 방언형을 대상으로 그 단일화 방향의 원인을 역시 체언의 자립성 및 곡용
환경의 음운론적 특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보인 바 있다. 한편으로는 박병희(1997), 허용
(1997), 조성문(2009) 등에서 보듯 서구의 지배음운론, 최적성 이론 등에서 이론적 틀과 개념
을 빌어와서 이들 어간의 음운론적 해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15) 접근 방법이나 이론적 배
경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이기문
(1962)에서 이미 보인 바와 같이 비자동적 교체 어간 이형태의 분포가 음운론적 조건에 따

15) 이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쟁점은 비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어간들이 단일 기저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최명옥(1985), 김성규(1988), 곽충구(1991/1994)에서 택한 것처럼 쌍형 기저형, 복수
기저형에서 나온 것인지의 문제이다. 다만 본 연구의 논의가 종래의 비자동적 교체 양상 및 그 분
포에 대한 유형, 기술을 바탕으로 이것이 성별과 어떤 상관성을 보이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바,
이들 어간의 기저형과 관련한 음운론적 해석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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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매우

규칙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함북

경흥

지역어를

다룬

곽충구

(1991/1994:221-234)나 육진 방언 전반을 대상으로 그 단일화 방향을 논의한 곽충구(2000)에
서 이들 어간을 기술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확인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들 어간의 비자동적 교체 양상이나 그 단일화를 다룬 기왕의 논의에서는 순수한
음운론, 형태론적 접근 이외의 다른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 즉 그간의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등과 같은 사회방언학적 집단의 속성에 대한 언급이 없이 특정 시기 및 지역의 공시적 기술
및 그 통시적 변화의 방향성을 일반화하여 기술하고 있다. 특히 현대 국어 방언 조사 자료에
서 다루는 비자동적 교체 체언 어간의 기술에서도 이런 경향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비자동적 교체 체언 어간의 단일화 경향은 이미 16세기 ≪杜
詩諺解≫에서 단초가 보이기 시작하여 근대 국어 시기에 이르면 CX 앞의 교체 이형태로 단일
화되는 경향이 매우 현저해진다. 그러므로 현대 국어 방언에서 사회방언학적 집단의 속성에서
비롯하는 변인과 이들 어간의 교체 양상 및 단일화 경향이 갖는 상관성을 포착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달리 보면 이러한 변인과의 상관성을 고려하면서 이들 어간의 교체
양상을 보다 정밀하게 관찰, 기술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그 관심이 덜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필자의 조사 자료 및 최근에 나온
곽충구(2019)의 자료를 바탕으로 함북 경흥지역어(이하 ‘이 지역어’)의 비자동적 교체 체언 어
간과 성별이 갖는 상관성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조사 방법 및 대상 자료
본 연구에서 다루는 대상은 필자가 2003년~2017년 사이에 진행한 현지 방언 조사 자료들
중에서 2003년 6월 14일∼23일 조사의 녹취 및 음성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조사
지역 및 제보자와 관련한 정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가. 조사 지역 -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훈춘시 경신진 회룡봉촌
나. 제보자
① 朴楠星(M, 1935년생)
- 이주 3세대 출신 화자
- 학력: 소학교 졸
- 외지 이동 및 이주 여부: 없음
- 배우자: 동향 출신
- 직업: 농업
- 특기 사항: 미세한 음성적 차이에 대한 인지 및 확인이 가능하며, 곡용
및 활용 환경의 언어적 이해 및 감각이 뛰어남. 특히 방언형
의 구형 및 개신형의 차이, 사용 빈도의 차이에 대한 인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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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이 뚜렷하여 제시 어형의 신뢰도가 높음.
② 金福順(F, 1938년생)
- 이주 3세대 출신 화자
- 학력: 소학교 졸,
- 외지 이동 및 이주 여부: 없음
- 배우자: 동향 출신
- 직업: 농업
- 특기 사항: 역시 곡용 및 활용 환경의 언어적 이해 및 감각이 뛰어남.
자신이 구사하는 방언형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여 제시하는 어
형의 신뢰도가 높음.
조사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1가)의 지점은 두만강변의 오지에 위치하여 한족(漢族)이 잡거
(雜居)하지 않고 함북 경흥을 원적지로 하는 주민이 절대 다수를 이루는 순수한 재중동포 마
을이다.16) 제보자 역시 본래 지리방언학적 조사를 염두에 두고 선정한 분들이나 사회방언학적
측면에서도 성별을 제외한 여타의 변인 통제가 자연스럽게 가능한 수준의 화자들이다.17)
곡용 환경의 교체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완결식 질문법’을 활용하였으며, 음운론적 조건
환경을 고려하여 아래의 어간 및 조사를 사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 가. 체언 어간
① 낭ㄱ(木), 궁ㄱ(孔), 풍ㄱ(韛)
② 긁(植), 맑(頂), 엵(麻子), 붉(生菜), 갉(粉), 몱(鑕), 놁(獐), 쟑(袋), 잙(柄), 싥
(甑), 벍(蟲)
③ 뉶(柶), 묶(蔔), 앆(弟), 엮(狐)
나. 조사 목록
① CX - 가(공동격), 보다
② 으X - 으(대격), 으느(주제보조사), 을르(구격)
③ 아X - 아부사라/압사라18)
16) 이 지역은 이미 소신애(2002, 2005), 최명옥 외(2003), 김봉국(2004), 박진혁(2004, 2008, 2014, 2018)
등의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 왔던 곳이며, 특히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한 2007년 ‘해외
지역어 조사 사업’의 중국 조사 지점으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또한 최초 이주 시기를 1882년으
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주 역사 및 정주 시기와 관련한 자료(황춘산 편, ≪회룡봉혁명투쟁개
황≫, 1985)가 잘 남아 있는 지역이어서 그만큼 언어공동체로서의 순수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
지되어 온 지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7) 물론 엄밀한 사회방언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성별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복수의 제보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그 조사 결과 역시 계량적 통계 처리로 다루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의 논
의를 본격적인 사회방언학적 논의라고 부르기에는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러나 필
자는 적어도 조사 결과를 해석하면서 성별이 이들 자료가 보여주는 양상 및 경향성에 대하여 상관
성을 가짐을 확인하는 데에는 충분하리라고 판단하였다.
18) 곽충구(2019:3834)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며,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극단적 경우까지 양보하여 포함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다. 곽충구(2019:3834)에서는 이들 조사를 ‘아불(竝)- + -사라 > 아부사라’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
다. ‘압사라’는 ‘아부사라’의 준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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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자동적 교체 양상의 공시적 기술과 성별 간 차이
3.1. 1유형
이 유형에 속하는 어간은 모두 이기문(1962)의 ‘제1류’에 대응하는 것들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유형은 ‘XVmo/XVmu {+ CX, #}’, ‘XVŋk + VX’와 같이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규칙적인 교체 양상을 보이며, 16세기부터 근대국어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 자음 및 휴지 앞에
놓이는 ‘나모’ 부류로 단일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지역어 1유형 어간 역시 평행
한 교체 양상을 보일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앞서 (2가-①)에 해당
하는 어간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으

(으)느

(으)ㄹ르

가

보다

M

낭그

나무느

나물르

나무가

나무보다

F

낭그

낭기느

낭글르

낭기가

낭기보다

M

궁그

궁그느

궁글르

구무가

구무보다

F

궁그

궁그느

궁글르

궁기가

궁기보다

M

풍그

풀무느

풀물르

풀무가

풀무보다

F

풍그

풍그느

풍글르

풍기가

풍기보다

나무

구멍

풀무

아부사라
압사라
나무아부사
라
낭기압사라
구무아부사
라
궁기압사라
풀무아부사
라
풍기압사라

<자료 1. 1유형 체언 어간의 비자동적 교체 양상>

위의 자료를 보면 일단 M의 경우는 이기문(1962)의 유형과 대부분 평행한 교체 양상을 보
인다. 다만 ‘구멍’의 경우 ‘궁ㄱ’이 ‘으X’ 조사 앞에서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는 점이 이채로우
며, 중앙어 및 중세국어 조사 목록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X’ 조사 ‘아부사라’ 앞에서도 CX와
동일한 교체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런데 F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위의 자료를 보면 ‘으X’ 조사 앞에서는 이기문(1962)와 평
행하지만, ‘CX’ 및 ‘아X’ 앞에서는 ‘이’ 결합형인 ‘낭기, 궁기, 풍기’ 형으로 분포하는 양상이
보인다. 여기에서 형태 ‘이’를 일단 논외로 두고 생각한다면, 이 지역어 여성 화자의 경우는
모음 앞의 이형태 ‘XVŋk’ 형을 기본으로 하는 단일화 경향을 보인다고 기술할 수 있다. 흥미
로운 점은 M의 ‘구멍’이 보이는 ‘으X’ 조사 앞의 단일화 양상이 F의 그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제1유형 어간의 단일화 결과와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이상의 자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1유형의 교체 양상 및 특징을 정리한다면 아래와 같은 잠
정적 기술이 가능할 것이다.

(3) 가. 이 지역어 남성 화자의 경우는 종래의 제1유형 교체 양상과 대부분 평행하다.
다만 어사에 따라 그 교체 양상에 차이가 있다. 즉 ‘으X’ 조사 앞이라는 음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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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에서 ‘나무, 풀무’는 이기문(1962)와 평행한 ‘XVmu’ 부류이지만, ‘구멍’
은 여성 화자의 그것과 같이 ‘XVŋk’ 부류로 분류가 가능하다.
나. 이 지역어 여성 화자는 ‘XVŋk’ 부류를 중심으로 한 교체 및 단일화 양상을 보
인다.

3.2. 2유형

이 유형에 해당하는 어간들은 이기문(1962)의 ‘제2류’에 대응하는 것들이다. 익히 알려진 바
와 같이 이 유형은 중세 국어에서 ‘노 + CX, #’, ‘놀ㅇ + VX’와 같이 음운론적 조건에 따
라 규칙적인 교체 양상을 보이며, 16세기부터 근대국어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 자음 및 휴지
앞에 놓이는 ‘노’ 부류로 단일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지역어에서는 후두유성마찰음(ɦ)
으로 판단되는 중세 국어의 ‘ㅇ’의 이전 시기 형태인 ‘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공시적
교체 양상이 과연 이기문(1962)의 결과와 평행할 것인지 확인해 보기로 한다.

그루

마루

삼씨
(麻子)

상추

가루

모루

노루

으/르

(으)느

(으)ㄹ르

가

보다

아부사라
압사라

M

글그

글그느

글글르

그루가

그루보다

그루아부사라

F

글그

글그느

글글르

글기가

글기보다

글기압사라

M

콧말그

콧말그느

콧말글르

콧막가

콧막보다

콧막아부사라

F

콧말그

콧말기느

콧말글르

콧말기가

콧말기보다

콧말기압사라

M

열그

열그느

열글르

역가

역보다

역아부사라

F

열그

열그느(初)
열기느(再)

열글르

열기가

열기보다

열기압사라

M

불그

부루느

불글르

부루가

부루보다

부루아부사라

F

불그

불그느

불글르

불기가

불기보다

불기압사라

M

갈그

가르느

갈글르

가르가

가르보다

가르아부사라

F

갈그

갈그느

갈글르

갈기가

갈기보다

갈기압사라

M

몰그

모루느

몰글르

모루가

모루보다

모루아부사라

F

몰그

몰구느

몰글르

몰기가

몰기보다

몰기압사라

M

놀그

노루느

놀글르

노루가

노루보다

노루아부사라

F

놀가지르

놀가지느

놀가질르

놀가지가

놀가지보다

놀가지압사라

쟐그(袋)

쟈르느

쟈를르

쟈르가

쟈르보다

쟈르아부사라

잘그(柄)

자르느

자를르

자르가

자르보다

자르아부사라

쟐그(袋)

쟈르느

쟐글르

쟐기가

쟐기보다

쟐기압사라

잘그(柄)

자르느

잘글르

잘기가

잘기보다

잘기압사라

M

실그

시르느

시를르

시르가

시르보다

시르아부사라

F

실그

실그느

실글르

실기가

실기보다

실기압사라

M
자루
F

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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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M

벌그

벌그느

벌글르

벌기가

벌기보다

벌기아부사라

F

벌그

벌그느

벌글르

벌기가

벌기보다

벌기압사라

<자료 2. 2유형 체언 어간의 비자동적 교체 양상>

위의 자료를 보면 F의 발화에서는 앞서의 1유형과 마찬가지로 예외가 거의 보이지 않는 규
칙적 교체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으X’앞에서는 ‘XVrk’유형이 대부분이며, ‘자루’의 경우
만 M과 평행하게 ‘XVrɨ’인 형태가 보일 뿐이다. ‘CX’및 ‘아X’앞에서는 앞서의 1유형과 마찬
가지로 ‘이’가 결합한 형태로 분포하는 경향이 보인다. 다만‘놁(獐)’에 ‘-아지’가 결합한 ‘놀가
지’의 경우 모든 분포 환경에서 이미 단일화가 완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얼핏 이질적
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 또한 1유형과 마찬가지로 결국 ‘XVrk’유형을 바탕으로 하는 단일
화 양상의 결과로 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비해 M의 경우는 외견상 그 교체 양상이 어간에 따라 제법 복잡하게 나타나는 편이
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 가. XVrk + 으X,
나. XVrk + 으X,

XVru + {CX, 아X}

⇒ 그루

XVk + {CX, 아X}

⇒ 마루, 삼씨

다. XVrk + {으, 을르},
라. XVrk + 으,
마. XVrk + 으X,

XVru + {CX, 아X, 느}

XVru + {CX, 아X, 느, ㄹ르}
XVrk-i + {CX, 아X}

⇒ 가루, 노루, 모루, 상추
⇒ 시루, 자루(袋, 柄)
⇒ 벌레

얼핏 보면 (4가-라)는 (4가)를 제외하면 이기문의 제2류와는 이질적인 교체 양상을 보인다
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살피면 이러한 기술이 섣부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우선 (4나)의 경우는 (4가)와 달리 CX, 아X 앞에서 어간에 음절말 자음군단순화가 적용된
형태가 분포한다.19) 이는 다시 말하여 이 유형의 어간들은 환경과 무관하게 결국 ‘XVrk’유형
으로 단일화되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4마)와 같이 ‘이’가 결합하여 어간에 융합된 형태 역시
결국은 ‘XVrk’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넓은 범위에서는 (4나)와 같은 부류로 처리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음으로 (4다, 라)는 원래 ‘으X’류인 ‘느, ㄹ르’가 CX, 아X 부류로 옮겨간 것처럼 보인다.

19) 외견상 VX류에 속하는 ‘아부사라, 압사라’ 앞에서 CX와 동일한 교체 양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조사는 ‘아불(竝)- + -사라’에서 비롯하여 보조사
로 문법화한 결과이므로, 기원적으로는 선행 어간과 단일 어절 내에 분포하는 구조가 아니라 ‘어
간(+으/르) # 아불사라’로 해석되는 ‘동사구 구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들이 보조
사가 된 이후에도 음운론적으로는 ‘#’이 그 앞에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자연스럽게 이기
문(1962)에서와 마찬가지로 CX와 동일한 교체 양상을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 한
다. 이런 추론에 타당성이 있음은 (4나)의 어간 음절말에서 자음군단순화 규칙이 적용되는 것에서
도 다시금 증명된다. 따라서 ‘아부사라, 압사라’는 외견상으로만 VX류일 뿐, 실질적으로는 {CX,
#} 부류로 처리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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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또한 결국 CX, 아X 앞에 분포하는‘XVru’어간이 ‘으느~느’, ‘을르~ㄹ르’ 중에서 자
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선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느, ㄹ르’는 결국 CX 부류
이므로 이기문(1962)의 분포 환경 기술과 다를 것이 없다. 오직 대격조사 ‘으’가 ‘XVrk’ 유형
의 교체 환경으로서 버티고 있을 뿐이다.
이상의 검토 결과에 따라 M의 교체 양상을 일반화하면 아래와 같다.

(5) 가. 일부 어간에서 ‘XVrk’로 교체 이형태가 단일화된 사례가 보인다.
나. 위의 일부 어간을 제외하면 M이 보이는 교체 양상은 이기문(1962)와 평행하다.

위 (5)를 앞서 F가 보인 교체 양상 기술과 비교해보면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즉 F는 일
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5가)와 마찬가지로 모음 앞의 분포 이형태인 ‘XVrk’로 단일화
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에 반해, M의 경우는 (5가)를 제외하면 이기문(1962)의 제2류와 평행한
교체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3)에서 확인한 경향과도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 지
역어의 노년층 여성 화자는 모음 앞의 분포 이형태로 단일화하는 경향을 띠고, 노년층 남성
화자는 단일화 이전의 비자동적 교체 환경을 유지하되 일부 어간에서 여성 화자와 동일한 경
향을 띠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3유형을 검토하기 전이므로 이런 식의 기술로 일반화하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 이
것이 옳은가의 여부를 아래 3유형의 기술 결과에서 다시 검증, 확인하기로 한다.

3.3. 3유형

이 유형에 해당하는 어간들은 이기문(1962)의 ‘제4류’에 대응하는 것들이다. 익히 알려진 바
와 같이 이 유형도 중세 국어에서 ‘아 + CX, #’, ‘ㅇ + VX’와 같이 음운론적 조건에 따
라 규칙적인 교체 양상을 보이며, 16세기부터 근대국어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 자음 및 휴지
앞에 놓이는 ‘아’ 부류로 단일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지역어의 어간들은 어떤
교체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다.

윷

무

으/르

(으)느

(으)ㄹ르

가

보다

아부사라
압사라

M

뉴꾸

뉴수느

뉴술르

뉴수가

뉴수보다

뉴수아부사라

F

누꾸

누꾸느

누꿀르

누끼가

누끼보다

누끼압사라

M

무꾸

무수느

무꿀르

무수가

무수보다

무수아부사라

F

무꾸

무꾸느

무꿀르

무끼가

무끼보다

무끼압사라

M

아끄

아스느

아슬르

아스가

아스보다

아스아부사라

F

애끼르

애끼느

애낄르

애끼가

애끼보다

애끼압사라

M

여끄

여스느

여슬르

여끼가

여스보다

여스아부사라

아우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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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여끄

여끄느

여끌르

여끼가

여끼보다

여끼압사라

<자료 3. 3유형 체언 어간의 비자동적 교체 양상>

위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앞서의 2유형과 달리 이 유형은 M, F가 보이는 교체 양상이 비교
적 단순하게 정리되는 편이다. 먼저 F의 경우 모음 앞에서는 ‘XVkk’, 자음 앞에서는 여기에
‘이’가 결합하여 융합된 ‘XVkk-i’가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서 1, 2유형에서 F
가 보인 교체 양상과 평행한 것이다.
반면에 M의 경우는 대격조사 ‘으’ 앞에서는 ‘XVkk’, 이외의 환경에서는 ‘XVsɨ’20)가 분포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무’의 경우 ‘으X’ 계 조사인 ‘을르’ 앞에서도 ‘XVkk’가 분포하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기문(1962)의 제4류가 보이는 교체 양상과 크게 다르
지 않으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CX 앞의 분포 이형태가 분포 환경을 넓혔다고 보
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의 검토 결과를 앞서의 1, 2유형과 종합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
금까지 확인된 바를 바탕으로 비자동적 교체 체언 어간의 교체 양상에서 알 수 있는 이 지역
어 노년층 남성, 여성 화자의 차이를 일반화하면 아래와 같다.

(6) 가. 남성 화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이기문(1962)의 비자동적 교체 양상과 평행하나,
일부 어간에서 모음 앞의 교체 이형태로 단일화하는 경향성이 눈에 띈다.
나. 여성 화자의 경우 모음 앞의 교체 이형태 계열로 단일화된 형태가 나타난다.

4. 통시적 변화와 체언 어간 비자동적 교체의 성별 간 차이
이상의 공시적 자료 검토를 통해 (6)과 같이 이 지역어 체언 어간의 비자동적 교체 양상에
서 성별 간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 (6)을 단일화의 방향 및 경향을 중심으로
정리한다면 남성의 경우는 규칙적인 비자동적 교체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남아 있고, 여성의
경우는 비자동적 교체 어간을 단일화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3장의 기술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별이 공시적으로 비자
동적 교체 양상과 일정한 상관성을 가진다는 점뿐이다. 그간의 논의에서 비자동적 교체를 다
룰 때에는 그 공시적 교체 양상은 물론 이후 진행되는 국어사적 변화를 함께 살핀다는 점을
생각하면, 앞서 살핀 M, F의 교체 양상 검토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하여야 체언 어간 비
자동적 교체 양상과 성별의 상관성 문제를 보다 정밀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국어사적 관점에서 비자동적 교체 체언 어간을 다룰 때 우선 확인해야 하는 것은 교체 양상
및 단일화의 경향과 방향이 통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20) 이 지역어에서는 중세 국어의 ‘ㅿ’이 ‘ㅅ’으로 반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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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근대 국어의 문헌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대개 CX 앞에 분포하는 이형태로 단일화
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한 바 있다. 이를 앞서 3장의 기술 결과와 연관지어 이야기한다면,
이 지역어 남성과 여성 화자의 발화형 및 교체 양상 중 어느 쪽이 통시적으로 이전 시기의 단
계(舊形)이고 어느 쪽이 다음 시기에 해당하는 것인지(改新形)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改新形’의 개념은 성별의 언어학적 차이를 살펴보는 데에 있어서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즉 이 지역어에서 보이는 비자동적 교체 체언 어간의 변화 양상 중에서 어
느 쪽이 개신형인지 판단할 수 있다면, 이를 성별의 언어학적 차이와 연계하여 기술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간의 여러 논의에서 여성 쪽이 보다 언어적 변화에 민감하다는 경향성
을 참고한다면, 이 지역어 역시 그와 평행한 것인지 아니면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인지를 판
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구명하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지역어의 이전
시기 방언형을 다룬 기존의 논의 결과를 찾아 본 연구의 공시적 자료와 비교하는 것이며, 다
른 하나는 화자들이 보이는 교체형 중에서 어느 쪽이 앞선 시기의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음운, 형태론적 단서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지역어를 포함한 함북 지역 전반의 비자동적 교체 어간을 다룬 연구 결과로는 곽충구
(1991/1994)와

최근의

곽충구(2019)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곽충구

(1991/1994)는 20세기 초의 함북 육진 방언 중 특히 경흥 지역어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루고
있어서 본 연구의 조사 지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또한 이 논의에서 다룬 방언 자료의
출처 문헌들은 1902, 1904년에 간행된 것들이어서, 본 연구의 조사 시점과 비교하여 약 백
년

전에

해당하는

시기의

비자동적

교체

어간

관련

정보들을

담고

있다.

곽충구

(1991/1994:221-231)에서 유형별로 정리한 이 지역어 체언 어간의 비자동적 교체 양상을 보
이면 아래와 같다.

(7) 가. 第1類型(木): /namu-/, ____{+CX, #}
/naŋk-/, ____+VX
나. 第2類型(袋): /ʧarɨ-/, ____{+CX, #}
/ʧark-/, ____+VX
다. 第4類型(弟): /asɨ-/, ____{+CX, #}
/akk-/, ____+VX

위 (7)을 보면 앞서 3장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던 이기문(1962)와 평행하게 조사 어두 음
절의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매우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교체 양상을 볼 수 있다. 곽충구
(1991/1994:20)에서 소개하고 있는 자료 출처 문헌의 서지 정보에 따르면, 제보자들의 출신
지역 및 生年(1872년)의 정보는 일부 나와 있으나 성(姓)을 제외한 이름은 頭文字(initial)로만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을 뿐이어서 성별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7가-다)에서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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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 적어도 20세기 초의 이 지역어에서 보이는 비자동적 교체가 중세 국어의 그것과 동일한
교체 양상을 유지하고 있는 단계였음은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보자 중 F가 보이는 교체 양상이 위 (7)과 비교하여 더 이질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改新形으로 판단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반대로 M의 경우는 몇 가지
하위 유형으로 세분화가 가능한 변화가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7)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F에 비해 보다 舊形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상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언어학적 단서는 이 지역어의 합성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주지
하는 바와 같이 합성어에는 어형성 당시의 공시적 어근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그러므로 비자동적 교체 체언 어간이 어근으로 쓰이는 합성어를 찾아 그 형태를 확인
하면 M, F 중 어느 쪽이 보다 이전 시기의 어형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들이 선행 어근으로 쓰인 합성어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
들이 후행 어근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곡용 환경에서 조사들과 인접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
문이다. 이를 감안하여 앞서 3장에서 다룬 어간들이 선행 어근으로 쓰인 이 지역어 합성어 자
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8) 가. 1유형 - 나무몯(木釘), 나무말(木馬), 나무꼭대기, 나무아치(枝)
나. 2유형 - 그루바꿈(間作), 부루생치(상추쌈), 가르비늘(가루비누), 마르틀개(용마
루를 트는 데에 쓰는 재료), 시르떡(시루떡), 노루초리(獐尾)
다. 3유형 - 여스굴(여우굴), 무수밭(무밭), 무수닢(무청), 뉴수티기(윷놀이), 뉴수판
(윷판)

위 (8)은 앞서의 3장에서 다룬 어간 유형에 대응하는 합성어의 몇 가지 예를 정리한 것이
다. (8가-다)에서도 알 수 있듯 비자동적 교체 체언 어간이 선행 어근으로 쓰이는 합성어에서
는 모두 ‘XVCu ~ XVCɨ’에 해당하는 형태가 보인다. 또한 2003~2017년에 걸쳐 확인한 필자
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어형은 남녀 편중 없이 두 제보자가 일상 발화에서 공유하는 어
형들이며, 곽충구(2019)에 실려 있는 해당 어근 표제항의 용례 및 사용 화자 정보에서도 그
사실을 교차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일반화가 가능하
다.

(9) 이 지역어 노년층 여성 화자의 발화에서 보이는 비자동적 교체 체언 어간의 단일화
결과는 改新形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종래의 사회언어학, 사회방언학적 논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언어적 변화에 여성이 보다 민감하다는 경향성에도 부합한다.

이상의 자료 분석 및 논의 결과가 옳다면, 이 지역어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 완료된 비
자동적 교체 체언 어간의 변화 역시 결국 여성 화자의 곡용 패러다임을 지향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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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함북 경흥 지역을 원적지로 하는 재중동포 노년층 남녀 화자의
비자동적 교체 체언 어간의 교체 양상 및 단일화 경향을 공시, 통시적으로 논의해 보았다. 이
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0) 가. 남성 화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이기문(1962)의 비자동적 교체 양상과 평행하나,
일부 어간에서 모음 앞의 교체 이형태로 단일화하는 경향성이 눈에 띈다.
나. 여성 화자의 경우 모음 앞의 교체 이형태 계열로 단일화된 형태가 나타난다.
다. 여성 화자의 단일화 형태가 改新形에 해당한다. 남성 화자의 경우는 이 변화에
대하여 보수적이나 일부 어간에서 여성 화자의 단일화 방향을 지향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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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비자동적 교체 어간의 곡용, 활용 양상과 성별의 상관성
- 함북 경흥지역어 자료를 대상으로”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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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분과] 김수정, “동료 첨삭의 제공 양상과 동료 첨삭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 연구”

동료 첨삭의 제공 양상과
동료 첨삭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 연구
김수정(경북대)

〈차례〉
１. 머리말
２. 일본인의 조선 기행문 발간과 배경
３. 『亜細亜大陸旅行日誌并清韓露三国評論』에 대한 일본에서의 반응
4 . 결론

1. 머리말
본고에서는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수행된 동료 첨삭을 대상으로 동료 첨삭논평의 제공 양상
을 살펴보고, 제공된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고는 Struab(2000)이 제시한 첨삭논평의 구분 기준에 입각하여 첨삭논평을 ‘초점’과 ‘방식’
으로 구분하고, ‘초점’의 하위 항목을 ‘수사적 맥락’, ‘조직’, ‘내용’, ‘표현의 정확성’으로, ‘방
식’의 하위 항목을 ‘닫힌 질문’, ‘열린 질문’, ‘교정’, ‘지시’, ‘충고/제안’, ‘비판’, ‘완화된 비
판’, ‘독자 반응’, ‘칭찬’으로 구분하여 논의한 박준범(2017ㄱ)의 첨삭논평 구분 기준을 적용하
여 동료 첨삭의 제공 양상과 반응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박준범(2017ㄱ)은 교수자 첨삭논평
을 ‘초점’과 ‘방식’으로 구분하여 첨삭논평의 제공 양상과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는데,21) 동료 첨삭을 대상으로 첨삭논평을 ‘초점’과 ‘방식’으로 구
분하여 첨삭논평의 제공 양상과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드물다.22)
동료 첨삭의 제공 양상 및 동료 첨삭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초점’과 ‘방식’
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면, 동료 첨삭에서 제공되는 첨삭논평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으며, 글
쓰기 학습자가 동료 첨삭에서 첨삭논평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반응 양상을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교수자 첨삭논평에
대한 반응 양상과 비교함으로써 첨삭의 주체가 동료일 때 나타나는 글쓰기 학습자의 첨삭논평에 대
한 반응 양상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박준범(2017ㄱ) 외에 교수자 첨삭을 대상으로 첨삭논평을 ‘초점’과 ‘방식’으로 구분하여 논의한 연구
로 이재기(2011), 박준범(2014), 이미경(2015)등이 있다.
22) 동료 첨삭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연구로 조윤아·이상민(2014)이 있는데, 제공된 동료 첨삭을
‘초점’에 해당하는 ‘구성’, ‘내용’, ‘표현’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지만, ‘방식’의 측면은 고려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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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학 글쓰기 수업 학습자 43명23)을 대상으로 조별 동료 첨삭을 시행하고 박준범
(2017ㄱ)의 첨삭논평 구분 기준을 적용하여 동료 첨삭논평의 제공 양상을 살펴보고, 학습자가
작성한 초고와 동료 첨삭 후 작성한 수정고를 비교하여 글쓰기 학습자가 동료의 첨삭논평에
대해 보이는 반응 양상을 살펴본다. 박준범(2017ㄱ)에서는 첨삭논평을 ‘초점’과 ‘방식’으로 구분
하고 다시 하위 범주에 따라 세분하였는데, 박준범(2017ㄷ: 105)에서 제시한 첨삭논평의 유형분류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표 1> <첨삭논평의 유형분류표> : 박준범(2017ㄷ)
초점

(FOCUS)
방식
(MODE)
A. 닫힌 질문
(closed
question)
B. 열린 질문
(opened
question)

C. 교정
(corrections)
D. 지시
(commands)
E. 충고 / 제안
(advice)
F. 비판
(criticism)
G. 완화된
비판

맥락
context)

1. 수사적
(

2. 조직

organization)

(

･ 글의 구성에서
글이 주어진 논제에 ‘결론’
의 역할을 하는
부합하나요?
문단이 있나요?
･ 어떤 구성을
･ 어느 정도의 분량이
갖추어야 자신의
적절할까요?
입장을 전달하기에
효과적일까요?
･ 구성상 교정이나
･ “성매매는
문단과 문단의 형식상
도덕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원고에
부적절하다.”
직접 교정해야 함.
･

3. 내용

content)
･ 근거①이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까?
･ 근거②는 주장의
어떤 측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것입니까?
･ “원자력 에너지의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 “간통죄 존치는
(

확
correctness)

4. 표현의 정 성
(

･ ‘지양’이 아니라
‘지향’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 절
’
것은 무슨 뜻인가요?
･ 분 적 대화 라는

“급속도로
발전되어져 왔는
것이기~”
･ “고유 문화는
･

따라 ･ 이 문단은 주장1의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유지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를
문단으로 포함시켜
있습니다.”를
어렵다는 것을 알 수
폐쇄해야 한다.”로
하나의 문단으로
“간통죄는 형법으로 있다.”를 “고유 문화는
고쳐야 한다.
처리해야 한다.
규제할 수
유지되기 어려웠다.”로
있습니다.”로 수정한다.
고쳐야 한다.
･ 주어진 조건에
･ 주장2와 주장3은
･ 문장ⓐ를 두
뒷받침할 문장으로 수정하는
맞도록 글의 분량을 동일한 내용이므로 만･한주장2를
객
관적인 근거를
다소 줄이는 것이
하나의 문단으로
것이 표현상 좋을 것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좋겠다.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같습니다.
･ 문장ⓑ는 주어와
･ 이 글은 주어진
･ 서론에서 논제에
･ 주장1을 뒷받침하는
서술어의 호응이
논제와 전혀 부합하지
대한 문제제기가
근거로서 근거③은
자연스럽지 않은
않는다.
제시되고 있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비문입니다.
･ 글의 분량이
･ 본론을 요약하고
･ 근거④처럼 긍정측과
･ 부사어 ‘반드시’는
부족하면 자신의
글을 마무리하는 부정측 근거로 동시에 ‘유지한다’가 아니라
･ 주어진 논제에

23) 본 연구는 1학년 교양필수 과목인 글쓰기 수업을 대상으로 동료 첨삭을 시행하여 43명의 글쓰기 학
습자 중 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학년 신입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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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ed
criticism)

(

H. 독자 반응
(reflective
statements)
I. 칭찬
praise)

(

달

입장을 전 하는

움

데

어려 이 있을 수
있다.

글의 분량을 주어진
조건에 맞도록 잘
써서 읽는 데 부담이
없었다.

･

･ 주어진 논제에 대해

확

신

명 한 자 의 입장을

준 것이 좋다.

보여

술
결론의 역할이다.
･ 글의 문단 구성이
유기적이어서 더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진 을 하는 것이

있었다.

･

글의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이
단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다.

쓰일 수 있는 것은
바꿔야 한다.
･ 성매매와 성범죄
사이의 연관성이

족

부 하다는 근거는

득

충분히 설 력이
있었다.

･ 세 주장과 각각의
근거 사이의 내용상
관계가

매우

유기적이었다.

‘유지해야 한다’처럼
‘~해야 한다’와 같은
서술어와 호응한다.
･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표현들이
있어서 이해하는

데

움
･ 맞춤법이나 문장
부호 등의 표현이
매우 정확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어려 이 있어요.

‘초점’과 ‘방식’의 유형에 대해서는 3장 동료 첨삭의 제공 양상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본고에서
시행한 동료 첨삭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동료 첨삭의 절차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글쓰기 학습자 43명이 동일한 글쓰기 문제에 대해 초고를 작성한다. 글쓰기 학습자에게
제시한 글쓰기 문제는 다음과 같다.
<본인이 생각하는 진정한 유토피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유토피아의 조건을 중심으로 쓰시오.>

2. 동료 첨삭을 시행하기 전 교수자는 학습자가 제공하게 될 첨삭논평의 유형을 ‘초점’과
‘방식’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동료 첨삭의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이때 ‘초점’과 ‘방식’의 항목
을 고려하여 ‘초점’은 4가지 영역에서 모두 하나씩, ‘방식’은 모두 다른 항목으로 제공하도록
조건화하고, 원고지에 본인의 고유번호 및 ‘초점-방식’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안내
한 동료 첨삭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조별로 첨삭, 개인 고유번호 배정(예: 1조 1번이면 1-1)
② 채점표에는 첨삭한 글에 대한 총평을 작성
③ 첨삭은 원고지에, 1인당 3개의 글 첨삭
④ 1인당 1개 글에 대한 첨삭 분량: ‘초점’은 4가지 영역에서 모두 하나씩(최소 4개 이상),
이때 ‘방식’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첨삭,
앞 사람이 지적한 것을 동일하게 지적할 수 없음
⑤ 원고지 표기 방식: 고유번호, 초점-방식을 표시하고 내용 기입
(예: 1조 1번이, 1.수사적 맥락에서 B.열린 질문한 경우이면 1-1, 1-B)
⑥ 서면 첨삭 후 글쓴이에게 글을 돌려주고 조별로 대면 첨삭

3. 8개조24)로 나누어 수업 시간 2회에 걸쳐 총 110분 동안 서면 첨삭을 시행한다.

24) 학기 초 46명의 학생을 성별, 학년에 따라 8개조로 구성하였는데, 학기 중 3명의 학생이 휴학을 하
여 동료 첨삭에 참여한 글쓰기 학습자는 43명이었다. 학기 중 인원 변동으로 부득이하게 조별 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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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면 첨삭 후 글쓴이에게 글을 돌려주고 60분 동안 조별로 대면 첨삭을 시행한다. 글쓴이는 제
공받은 첨삭논평에 대해 보충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첨삭을 제공한 학습자는 서
면 첨삭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글쓴이에게 전달한다.
5. 동료 첨삭 후 글쓰기 학습자는 초고와 동일한 글쓰기 문제에 대해 수정고를 작성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된 동료 첨삭에서 제공된 동료 첨삭논평을 ‘초점’과 ‘방식’으로 구분하여
제공 양상을 살펴보고, 글쓰기 학습자가 제출한 초고와 수정고를 비교하여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반응 양상을 살펴본다. 이를 교수자 첨삭논평에 대한 반응 양상과 비교하여 첨삭 주체가
동료일 때 나타나는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의 특성에 대해 논의한다.

3. 동료 첨삭의 제공 양상
동료 첨삭논평의 제공 양상을 ‘초점’과 ‘방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박준범(2017ㄱ:
46-70)은 ‘초점’은 첨삭논평이 글쓰기의 어떤 구성 요소와 관련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방
식’은 첨삭논평의 문장 형식과 제공자의 의도와 관련한 것이라고 하였다. ‘초점’은 다시 4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수사적 맥락’은 글의 목적이나 갈래, 주제, 분량, 예상 독자와 관
련한 첨삭논평을 가리키고, ‘조직’은 글쓰기의 내용을 구성하는 단계성과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의 형식적 유기성과 관계되는 첨삭논평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내용’은 필자의 의견, 주
장, 논점, 예시, 설명, 뒷받침 근거 등을 포함하며, ‘표현의 정확성’은 문장 수준이나 단어 수
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항목으로, 문장의 통합 관계가 적절한지, 문장은 문법적으로
자연스러운지, 단어의 사용이 적절한지, 맞춤법은 적절한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방식’은 먼저 문장의 형식에 따라 의문문 형식, 명령문 형식, 진술문 형식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하여 총 9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였다. 의문문 형식은 질문에 대한 대답의 한정성
여부에 따라 대답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닫힌질문’과 대답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
‘열린질문’으로 구분하였다. 명령문 형식은 학습자의 원고에 수정할 결과의 제시 여부에 따라
수정할 결과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보인 경우인 ‘교정’과 수정할 결과를 명시적으로 분명하
게 보이지는 않은 경우인 ‘지시’로 구분하였다. 진술문 형식은 첨삭논평 제공자의 태도에 따라
수업 상황과 무관한 제 3자의 위치에서 첨삭논평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독자반응’을 구
분하고, 수업 상황을 전제한 경우를 다시 첨삭논평 제공자의 긍정적인 태도에 해당하는 ‘칭
찬’, 부정적인 태도에 해당하는 ‘비판’, ‘완화된 비판’,25) 중립적인 태도에 해당하는 ‘충고/제
안’으로 구분하였다.
동료 첨삭에 참여한 43명 중 8명의 학습자의 글에 대해 위에서 살펴 본 ‘초점’과 ‘방식’의
측면에서 첨삭논평 제공 양상을 살펴보자.26) 8명의 학습자에게 제공된 동료 첨삭논평의 개수
는 총 114개였는데, 이를 초점과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4명-6명으로 동일하지 않음을 밝힌다.
25) 박준범(2017ㄱ: 59)은 ‘완화된 비판’은 ‘비판’을 수식어구나 돌려 말하기 등을 활용하여 비판의 강도
를 누그러뜨리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26) 분석 대상 8명은 8개조에서 각 조당 1명씩 임의로 추출하였는데, 학습자의 성별에 따른 영향을 고려
하여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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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동료 첨삭논평의 제공 양상(전체)

초점

방식
닫힌
질문
열린

수사적

0
0.00%
1
8.33%
질문
0
교정
0.00%
0
지시
0.00%
충고/
2
16.67%
제안
비판 16.627%
완화된 0
비판 0.00%
독자
1
8.33
%
반응
칭찬 50.006 %
12
계
100.00%

맥락
조직
0.00%
2 11.76%
6.90%
16.67%
0 0.00%
0.00%
0.00%
0 0.00%
0.00%
0.00%
1 16.67%
3.45%
6.45%
5 16.13%
17.24%
15.38%
2 15.38%
6.90%
0.00%
1 16.67%
3.45%
7.69% 6 46.15%
20.69%
28.57%
12 57.14%
41.38%
10.53%
29 25.44%
100.00%

내용

7
20.00%
3
8.57%
0
0.00%
0
0.00%
9
25.71%
7
20.00%
2
5.71%
4
11.43%
3
8.57%
35
100.00%

% 8
21.05%
50.00%
2
5.26%
0.00%
1
2.63%
0.00%
5
13.16%
29.03%
15
39.47%
53.85%
2
5.26%
33.33%
3
7.89%
30.77%
2
5.26%
14.29%
0
0.00%
30.70%
38
100.00%
41.18

확
계
47.06%
17 100.00%
14.91%
33.33%
6 100.00%
5.26%
100.00%
1 100.00%
0.88%
83.33%
6 100.00%
5.26%
48.39%
31 100.00%
27.19%
15.38%
13 100.00%
11.40%
50.00%
6 100.00%
5.26%
15.38%
13 100.00%
11.40%
0.00%
21 100.00%
18.42%
33.33%
114 100.00%
100.00%

표현의 정 성

제공된 첨삭논평의 초점과 방식에 따른 빈도를 살펴보자. 초점에서는 ‘표현의 정확
성’(33.33%) > ‘내용’(30.70%) > ‘조직’(25.44%) > ‘수사적 맥락’(10.53%)의 순을 보였고, 방
식에서는 ‘충고/제안’(27.19%) > ‘칭찬’(18.42%) > ‘닫힌 질문’(14.91%) > ‘비판’, ‘독자 반
응’(11.40%) > ‘열린 질문’, ‘지시’, ‘완화된 비판’(5.26%) > ‘교정’(0.88%)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준범(2017ㄱ: 74)에서는 첨삭논평의 방식 중 ‘독자 반응’이나 ‘칭찬’에 대한 글쓰기 학습
자의 반응이 수용인지, 거절인지를 판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공된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
기 학습자의 수용이나 거절 양상에서는 ‘독자 반응’과 ‘칭찬’을 배제해야 한다고 보았다.27) 본
고에서도 이에 동의하는 바, ‘독자반응’과 ‘칭찬’을 제외한 첨삭논평의 제공 양상을 보이면 다
음과 같다.
<표 3> 동료 첨삭논평의 제공 양상(독자반응, 칭찬 제외)

초점

방식
닫힌
질문
열린
질문

맥락
0 0.00%
0.00%
1 16.67%
20.00%
수사적

확
계
2 11.76% 7 41.18% 8 47.06% 17 100.00%
18.18%
25.00%
22.22%
21.25%
0 0.00% 3 50.00% 2 33.33% 6 100.00%
0.00%
10.71%
5.56%
7.50%
조직

내용

표현의 정 성

27) 이와 관련하여 박준범(2017ㄱ: 74)은 특히, ‘칭찬’의 경우, 제공된 ‘칭찬’의 첨삭논평이 수정고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글쓰기 학습자가 첨삭논평을 수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
렵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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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00%
0
지시
0.00%
충고/
2
40.00%
제안
비판 40.002 %
완화된 0
비판 0.00%
5
계
100.00%
교정

%
0.00%
6.45%
15.38%
0.00%
6.25%
0.00

0
0.00%
1
9.09%
5
45.45%
2
18.18%
1
9.09%
11
100.00%

% 0
0.00%
16.67%
0
0.00%
16.13%
9
32.14%
15.38%
7
25.00%
16.67%
2
7.14%
13.75%
28
100.00%
0.00

%
0.00%
29.03%
53.85%
33.33%
35.00%
0.00

1
2.78%
5
13.89%
15
41.67%
2
5.56%
3
8.33%
36
100.00%

% 1
1.25%
83.33%
6
7.50%
48.39%
31
38.75%
15.38%
13
16.25%
50.00%
6
7.50%
45.00%
80
100.00%

100.00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3>을 보면 초점에서는 ‘표현의 정확성’(45.00%) > ‘내용’(35.00%) > ‘조직’(13.75%) >
‘수사적 맥락’(6.25%)의 순을 보였다. 이를 <표 2>의 ‘독자반응’과 ‘칭찬’을 제외하기 전과 비
교하면 초점의 항목별 빈도순에 변화는 없었다. 다만, ‘조직’, ‘표현의 정확성’의 경우 ‘독자반
응’과 ‘칭찬’을 제외하기 전 각각 25.44%, 33.33%의 빈도를 보였는데, 제외한 후에는
13.75%, 45.00%의 빈도를 보여 다른 두 항목에 비해 ‘독자반응’과 ‘칭찬’을 제외하기 전과 후
의 빈도 차이가 컸다. 이는 ‘독자반응’과 ‘칭찬’의 첨삭논평 34개 중 ‘조직’은 18개로 큰 비중
을 차지한 데 비해 ‘표현의 정확성’은 2개에 그쳤기 때문이다.
방식에서는 ‘충고/제안’(38.75%) > ‘닫힌 질문’(21.25%) > ‘비판’(16.25%) > ‘열린 질문’,
‘지시’, ‘완화된 비판’(7.50%) > ‘교정’(1.25%)의 순으로 나타나, 두 항목이 제외되었다는 점
외에 ‘독자반응’과 ‘칭찬’을 제외하기 전과 후의 방식의 항목별 빈도순에 변화는 없었다.

3.1. 초점
‘초점’의 측면에서 <표 2>를 좀 더 살펴보자. 앞서 살핀 바, 초점에서는 ‘표현의 정확
성’(33.33%) > ‘내용’(30.70%) > ‘조직’(25.44%) > ‘수사적 맥락’(10.53%)의 순으로 나타나,
‘표현의 정확성’(33.33%)에 대한 첨삭논평 제공 빈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표현의 정확
성’(33.33%)의 빈도가 가장 높기는 하지만, ‘내용’(30.70%), ‘조직’(25.44%) 항목과 빈도 차이
가 크지 않았다. 이는 교수자가 동료 첨삭을 시행할 때 초점의 4가지 항목 모두에서 첨삭논평
을 제공하도록 조건화했기 때문에 첨삭논평 제공이 초점의 어느 하나의 항목으로 편중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적 맥락’(10.53%)의 경우는 다른 초점 항목에 비해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글의 목적
이나 갈래, 주제, 분량, 예상 독자와 관련한 ‘수사적 맥락’은 첨삭논평을 각각 한 번씩만 제공
할 수 있으므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박준범 2017ㄱ: 77). 다른 학생이 첨삭논
평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 동일하게 첨삭논평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빈도의 측면에서 한계
가 있는 ‘수사적 맥락’이 가장 낮은 빈도로 나타난 것이다. 주목할 점은 8개 글 중 2개에서는
‘수사적 맥락’의 첨삭논평이 한 번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다른 학생이 ‘수사적 맥
락’에 대해 첨삭논평을 제공한 경우가 아닌데도, 즉 ‘수사적 맥락’에 대해 첨삭논평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적 맥락’은 첨삭논평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첨삭하는
글 전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즉 단어나 문장, 문단 수준이 아닌 글 전체 수준에서의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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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논평을 제공하는 ‘수사적 맥락’ 항목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동료 첨삭에서 제공된 첨삭논평을 초점의 하위 범주에 따라 살펴보자. 아래는 ‘수사적 맥락’
에 해당하는 첨삭논평의 예이다.
◎ 1200자 글쓰기에 맞지 않은 분량이니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 주어진 논제에 맞게 자신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에 대해 잘 보여준 것 같다.

다음은 ‘조직’의 초점 영역으로 제공된 첨삭논평의 예이다.
◎ 주장 1, 주장 2를 한 문단으로 묶어 한 번에 쓰는 것이 글의 구성에 알맞음.

◎ 결론은 자신의 주장을 요약하는 것인데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가 나오는 것은 글의 조직적
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

- 93 -

329차 학술대회 발표집

아래는 ‘내용’에 해당하는 첨삭논평의 예이다.
◎ ‘빈부격차’가 경제적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뒷받침하는 것 같으니 다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
다.

◎ 주제를 뒷받침하기에는 두 번째 조건이 타당하지 않다.

다음은 ‘표현의 정확성’의 초점 영역으로 제공된 첨삭논평의 예이다.
◎ ‘본다’라는 표현이 사용 가능하긴 하나, ‘생각한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매끄러운 것 같습니
다.

◎ ① 문장과 ② 문장이 단어만 다르고 속뜻은 같아서 중복된 문장으로 느껴진다. ② 문장을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에는 ··· 것들이 있다”라고 하거나 ① 문장과 ② 문장을 적절히 섞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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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장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3.2. 방식
‘방식’의 측면에서 <표 2>를 좀 더 살펴보자. 첨삭논평의 제공 빈도가 방식에서는 ‘충고/제
안’(27.19%) > ‘칭찬’(18.42%) > ‘닫힌 질문’(14.91%) > ‘비판’, ‘독자 반응’(11.40%) > ‘열린
질문’, ‘지시’, ‘완화된 비판’(5.26%) > ‘교정’(0.88%)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수자가 동료 첨삭
방법을 안내할 때 ‘초점’에 대해서는 4가지 항목 모두에서 첨삭논평을 제공하도록 조건화한
것에 비해 ‘방식’에 대해서는 각각의 첨삭논평에 대해 ‘모두 다른 방식을 사용하라’는 정도의
조건만 부여했기 때문에 동료 첨삭논평의 제공 양상은 ‘방식’의 측면에서 좀 더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수자의 첨삭논평 제공 양상을 첨삭논평의 ‘방식’에 따라 계량화하여 논의한 이재기
(2010,

2011),

박준범(2014,

2017ㄱ)과

비교할

수

있다.

이재기(2010)에서는

‘지시하

기’(65.10%) > ‘평가하기’(28.70%) > ‘제언하기’(4.20%) > ‘질문하기’(1.30%) > ‘표현하
기’(0.60%)의 순으로 첨삭논평이 제공되었고, 이재기(2011)에서도 ‘지시하기’(68.49%) > ‘평가
하기’(24.50%) > ‘제언하기’(4.28%) > ‘질문하기’(2.14%) > ‘표현하기’(0.60%)의 빈도순으로
나타났다.

박준범(2014)에서는

‘표현하기’(28.68%)

>

‘지시하기’(25.51%)

>

‘평가하

기’(23.63%) > ‘질문하기’(11.67%) > ‘제언하기’(10.52%)의 순으로 나타났고 박준범(2017ㄱ)에
서는 ‘질문하기’(26.77%) > ‘표현하기’(24.04%) > ‘평가하기’(18.22%) > ‘제언하기’(16.73%) >
‘지시하기’(14.25%) 의 빈도순을 보였다.
앞서 살핀 본고의 첨삭논평의 ‘방식’ 9개를 위의 연구들과 같이 ‘질문하기(열린 질문, 닫힌
질문)’, ‘지시하기(교정, 지시)’, ‘제언하기(충고/제안)’, ‘평가하기(비판, 완화된 비판)’, ‘표현하
기(독자 반응, 칭찬)’로 재분류하면 ‘표현하기’(29.82%) > ‘제언하기’(27.19%) > ‘질문하
기’(20.18%) > ‘평가하기’(16.67%) > ‘지시하기’(6.14%)의 빈도순을 나타낸다. 이를 이재기
(2010, 2011)의 교수자 첨삭논평 제공 양상과 비교하면 항목별 빈도순이 정반대임을 알 수 있
다. 이재기(2010, 2011)에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표현하기’가 본고의 동료 첨삭 제공 양상
에서는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이재기(2010, 2011)에서 미미한 빈도를 보인 ‘제언하기’,
‘질문하기’도 본고의 동료 첨삭 제공 양상에서는 ‘표현하기’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
에 비해 이재기(2010, 2011)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지시하기’ 항목은 본고의 동료 첨
삭 제공 양상에서는 6% 정도에 그쳐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박준범(2014, 2017ㄱ)의 교수
자 첨삭논평 제공 양상은 박준범(2014)와 박준범(2017ㄱ)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이진 않지만,
공통적으로 ‘표현하기’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데 비해, ‘제언하기’의 빈도가 낮다는 특징을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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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기(2010, 2011)와 박준범(2014, 2017ㄱ)에서 보이는 교수자 첨삭논평 제공 양상의 공통
점은 ‘제언하기’의 빈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점인데, 이는 ‘제언하기’의 빈도가 첨삭논평의 제
공 양상에서 2번째 높은 빈도를 보이는 본고의 동료 첨삭논평의 제공 양상과 대조적이다. 교
수자 첨삭논평에 비해 동료 첨삭논평에서 ‘제언하기’의 빈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들
은 본인들 스스로가 글쓰기 학습자라는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동료 학습자의 글을 첨삭할 때
특정한 하나의 수정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가능성

있는 여러 수정의 대안 중 하나를 제시하

는 ‘충고/제안’의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인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
을 요구하는 ‘지시하기’의 방식이 동료 첨삭논평의 제공 양상에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 ‘표현하기’의 방식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데, 이는 동료 학습자
의 글을 첨삭할 때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하여 ‘칭찬’의 방식으로 첨삭논평을 제공하거나, ‘독
자 반응’의 방식으로 독자로서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임을 드러내어 동료 학습자의 글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 방향 제시의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료 첨삭에서 제공된 첨삭논평을 방식의 하위 범주에 따라 살펴보자. 아래는 ‘닫힌 질문’에
해당하는 첨삭논평의 예이다.
◎ ②가 ③을 적절하게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까?

◎ ‘행복을 느낀다’가 낫지 않을까요?

다음은 ‘열린 질문’의 방식으로 제공된 첨삭논평의 예이다.

◎ 이 문단이 ‘힘들 때 힘이 나는 나의 유토피아’라는 주제문을 어떤 식으로 뒷받침하고 있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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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아래는 ‘교정’에 해당하는 첨삭논평의 예이다. 전체 제공된 첨삭논평 중 ‘교정’의 방식은 한
경우뿐이었다.
◎ 잠을 원하는 면

다음은 ‘지시’의 방식으로 제공된 첨삭논평의 예이다.
◎ ‘인간의 한계 극복에 있다’ →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 있다’가 더욱 자연스러움.

◎ ‘범죄가 없고’라고 고친다.

아래는 ‘충고/제안’에 해당하는 첨삭논평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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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 1과 본론 2의 내용을 요약해서 적은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 ‘살해된’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다.

다음은 ‘비판’의 방식으로 제공된 첨삭논평의 예이다.
◎ ③ 문장의 적절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아래는 ‘완화된 비판’에 해당하는 첨삭논평의 예이다.
◎ 질문 형식의 문장이 많이 쓰이면 집중력이 흩어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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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이 더 다듬어졌다면 마무리의 느낌이 깔끔했을 것이다.

다음은 ‘독자 반응’의 방식으로 제공된 첨삭논평의 예이다.
◎ 마무리를 유토피아 세계에 대해 정리하면서 잘 맺어 더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 자신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의 효과를 잘 설명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도 쉽고 공감
도 할 수 있게 해서 좋았다.

아래는 ‘칭찬’에 해당하는 첨삭논평의 예이다.
◎ 주어진 논제에 맞게 자신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에 대해 잘 보여준 것 같다.

◎ 앞에 근거들이 호소력 있어서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한 것 같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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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료 첨삭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
이 장에서는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초점’과 ‘방식’으로 구분
하여 살펴보자. 박준범(2017ㄱ: 86)에서는 제공된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을
‘수용’, ‘거절’, ‘삭제’, ‘미제출’로 구분하였다. 박준범(2017ㄱ: 86)은 ‘수용’은 교수자가 제공한
첨삭논평에 따라 글쓰기 학습자가 자신의 첫 번째 글쓰기 초고를 수정하여 수정고를 작성한
경우를 가리키고, ‘거절’은 교수자가 제공한 첨삭논평에 따라 글을 수정하지 않고, 글쓰기 학
습자가 자신의 첫 번째 글쓰기 초고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라고 하였다. ‘삭제’는 교수자가 제
공한 첨삭논평에 해당하는 첫 번째 글쓰기의 초고를 수정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삭제한 경우를
말하는데, 교수자가 제공한 첨삭논평에서 삭제와 관련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
한 부분을 임의로 제거한 것을 가리키며,28) ‘미제출’은 글쓰기 학습자가 첫 번째 글쓰기에 대
한 수정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다.
아래 <표 4>는 본고에서 시행한 동료 첨삭에서 제공된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을 박준범(2017ㄱ)과 같이 ‘수용’, ‘거절’, ‘삭제’로 분류한 표이다. 앞서 밝힌 바, 첨삭논
평의 ‘방식’ 중 ‘독자 반응’이나 ‘칭찬’에 대한 반응이 수용인지, 거절인지를 판별하기 쉽지 않
기 때문에 ‘독자 반응’과 ‘칭찬’을 제외하고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살
펴본다. 8개의 글에 제공된 첨삭논평 114개 중 ‘독자 반응’의 첨삭논평 13개, ‘칭찬’의 첨삭논
평 21개를 제외하면 80개의 첨삭논평이 동료 첨삭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이 된다.
<표 4>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

방식

초점

수용
수사적

맥락

절
삭제
거

소계
조직

수용

닫힌
질문
1
50.00%

린
질문
0
0.00%
1
100.00%
0
0.00%
1
100.00%
열

교정

-

지시

0

/

충고

제안

1
%
1
50.00%
0
0.00%
2
100.00%
4
0.00%
80.00%
50.00

화된
비판 완비판
0
0.00%
2
100.00%
0
0.00%
2
100.00%
1
0
50.00%
0.00%

계

1
%
4
80.00%
0
0.00%
5
100.00%
6
54.55%
20.00

28) 박준범(2017ㄱ: 86)은 ‘삭제’의 반응은 ‘수용’으로서의 삭제 반응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수용’으로서의 삭제 반응은 교수자가 제공한 첨삭논평에서 삭제와 관련한 내용을 제공하여 이를 글
쓰기 학습자가 수용하여 반응을 보인 경우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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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00%
0
0.00%
2
소계
100.00%
4
수용
57.14%
3
거절
42.86%
삭제 0.000 %
7
소계
100.00%
5
수용
62.50%
2
거절
25.00%
삭제 12.501 %
8
소계
100.00%
10
수용계
58.82%
6
거절계
35.29%
삭제계 5.881 %
17
합계 100.00
%
절
삭제
거

내용

표현의

확

정 성

계

1
33.33%
2
66.67%
0
0.00%
3
100.00%
2
100.00%
0
0.00%
0
0.00%
2
100.00%
3
50.00%
3
50.00%
0
0.00%
6
100.00%

1
100.00%
0
0.00%
0
0.00%
1
100.00%
1
100.00%
0
0.00%
0
0.00%
1
100.00%

1
100.00%
0
0.00%
1
100.00%
2
40.00%
2
40.00%
1
20.00%
5
100.00%
2
33.33%
3
50.00%
1
16.67%
6
100.00%

1
20.00%
0
0.00%
5
100.00%
5
55.56%
3
33.33%
1
11.11%
9
100.00%
6
40.00%
6
40.00%
3
20.00%
15
100.00%
16
51.61%
11
35.48%
4
12.90%
31
100.00%

1
50.00%
0
0.00%
2
100.00%
3
42.86%
2
28.57%
2
28.57%
7
100.00%
2
100.00%
0
0.00%
0
0.00%
2
100.00%
6
46.15%
5
38.46%
2
15.38%
13
100.00%

1
5
100.00% 45.45%
0
0
0.00%
0.00%
1
11
100.00% 100.00%
0
13
0.00%
46.43%
1
11
50.00%
39.29%
1
4
50.00%
14.29%
2
28
100.00% 100.00%
3
21
100.00% 58.33%
0
10
0.00%
27.78%
0
5
0.00%
13.89%
3
36
100.00% 100.00%
3
41
50.00%
51.25%
2
30
33.33%
37.50%
1
9
16.67%
11.25%
6
80
100.00% 100.00%

위의 <표 4>를 보면, 본고에서 시행한 동료 첨삭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은 ‘수용’,
‘거절’, ‘삭제’로 나타났는데, 수정고를 제출하지 않은 글쓰기 학습자는 없었으므로 ‘미제출’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박준범(2017ㄱ)에서는 ‘미제출’의 경우와 더불어 글쓰기 학습자가 교
수자로부터 제공받은 첨삭논평을 수용한 것인지, 거절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삭제’의 경우
를 제외하고 ‘수용’과 ‘거절’의 반응에만 초점을 맞추어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
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삭제’의 반응은 글쓰기 학습자가 첨삭논평을 수용한 것인지, 거절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박준범(2017ㄱ: 86)의 논의에 동의하는 바, 본고에서도 ‘삭제’의 첨삭
논평 9개를 제외하고 ‘수용’과 ‘거절’을 중심으로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는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수용’과 ‘거절’의 반
응 양상을 정리하여 보인 것이다.
<표 5>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수용’과 ‘거절’ 반응 양상

방식

초점
수사적

수용

닫힌
질문

-

린

열

질문

0

교정

지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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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고

제안

1

비판
0

완화된
비판
-

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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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조직

내용

표현의

확

정 성

계

소계
1
수용
50.00%
1
거절
50.00%
2
소계
100.00%
4
수용
57.14%
3
거절
42.86%
7
소계
100.00%
5
수용
71.43%
2
거절
28.57%
7
소계
100.00%
10
수용계
62.50%
6
거절계
37.50%
16
합계 100.00
%
절

거

%
1
100.00%
1
100.00%
1
33.33%
2
66.67%
3
100.00%
2
100.00%
0
0.00%
2
100.00%
3
50.00%
3
50.00%
6
100.00%
0.00

1
100.00%
0
0.00%
1
100.00%
1
100.00%
0
0.00%
1
100.00%

0
0.00%
1
100.00%
1
100.00%
2
50.00%
2
50.00%
4
100.00%
2
40.00%
3
60.00%
5
100.00%

%
1
50.00%
2
100.00%
4
80.00%
1
20.00%
5
100.00%
5
62.50%
3
37.50%
8
100.00%
6
50.00%
6
50.00%
12
100.00%
16
59.26%
11
40.74%
27
100.00%
50.00

%
2
100.00%
2
100.00%
1
50.00%
1
50.00%
2
100.00%
3
60.00%
2
40.00%
5
100.00%
2
100.00%
0
0.00%
2
100.00%
6
54.55%
5
45.45%
11
100.00%
0.00

0
0.00%
1
100.00%
1
100.00%
0
0.00%
1
100.00%
1
100.00%
3
100.00%
0
0.00%
3
100.00%
3
60.00%
2
40.00%
5
100.00%

%
4
80.00%
5
100.00%
6
54.55%
5
45.45%
11
100.00%
13
54.17%
11
45.83%
24
100.00%
21
67.74%
10
32.26%
31
100.00%
41
57.75%
30
42.25%
71
100.00%
20.00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수용’과 ‘거절’의 반응 양상은 전체적으로 ‘수용’이
57.75%, ‘거절’이 42.25%로 나타났다. 초점의 측면에서 보면, ‘수용’과 ‘거절’의 반응이 각각
‘조직’은 54.55%,

45.45%, ‘내용’은 54.17%, 45.83%, ‘표현의 정확성’에서는 67.74%,

32.26%의 빈도를 보여 ‘수용’의 반응이 ‘거절’의 반응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수사적
맥락’에서는 ‘거절’의 빈도가 80.00%로 ‘수용’의 반응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방식의 측면에서는, ‘닫힌 질문’(62.50% : 37.50%), ‘충고/제안’(59.26% : 40.74%), ‘비
판’(54.55% : 45.45%), ‘완화된 비판’(60.00% : 40.00%)에서 ‘수용’의 빈도가 ‘거절’의 빈도보
다 높아 전체 ‘수용’과 ‘거절’의 반응 양상(57.75% : 42.25%)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지시’에서는 ‘수용’이 40.00%, ‘거절’이 60.00%로 나타나 ‘거절’의 빈도가 더 높았다. ‘열린
질문’은 ‘수용’과 ‘거절’이 각각 50.00%로 나타나 대등한 빈도를 보였고, ‘교정’에서는 한 개
의 첨삭논평이 제공되었는데 ‘수용’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 본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동료 첨삭논평의 제
공 양상과 함께 살펴보자. 먼저 ‘수용’ 양상에 대해 논의하는데, 아래는 제공된 동료 첨삭논평
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수용’ 양상을 정리하여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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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수용’ 양상

초점

방식
닫힌
질문
열린
질문
교정
지시

/

충고

제안

비판
완화된
비판
계

수사적
제공
0

맥락

수용
-

1
0
0.00%
0
0
2
1
50.00%
2
0
0.00%
0
5
1
20.00%

조직
제공
2

표현의

내용
수용
1

50.00%
0
0
1
0
0.00%
5
4
80.00%
2
1
50.00%
1
0
0.00%
11
6
54.55%

제공

수용
4

7

57.14%
3
1
33.33%
0
0
9
5
55.56%
7
3
42.86%
2
0
0.00%
28
13
46.43%

확

정 성
제공
수용
8
5

62.50%
2
2
100.00%
1
1
100.00%
5
2
40.00%
15
6
40.00%
2
2
100.00%
3
3
100.00%
36
21
58.33%

계
제공
1

수용

7
10
58.82%
6
3
50.00%
1
1
100.00%
6
2
33.33%
31
16
51.61%
13
6
46.15%
6
3
50.00%
80
41
51.25%

위의 <표 6>을 보면, 글쓰기 학습자에게 제공된 동료 첨삭논평 총 80개 중 글쓰기 학습자
가 ‘수용’의 반응을 보인 경우는 41개였다. 이러한 ‘수용’ 양상은 초점의 측면에서는 ‘수사적
맥락’ 1개, ‘조직’ 6개, ‘내용’ 13개, ‘표현의 정확성’ 21개로 나타났고, 방식의 측면에서는 ‘닫
힌 질문’ 10개, ‘열린 질문’ 3개, ‘교정’ 1개, ‘지시’ 2개, ‘충고/제안’ 16개, ‘비판’ 6개, ‘완화
된 비판’ 3개로 나타났다.
위의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수용’ 양상을 교수자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수용’ 양상에 대해 논의한 박준범(2017ㄱ)과 비교해서 살펴보자. 아래는 박준범
(2017ㄱ)의 교수자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수용’ 양상을 보인 것이다.
<표 7> 교수자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수용’ 양상 : 박준범(2017ㄱ)

초점

방식
닫힌
질문
열린
질문
교정
지시

/

충고

제안

수사적
제공
3

맥락

수용

7
21
56.76%
2
2
100.00%
0
2
2
100.00%
8
5
62.50%

조직
제공
1

표현의

내용
수용

7
11
64.71%
7
7
100.00%
2
2
100.00%
3
3
100.00%
40
27
67.50%

제공
42

수용
30

71.43%
70
68.63%
0
9
7
77.78%
75
44
58.67%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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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정 성
제공
수용
5
5

100.00%
1
25.00%
88
49
55.68%
11
7
63.64%
12
6
50.00%
4

계
제공
101

수용
6

7

66.34%
80
69.57%
90
51
56.67%
25
19
76.00%
135
82
60.72%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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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완화된
비판
계

20

9

45.00%
13
72.22%
87
52
59.77%
18

10

5

50.00%
15
57.69%
105
70
66.67%
26

16

11

68.75%
7
21
56.76%
281
183
65.12%
3

18

10

55.56%
1
50.00%
140
79
56.43%
2

64

35

54.69%
50
60.24%
613
384
62.64%
83

박준범(2017ㄱ)에서는 학습자에게 제공된 교수자 첨삭논평이 총 613개였는데, 초점의 측면
에서는 ‘수사적 맥락’ 87개, ‘조직’ 105개, ‘내용’ 281개, ‘표현의 정확성’ 140개가 제공되었
고, 방식의 측면에서는 ‘닫힌 질문’ 101개, ‘열린 질문’ 115개, ‘교정’ 90개, ‘지시’ 25개, ‘충
고/제안’ 135개, ‘비판’ 64개, ‘완화된 비판’ 83개가 제공되었다. 제공된 교수자 첨삭논평에
대해 글쓰기 학습자가 수용의 반응을 보인 경우는 384개였다. 이러한 수용 양상은 초점의 측
면에서는 ‘수사적 맥락’ 52개, ‘조직’ 70개, ‘내용’ 183개, ‘표현의 정확성’ 79개로 나타났고,
방식의 측면에서는 ‘닫힌 질문’ 67개, ‘열린 질문’ 80개, ‘교정’ 51개, ‘지시’ 19개, ‘충고/제
안’ 82개, ‘비판’ 35개, ‘완화된 비판’ 50개로 나타났다.
<표 6>과 <표 7>의 전체 수용률을 보면, 박준범(2017ㄱ)의 교수자 첨삭논평에 대한 수용률
은 62.64%, 본고의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수용률은 51.25%로 나타나 박준범(2017ㄱ)의 교수
자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다음으로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거절’ 양상을 동료 첨삭논평의 제공 양상
과 함께 살펴보자. 아래는 제공된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거절’ 양상을 정리
하여 보인 것이다.
<표 8>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거절’ 양상

초점

방식
닫힌
질문
열린
질문
교정
지시

/

충고

제안

비판
완화된
비판
계

수사적
제공
0

맥락

절

거
-

1
1
100.00%
0
0
2
1
50.00%
2
2
100.00%
0
5
4
80.00%

조직
제공
2

절

거
1

50.00%
0
0
1
1
100.00%
5
1
20.00%
2
1
50.00%
1
1
100.00%
11
5
45.45%

내용
제공

7

표현의

절

거
3

42.86%
3
2
66.67%
0
0
9
3
33.33%
7
2
28.57%
2
1
50.00%
28
11
39.29%

확

정 성
제공
거
8
2

절

25.00%
2
0
0.00%
1
0
0.00%
5
2
40.00%
15
6
40.00%
2
0
0.00%
3
0
0.00%
36
10
27.78%

계

거절
7
6
35.29%
6
3
50.00%
1
0
0.00%
6
3
50.00%
31
11
35.48%
13
5
38.46%
6
2
33.33%
80
30
37.50%

제공
1

<표 8>을 보면, 글쓰기 학습자에게 제공된 동료 첨삭논평 80개 중 ‘거절’의 반응을 보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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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30개였다. 이러한 ‘거절’ 양상은 초점의 측면에서는 ‘수사적 맥락’ 4개, ‘조직’ 5개, ‘내
용’ 11개, ‘표현의 정확성’ 10개로 나타났고, 방식의 측면에서는 ‘닫힌 질문’ 6개, ‘열린 질문’
3개, ‘교정’ 0개, ‘지시’ 3개, ‘충고/제안’ 11개, ‘비판’ 5개, ‘완화된 비판’ 2개로 나타났다.
‘수용’ 양상과 마찬가지로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거절’ 양상도 박준범
(2017ㄱ)에서 논의한 교수자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거절’ 양상과 비교해서 살펴보
자. 아래는 박준범(2017ㄱ)의 교수자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거절’ 양상을 보인 것
이다.
<표 9> 교수자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거절’ 양상 : 박준범(2017ㄱ)

수사적

초점

방식
닫힌
질문
열린
질문
교정
지시

/

충고

제안

비판
완화된
비판
계

맥락

거절
7
9
24.32%
2
0
0.00%
0
2
0
0.00%
8
2
25.00%
20
4
20.00%
18.
3
16.67%
87
18
20.69%

제공
3

조직

거절
7
2
11.76%
7
0
0.00%
2
0
0.00%
3
0
0.00%
40
7
17.50%
10
3
30.00%
26
4
15.38%
105
16
15.24%

제공
1

내용
제공
42

표현의

절

거
5

11.90%
20
19.61%
0
9
1
11.11%
75
17
22.67%
16
3
18.75%
37
9
24.32%
281
55
19.57%
102

확

정 성
제공
거
5
0

절

0.00%
1
25.00%
88
8
9.09%
11
1
9.09%
12
4
33.33%
18
6
33.33%
2
1
50.00%
140
21
20.48%
4

계
제공
101

절

거
16

15.84%
21
18.26%
90
8
8.89%
25
2
8.00%
135
30
22.22%
64
16
25.00%
83
17
20.48%
613
110
17.94%
115

박준범(2017ㄱ)에서는 글쓰기 학습자에게 제공된 동료 첨삭논평 613개 중 ‘거절’의 반응을
보인 경우가 110개였다. 이러한 ‘거절’ 양상은 초점의 측면에서는 ‘수사적 맥락’ 18개, ‘조직’
16개, ‘내용’ 55개, ‘표현의 정확성’ 21개로 나타났고, 방식의 측면에서는 ‘닫힌 질문’ 16개,
‘열린 질문’ 21개, ‘교정’ 8개, ‘지시’ 2개, ‘충고/제안’ 30개, ‘비판’ 16개, ‘완화된 비판’ 17개
로 나타났다.
<표 8>과 <표 9>의 전체 거절률을 보면, 박준범(2017ㄱ)의 교수자 첨삭논평에 대한 거절률
은 17.94%, 본고의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거절률은 37.50%로 나타나 박준범(2017ㄱ)의 교수
자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거절률에 비해 본고의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
습자의 거절률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박준범(2017ㄱ)의 교수자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에 비해 본고의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이 상대적으로 낮
은 수용률과 높은 거절률을 보임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초점과 방식의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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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초점
초점의 측면에서 본고의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수용률과 박준범(2017ㄱ)의
교수자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수용률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10> 초점에 따른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수용률 비교

구분

준범
첨삭 (2017ㄱ)
동료
첨삭 본고

교수자

박

수사적

맥락
59.77%
20.00%

조직

7%
54.55%
66.6

내용

%
46.43%
65.12

표현의

확

정 성

%
58.33%
56.43

계

%
51.25%
62.64

박준범(2017ㄱ)에서 교수자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수용률은 초점 영역 간 큰 차
이를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해, 본고의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수용률은 ‘조
직’(54.55%), ‘내용’(46.43%), ‘표현의 정확성’(58.33%)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수사적
맥락’에서는 수용률이 20.00%에 그쳐 다른 초점 영역에 비해 낮은 수용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본고의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거절률과 박준범(2017ㄱ)의 교수자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거절률을 초점의 측면에서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11> 초점에 따른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거절률 비교

구분

준범
첨삭 (2017ㄱ)
동료
첨삭 본고

교수자

박

수사적

맥락
20.69%
80.00%

조직

%
45.45%
15.24

내용

7%
39.29%
19.5

표현의

확

정 성

%
27.78%
20.48

계

7 %
37.50%
1 .94

박준범(2017ㄱ)에서 교수자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거절률은 수용률과 마찬가지
로 초점 영역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해, 본고의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
의 거절률은 ‘조직’(45.45%), ‘내용’(39.29%), ‘표현의 정확성’(27.78%)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
지만, ‘수사적 맥락’에서는 거절률이 80.00%로 다른 초점 영역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거절률
을 보였다.
박준범(2017ㄱ: 90)은 교수자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수용’과 ‘거절’의 반응 양
상이 초점 영역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글쓰기 학습자가 특정한 초점 영역에 대
해 편향적으로 수용하거나 거절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또한
초점의 모든 영역에서 ‘수용’의 반응이 ‘거절’의 반응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교수자의 첨삭논
평에 대해 글쓰기 학습자가 기본적으로 수용의 태도로 접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교수자 첨삭의 경우와 달리, 동료 첨삭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수용’과 ‘거절’의 반응 양상
에서는 글쓰기 학습자가 동료의 첨삭논평 중 ‘수사적 맥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쓰기 학습자가 동료의 첨삭논평 중 ‘수사적 맥락’에 대해서 높은 거절률을 보이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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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일까? 이는 앞서 3장에서 논의한 동료 첨삭의 제공 양상과 관계가 있다. ‘수사적 맥락’은
동료 첨삭논평 제공 양상에서 다른 초점 항목에 비해 낮은 빈도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학
생들이 단어나 문장, 문단 수준이 아닌 글 전체 수준에서의 첨삭논평을 제공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수사적 맥락’ 항목에 대한 제공 빈도가 낮다고 설명하였다. ‘수사적 맥락’에 대한 첨삭
논평을 제공한 학생에게도 글 전체 수준에서의 첨삭논평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및 미
숙함이 드러나는데, 이는 동료가 제공한 ‘수사적 맥락’의 첨삭논평에 대해 글쓰기 학습자가 자
신의 글을 나아지게 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게 한다. 이는 ‘수사적
맥락’의 첨삭논평에 대한 ‘거절’의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수사적 맥락’의 첨삭논평 5개 중 상
대적으로 첨삭 제공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글의 분량에 대한 첨삭논평 1개에 대해서만 ‘수
용’의 반응을 보였고, 글의 목적이나 주제 등에 대한 첨삭논평에 대해서는 ‘거절’의 반응을 보
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4.2. 방식
방식의 측면에서 본고의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수용률과 박준범(2017ㄱ)의
교수자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수용률을 비교해서 살펴보자.
<표 12> 방식에 따른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수용률 비교

완화된
비판
질문
질문
제안
비판
교수자
박준범
첨삭 (2017ㄱ) 66.34% 69.57% 56.67% 76.00% 60.72% 54.69% 60.24%
동료
첨삭 본고 58.82% 50.00% 100.00% 33.33% 51.61% 46.15% 50.00%
구분

닫힌

린

열

교정

지시

/

충고

계

%
51.25%
62.64

박준범(2017ㄱ)에서 교수자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수용률은 방식에서도 초점과
마찬가지로 항목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지시’의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본고의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수용률은 ‘교정’29)과 ‘지시’를 제외하고는
방식의 항목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박준범(2017ㄱ)에서 가장 높은 수용률을 보인
‘지시’의 수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다음으로 방식의 측면에서 본고의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거절률과 박준범
(2017ㄱ)의 교수자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거절률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13> 방식에 따른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거절률 비교

완화된 계
비판
질문
질문
제안
비판
교수자
박준범
첨삭 (2017ㄱ) 15.84% 18.26% 8.89% 8.00% 22.22% 25.00% 20.48% 17.94%
구분

닫힌

린

열

교정

지시

/

충고

29) ‘교정’의 경우는 본고의 동료 첨삭에서 제공된 첨삭논평의 수가 1개에 불과해 수용률이 글쓰기 학습
자의 반응 양상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논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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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첨삭
동

본고

%

35.29

%

50.00

%

0.00

%

50.00

%

35.48

%

38.46

% 37.50%

33.33

박준범(2017ㄱ)에서 방식 항목별 교수자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거절률을 보면
‘비판’이 25.00%로 가장 높고 ‘지시’가 8.00%로 가장 낮은 거절률을 보였다. 본고의 동료 첨
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거절률은 ‘열린 질문’,30) ‘교정’, ‘지시’를 제외하고는 방식의
항목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박준범(2017ㄱ)에서 가장 낮은 거절률을 보인 ‘지시’의
거절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수용’과 ‘거절’의 반응 양상을 방식의 측면에서 살펴 본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박준범(2017ㄱ)의 교수자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
에서는 ‘지시’가 가장 높은 수용률과 가장 낮은 거절률을 보여 글쓰기 학습자가 선호하는 첨
삭논평 방식인 것에 비해, 본고의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에서는
‘지시’에서 가장 낮은 수용률과 가장 높은 거절률을 보여 ‘지시’의 방식으로 제공된 첨삭논평
을 선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시’ 방식으로 제공된 첨삭논평이 교수자 첨삭에서는 글쓰기 학습자에게 선호되지만, 동료
첨삭에서는 선호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는 교수자가 제공한 첨삭논평과 동료
가 제공한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인식 차이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박준범
(2017ㄴ: 14)에서는 글쓰기 학습자는 교수자가 ‘지시’와 같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매우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지시’는 다른 방식에 비해 수정 방향
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제시하는데, 교수자가 제공한 ‘지시’의 첨삭 논평은 본인의 글이 나
아지도록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데 비해, 동료가 제공한 ‘지시’의 첨삭 논평은 도움을 준다
고 인식하기보다는 자신의 글에 대한 직접적인 지적을 당하는 것으로 느껴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인식 차이에 기인하여 상대적으로 교수자가 제공한 ‘지시’의 첨삭논
평에 대해서는 ‘수용’의 반응을 나타내지만, 동료가 제공한 ‘지시’의 첨삭논평에 대해서는 ‘거
절’의 반응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박준범(2017ㄱ)의 첨삭논평 구분 기준을 적용하여 ‘초점’과 ‘방식’의 측면에서
동료 첨삭논평의 제공 양상과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반응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교수자 첨삭
논평에 대한 반응 양상과 비교하여 첨삭의 주체가 동료일 때 나타나는 글쓰기 학습자의 첨삭
논평에 대한 반응 양상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동료 첨삭논평의 제공 양상의 특성으로 첨삭 제공자는 ‘초점’ 영역 중 ‘수사적
맥락’에 대한 첨삭논평을 제공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고, ‘방식’의 측면에서는 ‘충
고/제안’의 첨삭논평을 제공하는 것을 선호함을 확인하였다.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
습자의 반응 양상의 특성으로 교수자 첨삭논평의 반응 양상과 대조적으로 동료 첨삭에서는 글

30) ‘열린 질문’도 ‘지시’와 같이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거절률이 50%로 나타났으나,
수용률에서도 50%의 대등한 빈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수용률과 거절률의 차이가 드러나는 ‘지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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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학습자가 ‘초점’ 영역 중 ‘수사적 맥락’에 대해 제공된 첨삭논평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방식’의 측면에서는 ‘지시’의 방식으로 제공된 첨삭논평을 선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 분석한 동료 첨삭의 제공 양상 및 반응 양상은 분석 대상 동료 첨삭논평의 수가
많지 않아, 일반적인 동료 첨삭의 제공 양상 및 반응 양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 밝힌 동료 첨삭의 제공 양상과 동료 첨삭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의 특성
이 교수자가 동료 첨삭을 시행할 때 어떠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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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동료 첨삭의 제공 양상과 동료 첨삭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 연구”에 대한 토론문
박준범(영남대)

본 연구는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수행된 동료 첨삭을 대상으로 동료 첨삭논평의 제공 양상
과 제공된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습니다.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수행되는 첨삭피드백은 학습자가 요구하는 중요한 수업 활동
중 하나이고, 학습자의 만족도 역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수업 활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첨삭피드백 연구는 교수자가 어떤 첨삭논평을 제공하는지에 관한 논
의와 연구자(교수자)의 수업에서 수행한 첨삭피드백이 학생의 쓰기 능력에 효과적이라는 논의
로 편중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는 첨삭논평의 주체인 동료의
제공 양상뿐만 아니라 이를 전달받은 학습자의 반응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로
웠습니다. 본 논의가 보다 깊이를 더하고, 더욱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함께 고
민해 보았으면 하는 것들을 제시해 봅니다.
1. <표7>에서 교수자 첨삭논평에 대한 수용률은 62.64%, <표6>에서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수용률은 51.25%로 나타났고, <표9>에서 교수자 첨삭논평에 대한 거절률은 17.94%, <표
8>에서 동료 첨삭논평에 대한 거절률은 37.50%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첨삭논평을 제공
하는 주체에 따라 수용률과 거절률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첨삭피드백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2. 동료 첨삭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과 교수자 첨삭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의 비교 — 특히, 4.2장에서 언급한 ‘지시’ 방식에 관한 비교 — 에 따르면 교수자가 교
실(calss) 안에서 가지는 권위(power)가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하지만 동료 첨삭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도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면
평가의 주체인 교수자의 권위가 미치는 영향을 여전히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
과적으로, 동료 첨삭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양상에서 학습자가 보인 반응을 동료라는 첨삭
논평의 주체에 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가 궁
금합니다.
3. ‘교수자와 학습자 간 첨삭논평’의 양상과 ‘동료(학습자) 간 첨삭논평’의 양상을 보면 첨삭논
평의 전달과 반응도 결국 소통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료 첨삭을
통해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혹은 학습자들이 보다 좋은 글로 수정할 수 있
도록 지도하려면 교수자는 첨삭피드백 수업에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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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본 연구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기 바라며, 그 결실 또한 맺을 수 있기를 기
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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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분과] 김효신, “한국 언어문화와 페미니즘”

한국 언어문화와 페미니즘
김효신(대가대)

〈차 례〉
１. 들어가면서
２. 기존 연구자료
３. 대중매체 속 페미니즘 – 텔레비전 광고를 중심으로
4

대중매체 속 여성 혐오와 안티페미니즘

5. 한국 언어문화 속 페미니즘의 교육적 효과
6. 나오면서

1. 들어가면서
최근 『페미니즘은 전환이다: 이론과 문학 다시 쓰기』(고정갑희, 북코리아, 2016)라는 책을
접하면서 페미니즘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였다. 이전에 읽었던 많은 페미니즘 관련 서적들도
뒤적여보았다. 파시즘과 페미니즘을 한데 엮어 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다. 문학, 그것도 주로
시 쪽으로 집중하고도 싶다. 그런데 일단 이번 학회 발표 주제로 내놓은 것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 관련이라, 잠시 더 관심이 있는 쪽을 접고, 한국의 언어문화에 집중하고자 한다. 국어학
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비교문화론적 입장에서 한국문화 속 페미니즘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흔히 페미니즘 하면 성차별을 떠올린다. ‘차별’이란 말에 연결고리처럼, 대번에 ‘남녀차별’이
나오고, ‘차별하다’를 찾으면 ‘아들과 딸을 차별하다’란 예문이 나온다. 이처럼 남녀의 구별은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다. 페미니즘 여권신장운동에 대해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차별에 대해서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요즘 한국문화 속 분위기이다. 그러기에 오래도록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던 고질병인 – 물론
여전히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만 - 성추행, 성 추문 등이 요즘 들어 부쩍 ‘미투 운동’으로 다
가오는 것이다. 우리가 한국 언어문화를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어떤 시각으로 교육하는가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는 현 세태임을 다시 한번 자각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한국 언어문화와 페미니즘을 연결하여 가장 빈번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자
면, 아마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쉽게 접하게 되는 대중매체 속
페미니즘, 안티페미니즘일 것이다. 신문, TV, 라디오, 전광판 등의 광고 문구에 그리고 드라마
나 영화 속에 페미니즘에 역행하는 면들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대중매
체 특히 광고 문구 속 한국 언어문화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의 현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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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온라인 속의 페미니즘의 실태를 정리하면서,
한국의 언어문화 속에 자리 잡은 성차별과 불평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내 보이고
자 한다. 그리고 이렇게 들추어낸 민낯을 한국문화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자
한다.

2. 기존 연구자료

한국 언어문화 관련 페미니즘 연구의 기존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행본으로는 박은하의 『광고 속의 성차별』(2009, 소통), 광고 관련 페미니즘 번역서 진 킬
본의 『부드럽게 여성을 죽이는 법』(2018, 갈라파고스) 등이 있다. 그리고 기존의 논문으로는
김환희 「텔레비젼 드라마에 재현되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균열 가능성-이혼녀싱글맘 드라마의
서사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2013,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수아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2015, 페미니즘 연구 15권2호), 정인경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인터넷 여성혐오」
(2016, 페미니즘 연구 16권1호), 김수진 「여성혐오, 페미니즘의 새 시대를 가져오다」(2016, 교
육비평 38), 김수아, 김세은 「포스트페미니즘 시대의 광고와 여성 재현」(2017, 한국광고홍보학
보 19권2호), 백향숙 「언론의 여성혐오 보도 프레임 연구: 여성차별과 폭력의 비가시화-‘메갈
리안’ 보도와 ‘김치녀’ 보도를 중심으로—」(2017,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
소의, 박성원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에서 나타난 젠더표현 연구」(2017, 만화애니메이션연구
47), 김종두 「미투 운동과 성문화」 (2018,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12권5호), 강예원 「디지
털 시대 페미니즘 대중화와 십대 페미니스트 ‘되기(becoming)’에 관한 연구」(2019,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기존의 페미니즘 전반에 관련된 논문들은 문학과 교육 분야 연구이거나, 언어문화와 거리감
이 있는 사회과학적 논문들이 대다수이다. 위에 언급된 단행본이나 석사논문, 연구논문들은
광고나 대중매체 속의 페미니즘, 인터넷상의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고, 여성 혐오 문화를 논쟁
거리로 만들고 있다. 대중매체 속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에 관한 논의가 전반적으로 가장
뜨거운 주제인 것만은 확실하다.

3. 대중매체 속 페미니즘 – 텔레비전 광고를 중심으로
대중매체 속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에 관한 논의가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요즘, 한국 대중매체의 대명사인 텔레비전 광
고를 보면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어느 정도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수아, 김세은의
연구에 따르면 “성차별적 재현 광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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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다. 짧은 시간에 설득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소구 장치가 필요한데, (젊고 아름
다운) 여성의 몸과 얼굴은 소비자의 눈길을 유인하는 주된 도구로 활용되곤 한다. 둘째, 여성
을 특정 역할로 묶어두고 제한하는 경우다. 주로 사적 영역, 즉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담당하
는 어머니나 아내, 혹은 쇼핑이나 연애, 취미나 여행 등에 관심을 두는 자아 중심적 여성을
내세우는 광고가 많고, 공적 영역의 여성이라 하더라도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거나 남성
의 도움이나 조언, 명령을 받는 의존적이고 부차적 존재로서 여성을 등장시킨다. 이 경우 관
습적인 성 역할이 재현되면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1)과 남녀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생산, 유포하게 된다.”2)
요컨대, 텔레비전 광고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제작되고 유통되고, 이는 이를 수용하는
여성들의 인식이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최근 젊은 여성들의 경우, 광고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잘못된 재현의 문제나 전통적 여성성의 반복을 지적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
다.3)
한국의 텔레비전 광고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성차별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여성에 대한
성 역할 정형화, 성적 도구로서의 여성, 소비하는 여성, 남성 의존적인 여성 등의 대표적 광고
사례를 살펴보고, 여기에 최근 문제가 되는 여성 혐오적 광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4)
제일 먼저, “성 역할 고정관념에 충실한 광고”가 끊임없이 제작되고 있음에 주목하자. “남편
에게 아침밥 안 차려 주는 여자 접어”를 외치는 새마을금고, “엄마는 아빠에게” 기대지만 아
빠는 기댈 사람이 없다는 KDB생명, “전구 교체할 땐 아빠, 컴퓨터 교체할 땐 오빠”라는 금호
타이어, 온 가족이 50년 세월 따라 변하고 주방도 바뀌지만, 굳건히 주방에서 오로지 “가족의
건강과 행복만을 위해” 노력하며 설거지를 담당하는 여성을 내세운 애경 트리오 등등 그야말
로 셀 수 없이 많다. LG U＋의 CCTV 광고는 남편과 자녀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여성의 역
할과 임무를 드러낸다. 심지어 제품명도 ‘맘카’인데, 집을 떠나서도 오로지 남편과 자녀에게
신경을 쓰는 존재로서의 주부 혹은 어머니를 묘사한다. “나 없으니까 좋지?” 하는 여성의 목
1) 가장 초기 연구 중 하나인 맥아더와 레스코(McArthur & Resko, 1975)의 분석에서는 여성을 좀 더
의존적이고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배경에 배치하고, 남성의 경우는 좀 더 자율적인 역할을 하고 집
밖의 배경에서 많이 등장한다는 점을 밝혔다. 광고 상품의 종류에도 성별 및 성 역할과 관련된 스테
레오타입을 그대로 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35년이 지난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었다. 아이
센드(Eisend, 2010)는 성 역할 스테레오타입과 관련하여 총 64편의 광고 연구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성 역할 편견에 갇혀 재현되는 경우가 남성보다 1.5에서 4배까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직업적
역할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능력이 크게 향상했음에도 이 점이 광고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을 지적했다. 7개 국가(브라질, 캐나다, 중국, 독일, 대한민국, 태국, 미국)의 텔레비전 광고를 대상으
로 한 백혜진 외(Paek, Nelson, & Vilela, 2011)의 연구 결과는, 여전히 남성이 좀 더 우세하고 권위
있는 역할을 맡고, 여성은 성역할 스테레오타입에 따라 묘사되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음을 밝혀냈다.
국가 간의 성 역할 평등 수준이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광고에 드러나는 성역할 특성이 별다르
지 않음이 밝혀진 것인데, 대표적으로 독일과 태국은 성역할 평등 수준이 다르지만, 광고에 드러나는
불평등은 유사했다. 가장 최근에 수행된 연구에서도, 1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라별 광고의
성 역할 스테레오타입 수준은 여전히 유사했고, 역시 문화적 차이나 성 역할 평등 수준의 차이에 큰
향을 받지 않았다(Matthes, Prieler, & Adam, 2016). 김수아, 김세은, 「포스트페미니즘 시대의 광고
와 여성 재현」, 한국광고홍보학보, 19(2), 2017, p.142.
2) 같은 글, p.146.
3) 같은 글, p.142.
4) 광고는 복합적으로 제시되는 특성이 있어서 하나의 광고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성차별적 요소가 발견
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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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는 기괴하고 공포스러움을 연출하며, 남편과 자녀를 관찰하고 관리하는 방식 또한 안 씻
고 자는 남편 얼굴에 물을 퍼붓거나 게임 하는 아들의 게임기를 망치로 부숴 던져 버리는 등
아내의 존재, 어머니의 존재는 폭력적이다 못해 가학적이기까지 한 지경으로 묘사된다.
“성적 대상화”를 사용하는 한국의 광고에서 종종 등장하는 모델은 설현이다. “설현이 등장
하는 SKT 광고나 엘레쎄 광고 등은 여성의 몸을 철저하게 남성의 시선을 유혹하는 데에 사용
할 뿐이며 그 수위도 노골적이다.”5) 특히 설현의 휴대폰 광고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젠더 이
슈를 무비판적으로 차용하면서 성적 대상화와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더욱더 문제시할 필요가
있다. 설현의 광고들과 더불어 이렇게 “여성을 소비와 남성 의존으로 함께 엮어 ‘김치녀’, ‘된
장녀’ 또는 ‘무개념녀’로 묘사하는 광고들”도 적지 않다.
지금은 삭제된 마몽드 토탈 솔루션의 ‘명품 백을 사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은 여성을 전형적
인 김치녀, 된장녀로 묘사한 대표적인 광고이다. 또, 최지우와 이서진이 등장하는 LG U＋ 광
고에서 최지우는 길을 가다 쇼윈도에서 새 휴대폰을 발견하고 “나! 사고 보는 여자야!”를 외
치며 구경하고 이를 본 이서진은 “나! 경영 배운 남자야!”를 외치며 “참아, 휴대폰 할부 아직
남았잖아”라며 현실을 일깨우며 무절제한 소비를 제어해 주는 ‘오빠’이다. 그는 “오빠 말 들
어”라며 명령하지만, 최지우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바꾸고 싶어”라며 구매욕을 굽
히지 않는 비합리적이고 판단력이 부족해 보이는 여성을 재현한다. 그녀가 ‘오빠’의 허락을 얻
어 내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는 “오빠앙∼”이라는 애교와 앙탈이다. 나아가 이들에게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언자는 다름 아닌 나이 지긋한 남성이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지식과 정
보를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남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6)
5) SKT의 솔(Sol) 광고에서 설 현의 젊고 아름다운 몸과 얼굴은 제품과 상관없이 ‘전시’될 뿐이며 몸의
특정 부분, 즉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등이 끊임없이 부각되면서 남성의 성적 욕망에 충실하게 재현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사막처럼 메마르고 음울한 곳에 탱크탑과 핫팬츠 차림의 설현이 서핑보드를 들고 서
있다가 누군가에 의해 거대한 태양으로 끌려 들어가고 이후 낙원과도 같은 바다로 인도된다. 물에 젖은
설현은 한껏 즐거워하며 서핑보드 위에서 눕고 뒹굴고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긴 머리를 들어 올린다. 여
기에서 서핑보드는 남성의 신체를 상징하는 도구이며, “누군가의 심장에 불을 지르기 위해”라는 카피에
이어 “지금이야”라는 카피가 제시된다. 광고의 마지막 장면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커다란 가슴과 설현
의 미소 띤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다가 점차 바다 위에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있는 전신을 보여
주는 원거리 샷으로 바뀌는 등 전반적으로 시선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설현이 침대에서 누워 뒹굴거리는 모습부터 보여주는 루나 워치(Luna Watch)편 광고는 양치하고 먹고
운동하고 춤추는 등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에서 여성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며 어떤 포즈를 취하는지
를 전신 샷과 함께 특정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또는 은근하게 클로즈업한다. 사과를 바지에 닦는 장면
에서 카메라의 초점이 맞춰지는 부위는 설현의 허리 아래 신체이며, 햄버거를 먹으면서 불필요하게 눈을
감고 입을 크게 벌리거나 손가락을 빠는 모습은 이 광고가 여성의 몸을 어떻게 대상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엘레쎄 도심 편 광고도 유사한 방식이다. 여기에는 좀 더 노골적으로 설현을 욕망하는 남성들
이 함께 등장한다. 대부분 일하는 시간에 탱크탑과 핫팬츠를 입고 조깅하던 설현을 보고 “야 떴다 떴다
3시 그린 그린”, “아 저 그린?”, “오 대박! 장난 아니다 진짜!”, “야, 연예인인 줄! 저 뒷모습 헉!”이라며
감탄과 신음을 거침없이 담아내는데, 정작 ‘반전’은 이들의 시선과 대화를 설현이 알고 있음을 미소로 보
여주며 “나 그린 아닌데, 설현인데”라고 아쉬워하는 설현의 반응이다. 이는 여성이 남성의 성적 응시와
대화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불편해하기는커녕 환영하고 즐긴다는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다.
설현이 등장했던 4·13 총선 투표 참여 캠페인은 이 광고는 ‘공익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장선상에
서 있다. 역시나 광고의 시작은 침대에서 누워 있는 모습이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혼자 놀던 설현은 침
대에서 일어나 뜬금없이 춤을 추다가 전신 거울 앞에서 “오빠, 스마트폰 하나도 이렇게 퍼펙트하게 고르
면서”, “아름다운 선택 기대할게요”라고 속삭이며 그녀에게 ‘오빠’로 불리기를 염원하는 한국의 남성들에
게 윙크를 보낸다. 이는 설현이 스마트폰을 ‘오빠’에게 선물 받았음을 암시하여 ‘김치녀’ 논란을 연상시
키게끔 한다. 같은 글, pp.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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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청춘대로카드’는 가식적인 슬픈 표정으로 “지루했던 남친 군대로” 보낸 후 “나
는 어장 관리 홍대로” 가서 클럽에서 춤추는 젊은 여성을 보여준다. 어렵게 취직했지만 일에
지친 여성은 금세 좌절하고 남은 것은 고단함뿐이다. 그런 여성에게 신용카드는 ‘청춘’을 되살
려 주는 마법이다. 신용카드로 “사고픈 대로”, “즐기는 대로”를 외치며 쇼핑하고 노는 것이
“청춘대로”임을 노래한다. 이는 인생에 대한 노력이나 성과를 위한 노력보다 무절제한 소비와
여흥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을 그린 것도 문제지만, 한국 사회 젊은 남성들이 가장 민감하
게 반응하는 군대 문제를 끼워 넣어 여성에 대한 혐오를 자극하고 다시 확인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7)
공차의 ‘블랙티 얼스’ 광고는 “우리가 이별하던 날 내가 흘렸던 눈물은 슬퍼서가 아니라 얼
마 남지 않은 내 생일이 생각나서다”는 카피로 김치녀를 ‘생생하게’ 재현한다. 또 다른 카피에
서는 “일회용 친구, 식사용 오빠, 수다용 동생, 쇼핑용 친구, 음주용 오빠! 어장 관리? 아니
메시급 멀티플레이!”를 외치면서 마치 차를 마시듯 “기분 따라 다르게” 여러 남성을 골라서
“즐기는” 여성을 그린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의 광고 ‘돈, 능력보다는 연애?’ 편 역시 여성 혐오
적 요소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광고에 등장하는 젊은 여성은 친구의 좋은 피부를 부러
워하고 남친이 사줬다는 친구의 예쁜 옷을 부러워하며 결혼하는 친구를 ‘애절한’ 눈빛과 말투
로 부러워한다. 능력과 경제력을 조언하는 어머니에게 신경질적으로 “능력 쌓고, 돈 모으느
라” 결혼할 남친을 못 사귀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여성 다음에 “돈 모으는 방법은 따로 있
지”라는 내레이션이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과 함께 나온다. 여성이 돈을 모으는 방법은
능력을 쌓는 게 아니고 좋은 피부와 예쁜 얼굴로 남친을 사귀어 결혼하는 것이라는 시대착오
적 발상은 남성에게 의존하는 여성이라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넘어 여성 혐오 논란을 부추기
는 무책임한 광고라고 할 것이다.8)
한국의 광고 중에는 위에서 이야기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보여주는 광고들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 이와는 다르게 “여성을 적극적으로 주요 인물로 다루면서 ‘펨버타이징’ 전략을
채택하는 광고도 존재한다.” ‘펨버타이징’이란 “페미니즘을 품은 광고(femvertising, 페미니즘
Feminism+애드버타이징Advertising)”를 뜻한다. ‘펨버타이징’이라는 신조어가 생성되고 2015
년 미국에서 시작된 ‘펨버타이징 어워드(http://femvertisingawards.com)’가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광고 및 문화 전반에 걸쳐 페미니즘은 하나의 존중받는
개념이 되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9) 2014년 미국 광고업계에서 등장한 용어로 성 차별적
이거나 성적 매력을 부각하는 광고와 달리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부각한다.
소비자의 이목을 쉽게 끌면서 이윤 추구에도 도움을 주는 새로운 광고 형식으로 각광받고 있
음에 주목할 수 있다.
뷰티 및 바디 제품으로 유명한 도브(DOVE)의 ‘리얼 뷰티(Real Beauty)’ 캠페인은 펨버타이
징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2004년에 시작된 이 캠페인은 여성에게 요구되는 획일적인 미의

6)
7)
8)
9)

같은 글, pp.158~159.
같은 글, p.159.
같은 글.
https://blog.hsad.co.kr/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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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서 벗어나 그 자체로 타고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여성에게 씌워진
아름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3년에는 ‘리얼 뷰티 스케치(Real Beauty Sketch)’ 캠페인을 통해 칸 광고제에서 그랑프리
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 광고는 몽타주를 그려주는 작가 앞에서 한 번은 그녀 스스로가, 다른
한 번은 그녀를 아는 사람이 그녀의 외모를 묘사하는 과정을 담았다. 묘사를 바탕으로 그려진
결과물을 나란히 보여주자, 모든 결과에서 여성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절하되어 있음이 드러
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아름답다’는 광고의 카피가 효과적으로 전달된 캠
페인이었다.10)
P&G의 여성용품 브랜드인 올웨이즈(국내에선 ‘위스퍼’로 출시)는 ‘Like a Girl’ 캠페인을 통
해 ‘여자다움’을 새롭게 정의했다. 카메라 앞에 선 사람들(성인 남성, 남자아이 심지어 성인
여성)에게 ‘소녀답게 달려봐라’, ‘소녀답게 싸워봐라’라고 주문하자 그들은 하나같이 우스꽝스
럽고 연약한 모습을 연출했죠. ‘여자애 같은’, ‘소녀 같은’이라는 표현이 주는 느낌은 그들이
흉내 낸 모습 그대로였다. 반면에 진짜 여자아이들, ‘소녀’에게 똑같은 주문을 했을 때는 완전
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있는 힘껏 달리고, 최선을 다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아이들
은 고정관념 속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진짜 ‘소녀’들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었
다. 이렇듯, 여성에 대한 소재로 다루는 글로벌 캠페인은 일반적으로 여성 스스로 고정관념
탈피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11)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최근 위기에 몰렸던 질레트 광고가 2019년 1월, ‘펨버타이징’으로 이
미지 쇄신하면서 호응도 얻고, 긍정적인 상품 효과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질레트가 발표한 1분 48초 광고 영상은 미투 운동을 보도하는 뉴스 소리로 시작
된다. 이어 성추행하는 남성, 이를 방관하는 남성, 남자아이들의 싸움을 귀엽게 넘기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다. 남성들은 “사내 애가 그렇지 뭐(boys will be boys)”라며 넘긴다. 영상 속 남
성들의 반응에 “이것이 한 남자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일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숨을 수 없
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계속됐다. 똑같은 변명을 늘어놓고 웃으며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
는 내레이션이 나온다. “남성성의 유해한 부분을 고쳐나가자”는 것이 이 광고의 주요 메시지
다. ‘펨버타이징’ 전략은 위기에 몰린 질레트에 이미지 쇄신의 기회를 제공했다. 질레트는 젊
은 세대의 관심사인 ‘페미니즘’을 화두로 던지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젊은 세대의 관심 밖이
던 질레트가 이들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은 질
레트 광고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12)
남성 브랜드로 인식된 면도기 업체가 ‘펨버타이징’을 적극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13) 모두가 실패했다고 말했지만, 질레트는 사실 남몰래 성공을 거뒀다. 단순히 노이즈 마
10) 같은 글.
11) 같은 글.
12)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전 연령대에선 질레트 광고를 보고 분노한 남성 소비자가 많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 국한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퍼시(Perksey)가 18~34세 미국인 3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84%와 남성 응답자의 77%가 질레트 광고를 “긍정적으로 봤
으며 공격적이라고 느끼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중 여성 응답자 33%와 남성 응답자 20%는 심지어
“이 광고가 너무 좋았다(loved)”고 답했다. 『이코노미조선』 287호 2019. 02.18 김소희기자 글.
13) 질레트는 그간 ‘남성성’을 강조한 광고를 만들었다. 상의를 탈의한 근육질 남성이 면도하는 영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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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팅을 노린 것이 아니다. 기업의 낡은 이미지를 세탁하고 고객층을 다변화하는 계기를 마련
했다는 효과를 봤다.14)

4. 대중매체 속 여성 혐오와 안티페미니즘
앞 장에서 대중매체 특히 텔레비전 광고에서 볼 수 있는 ‘성차별’이나 ‘성적 대상화’의 특징
및 그 내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페미니즘 광고로서의 ‘펨버타이징’의 예도 들어보았다. 이번
에는 안티페미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대한민국의 대중매체에서 드러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작용 및 부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많은 행위자가 상호작용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 혐오는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다. 이러
한 “온라인 여성 혐오의 특징은 그것이 안티페미니즘을 표방한다”15)는 데 있다. 여성을 조롱
과 멸시의 대상으로 삼고 열등한 존재로 표상하는 것이다.16) 페미니즘이 맞서 싸운 것이, 바
로 이러한 여성 혐오이다. 여성을 인간성에 미달하는 열등한 존재로 비하하고 멸시하는 한편,
재생산의 필요와 성적 욕구의 만족을 위해 여성의 육체를 이용해 온 사회제도와 관념에 도전
한 것이 페미니즘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 혐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신하고
폄훼하는 등 여성을 열등하게 취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것은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자 육체적·정신적 완전성을 침해하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여성 혐오는 여전히 지배적인 문화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남성을 규범으로,
여성을 그 변이로 사고하는 성차(sexual difference)의 인간학을 통해 작동한다.17)
오프라인인 현실 세계에서도 비방이나 욕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익명성에 기반한 인터넷 세
계에서는 비방이 훨씬 무책임하게 일어난다.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에 도전하는 사이버 커뮤
니티의 모욕적 발화는 ‘일베 현상’을 통해 부각되었다.18)
인터넷 마을 세계 내 평판의 소통에 주목한 논의들은 온라인 혐오 표현, 저급한 발화의 영
향이 성별로 비대칭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비방과 혐오 표현이 압도적
대표적이다. 질레트는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물건(The Best a Man Can Get)’이라는 캐치프
레이즈도 전면에 내세웠다. 오히려 남성 소비자를 의식하다 보니 선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14) 같은 글.
15) 정인경 (2016).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인터넷 여성혐오. 페미니즘 연구, 16(1), p.185.
16) 사실 이 같은 여성 혐오는 인터넷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더욱이 최근에 부상한 전례 없는 현상도
아니다. 여성 혐오는 말 그대로 여성을 싫어하는 것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형태의 사회에서 발
견되는 것이다. 문학·역사·철학·예술·종교 등에서 나타나는 여성 혐오에 다양한 변이는 있을지언정 전
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시기에 걸쳐, 또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성은 소유와
교환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적인 것은 체계적으로 가치절하 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글.
p.186.
17) 인간성의 실현과 결부되는 문화, 정신, 이성 등은 남성 또는 남성적인 것으로, 그것의 부정 또는 결
핍으로서 이해되는 자연, 육체, 감정 등은 여성 또는 여성적인 것으로 표상되는 이원론이 대표적이다.
같은 글. p.187.
18) 일베식 “막장” 행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김치년”을 위시한 여성비하, “홍어” 등의 지역 비
하, 희생자나 고인에 대한 도를 넘어선 모욕적이고 선정적인 표현 등의 문제가 화제가 된 것이다. 같
은 글.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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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 여성 혐오는 남성 회원이 다수
인 이른바 남초 커뮤니티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위의 논의를 적용하면 여성 혐
오 정서를 제대로 표현하고 적절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평판과
위세를 추구하는 확실한 방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이 같은 온라인 여성 혐오는 일베
탄생 이전에 이미 인터넷 문화의 한 요소였다. 흔히 인터넷 문화의 특징으로 지목되는 남성중
심주의가 지시하는 것도 바로 이것인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표현물이 그 예들인 것이다. 이러한 남성중심주의를 온라인 소통과 그에 고유
한 사회성 형성과 관련 지어 남성적 사회성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성들 간의 상
호 인정과 유대에서 여성 혐오가 수행한 역할이 문명의 상수였다면 오늘 여성 혐오의 새로운
점은 그것이 인터넷 기술과 결합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인터넷이라는 물리적 기반 덕택에
비방과 모욕이 쉽게 이뤄지며, 또 더 빨리 더 멀리 퍼져나간다. 그리고 타인의 즉각적인 반응
을 유도하여 인정과 공감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표현이 더욱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될 수밖
에 없는데,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 여성 혐오의 심각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여성
혐오를 통해 증진되고 강화되는 것이 온라인 사회성의 한 측면이며, 소통 행위자들이 그러한
사회성을 추구할수록 여성 혐오는 현실에 저항력을 갖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사실이 되어 실시
간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나가는 방식으로 자기 강화한다. 또한,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
퍼져 나간 ‘정보’로서 여성 혐오의 영향력이 사이버 세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 온
라인에 접속하는 현실 인간들의 사고와 언어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별 동일성(identity)의 형성
에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19)
남성의 피해의식과 여성의 자기혐오 온･오프를 넘나들며 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태로 유
명해진 일베는 괴물 집단으로 간주 된다. 그러나 일베의 행태는 앞에서 언급한 온라인 유희
문화의 하나일 뿐이다. 즉 여기에서 사용되는 욕설과 혐오는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나 포털의
댓글 그리고 게임 채팅에서 그대로 등장한다. 일베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이나 주요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을 특정한 신체 부위로 환원하여 대상화하거나 외모, 나이, 사회적 능력 등을 통해 비하
하고 멸시하는 등의 표현은 일베 외에도 널리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베’가 만들어
낸 여성 혐오 표현 중에서도 사회적 금기의 정도를 넘어선 것은 바로 여성을 성기로 환원함으
로써 조롱하고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20)
남성의 피해의식과 여성 혐오 정서가 일반화된 주요 계기로는 군가산점제 폐지가 꼽힌다.
1999년에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2001년에 헌법재판소는 이
를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남성의 반발이 거세지자 2009년에는 이 제도
의 부활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이를 주제로 한 TV토론까지 개최된다. 이 사건을 둘러싼
온라인 담론에서 페미니스트는 남성을 희생시켜 권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표상된다. 성 평등
(gender equality)이 국가적 의제로 수용되는 등의 변화 역시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의
실행으로 간주 되면서 남성이 겪는 박탈감과 피해의식이 부각 된다. 이러한 정서가 온라인 안
19) 같은 글, pp.192~194.
20) 같은 글, p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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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페미니즘의 자양분이 되었고, 군가산점제 폐지는 한국의 온라인 안티페미니즘의 발화점이라
고 할 만하다. 이후 온라인 안티페미니즘은 더욱 확산 일로에 놓이게 되는데, 생존 경쟁이 격
화되고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 기존의 남성 ‘특권’도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군가
산점제 폐지 외에도 호주제의 폐지, 성폭력특별법 제정, 성매매특별법 제정, 각종 여성할당제,
생리휴가제, 부부강간죄 인정 등은 남성의 위기의식과 박탈감을 자극하는 주요 사례로 인식되
면서 여성이 우대받는 사회에서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 정당화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온라인 담론에서 여가부와 페미니스트 그리고 여성이 “약탈자”가 되고 남성이 피해자가 된다
는 점은 흥미롭다. 여가부에 대한 조롱이나 페미니스트에 대한 적대는 일부 여성을 겨냥한 듯
보이지만 그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여성 일반에 대한 혐오와 연결되는 것이다. 이는
안티페미니즘과 결합된 여성 혐오 담론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페미니스트로
상징되는 것은 무임승차자 여성이며 따라서 여성은 정당한 원한과 분노의 대상이자 가시적인
적이 된다. 일본에서 등장한 ‘남성보호법’도 남성의 피해의식이라는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의 ‘남성연대’와 ‘일베’처럼 현대가 ‘남성 수난 시대’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남성보호법’인 것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시대 인식 외에도 이들이
공유하는 게 하나 더 있다. 현실의 여성과 소통하기는커녕 스스로를 ‘성적 약자’로 표상하고
여성 혐오 담론을 소비하는 것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성적 주체로서 여성의 욕망을 공격하고
‘약자’ 남성으로서 ‘강자’ 여성에 대한 원한을 표출하는 것이다.21)
다른 한편, 여성 혐오가 여성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것이 긍정적 동일성의 형
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 여성 혐오를 자기혐오로 경험하지 않기 위해 상당수의 여성은
문제가 되는 여성의 특징을 한심하게 여기거나 그러한 여성과 자신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대응
하게 된다. ‘○○ 녀’ 담론에 동참하면서 스스로 규율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율적이
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여성의 욕망은 손쉽게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되는 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 혐오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설사 인터넷에서 마주치는 혐오 게시물에 불쾌감을
느낀다 해도 여성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꼴페미’라는 낙인찍기와 신상털기
등 무차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터넷상의 여성 혐오가 여성을 효과
적으로 침묵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페미니스트는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필수적인 단계가 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 적극적 ‘인증’
또는 소극적 분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무뇌아적’ ‘극렬’ ‘소수’ ‘꼴페미’의 표상
이며, 그 결과 안티 페미니즘의 정서 역시 더욱 강화된다. 이는 ‘○○녀’ 담론에 내포된 여성
혐오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가로막고 여성의 자기규율, 심지어는 자기혐오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22)
2015년 초, 한 남자 중학생이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한 것으로 알
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인터넷 여성 혐오의 한 요소로서 안
티 페미니즘을 널리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 이 학생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나는 페미
21) 같은 글, pp.198~199.
22) 같은 글,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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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트가 싫고, 그래서 IS가 좋다.”, “남성이 차별받는다”라는 내용을 남긴 것이 알려졌다. 이
에 한때 페미니즘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23)

이러

한 인식은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의 역사적 성과도 인정한다. 페미
니즘의 기여가 있었기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여성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는 데 있다. 이는 페미니즘의 과
제가 완수되었음을 의미한다. 페미니스트의 정치적 목표나 집합적 행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함축한 이 같은 인식은 일상적으로 만연한 것이다.24)
페미니즘이 오늘 무관심과 기피를 넘어 혐오와 공격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 여성 혐오의
한 양태이며,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다양한 시도 역시도 한국의
대중문화 대중매체와 연결되는 안티 페미니즘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포스
트 페미니즘의 시대는 남성의 불안이 여성에 대한 원한의 감정으로 표출되는 시기이기도 하
다. 남성의 피해의식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며 포스트 페미니즘 시대 여성 혐
오를 조직하는 국제적 기본적인 정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인터넷이라는 물리적 기반
과 사이버 공간을 통해 위의 여성 혐오가 작동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5. 한국 언어문화 속 페미니즘의 교육적 효과
인터넷 여성 혐오도 장기적이고 일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집합적
사고와 민주적 토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성간 적대와 혐오의 문화를 반성하면서
장기적인 전망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결론은 상호 환원 불가능한 차이를 지닌 두 성이 주체로서
마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획은 벗어나야 할 기
획으로서 페미니즘을 용도 폐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정치적 기획으로서 페미니즘
은 재개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며,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페미니즘은 성차를 진지하게 사고
하고 절대적 타자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윤리적 모색과 결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여성을 욕망하는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타자 여성에 대한 원한과 혐오가 아니라 여성을 주체
로 승인하고 마주하려는 태도와 이를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소통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
다. 이것은 이리가레Irigaray가 주장하는 것처럼, 타자와 자신으로 향하는 이중의 운동을 통해
23) 이 학생에 관한 뉴스가 한창일 무렵, 한 일간지의 논설위원은 ‘페미니즘의 종언’이라는 제목의 칼럼
을 썼다(중앙일보, 2015). 필자에 따르면, “페미니스트가 싫다”는 말은 한국 남성들의 분노를 대변하
는 것으로서 현실적 근거가 충분했다. 안티 페미니즘은 시대착오적인 페미니즘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
라는 것이다. 또 다른 칼럼리스트는 김모군 사건을 논평하면서 ‘IS보다 무뇌아적 페미니즘이 더 위험
해요’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여성신문, 2015). 권력을 쥔 여성들이 이를 남용하면서 남자들의 정당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이 글은 인터넷상에서 여성 혐오 논란의 불을 지폈다. 두 논의
의 공통점은 정서적 안티 페미니즘을 넘어 페미니즘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
이다. 즉, 양자는 이른바 ‘포스트 페미니즘’이라는 시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포스트라는 접두어의
‘~(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에 방점을 둔 포스트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의 역사적 시효만료를 선언하
면서 그것이 낡은 정치적 기획이라는 인식을 강화한다. 자율적 여성 대중운동은 소멸되었고, 성 평등
은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역사 교과서의 한 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같은 글, pp. 201~202.
24) 같은 글,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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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보존하고 절대적 타자성도 존중하는 관계를 실천하는 것이다. 요컨대 타자와 진정한
차이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타자를 대상으로 희생시키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
유성을 발견하고 확립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각인의 욕구와 욕망을 존중하는 비위계적 관계를
지향할 수 있을 때 두 주체의 대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성차의 윤리는 공동체 성원
상호 간의 신뢰가 낮아지고 배제와 혐오의 정서가 만연한 한국사회의 위기를 성찰하는 데 중
요한 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권의 한 요소가 동료 시민과의 유대라고 할 때 이를
형성하고 또 장려할 수 있는 것은 시민성(civility), 즉 예절이며 이는 새로운 양성의 관계 전
망에도 꼭 필요한 것이다. 여성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하고 동료 시민으로서
존중하는 관계의 확립은 바로 차이를 존중하고 또 학습하는 시민성을 배양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25)
대한민국의 대중매체 속에서 성차별이나 여성 혐오에 대한 경계나 정상적인 판단도 중요한
것이고 이에 대한 주체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키우는 일 역시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한국문화를 접하는 수많은 외국인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
런데 외국인일 경우에는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더욱더 확장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논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와 약
자라는 논리로 더욱더 확장될 수 있기에, 여기에는 인종, 민족, 종교, 성별 등에 대한 편견 및
우열감을 포함한 페미니즘으로 다가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여성 혐오를
넘어서 인종이나 종교 등에 대한 혐오 발언(hate speech)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한 것이다.
혐오 발언은 “대상에 대한 증오를 표명하는 것으로 집단적 특징을 근거로 그 집단이 열등하
다는 편견을 퍼트리는 행위”이다. “인종, 종교, 성적 지향성, 정치적 지향성, 국적, 민족, 피부
색, 성별 등의 속성에 대해서 발화자가 가진 선입견에 근거하여 이를 공격하는 것인데, 대체
로, 선동적이고 모욕적이며 위협적인 발언으로 개인 또는 집단을 공격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26)이다. 혐오 발언의 위험성은 대상에게 ‘심리적 해악’을 준다는 것이다. 혐오 발언은 대상
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데, 여기서 “정체성은 대체로 자신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인종, 성별, 성 정체성 등)”27)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혐오 발언에 대한 경계가 단순한 안티
페미니즘을 넘어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페미니즘이 아직도 작동해야 하고, 한국의
언어문화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을 찾아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언어문화의 실체를
보여주고, 긍정적인 자기 계발에 힘쓰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존 한국어 교육의 현장에서 꼭 필
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만약, 이러한 교육적 방향에 저해 요소가 되고, 그들이 한국인

25) 같은 글, pp.211~214.
26) 전 지구적으로 연결되고 익명으로 발화 가능한 디지털 세계에 들어서면서 혐오 발언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매이지 않고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형태로 혐오 발언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의 혐오 발언은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종교적 모욕, 동성애 혐오,
장애인에 대한 모욕, 정치적 혐오, 성차별주의와 폭력적 포르노그래피, 테러리즘, 사이버 불링과 스토
킹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김수아 (2015).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15(2), p.286.
27) 같은 글, p.284.

- 123 -

329차 학술대회 발표집

들끼리 서로 혐오하고, 비방하는 문화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면서, 동
시에 우리 스스로 개선하고 바꾸어가야 할 문화임을 만방에 알리는 자각의 전환점이 될 것이
다. 인터넷 댓글에 의한 비방으로 ‘심리적 해악’을 극대화하기까지 하는 요즘의 대한민국 사회
의 현주소를 통해서 더욱더 확대된 페미니즘의 효과를 장려하고 다시 무대로 끌어내어 “편견
에 근거하여 사회적 차별이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집단 간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
이에 실질적인 사회적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점”28) 등을 자각하고 반성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
결책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주장해 본다. 혐오 발언의 문제는 그것이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단
순히 “혐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선동한다는 점”을 재차 인식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다. 혐오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현실 속의 차별이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6. 나오면서

한국 언어문화의 대중매체 속 현실은 성차별과 여성 혐오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인터넷
상의 여성 혐오 논란은 한국에서의 페미니즘 운동의 필요성에 다시 불을 지피는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지금이야말로 페미니즘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대중매체 특히 광고 문구 속 한국 언어문화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의
현주소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온라인 속의 페미니즘의 실태를 정리하면
서, 한국의 언어문화 속에 자리 잡은 성차별과 불평등, 더 나아가서 여성 혐오의 문화와 더불
어 안티페미니즘의 실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내 보였다. 그리고 이렇게 들추어낸
민낯을 한국문화교육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보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페미니즘은 “절대적 타자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윤리적 모색과 결
합”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오늘 여성을 욕망하는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타자 여성에 대한 원
한과 혐오가 아니라 여성을 주체로 승인하고 마주하려는 태도와 이를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
는 ‘소통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타자와 자신으로 향하는 이중의 운동을 통해 자기를 보존
하고 절대적 타자성도 존중하는 관계를 실천하는 것”이다.
한국 언어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려주고 공유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범시민적인 예
의를 지키는 태도, 나아가서 세계 시민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상호 존중의 태도가 절실하다.
무릇 시민이라면 예절을 지키고,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지 않으며, 시민 서로 간의 유대를 형
성함이 기본일 것이다. 이러한 페미니즘적 양성평등과 상호 존중의 태도는 한국 언어문화를
공유하는 한국어 교육의 장에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인종, 성별, 성 정체성 등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감, 선입견 등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멀리하고, 서로를 승인하는 모습이 지금 한
국의 언어문화가 배태되어 나오는 대중매체 속에서도 기대되는 모습일 것이다. 혐오라는 사회
적 폭력과 일련의 성차별에서 비롯된 언어폭력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위기 속에서 서로를
28) 같은 글,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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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는 태도를 승인의 태도로 바꾸어야만 한다. 더 나아가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
를 학습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대한민국의 참된 시민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기본적 소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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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한국 언어문화와 페미니즘”에 대한 토론문

이철우(대구한의대)
한국 사회에서 생활 속 언어에 나타나 있는 성차별적 요소는 다양하다. 이는 전통적인 가부
장제에서 내려온 영향도 있겠지만, 지식인들이 인지하면서도 굳이 노력해서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영향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하나의 운동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인지, 혹은
하나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인지를 차지하고서라도 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의 영향
속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점점 뜨거워질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언어문
화와 페미니즘’은 한 사회가 숨기고 있는 성차별과 젠더에 대한 언어문화를, 대중매체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가 언어문화 차원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
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페미니즘 혹은 언어문화와 관련해서 이 사회가 감당해야 할 역사
적 무게 또한 지대하기에 좀 더 엄밀한 지렛대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통해 궁
금증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언어문화’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우리가 다루
는 언어문화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언어문화라는 것이 언어에 대한
문화적 관점이라고 볼 때 언어가 생성해내는 문화로 이해해야 한다. 문화라는 표현은 사실 가
치나 규범, 상징이나 언어가 포함된 용어이다. 그렇다면 문화를,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성취문
화와 지적 세련을 의미하는 행동문화로 나눠봤을 때 본 연구의 ‘페미니즘’과 관련한 이해는
어떤 영역과 관련된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것을 엄밀히 해야 하는 이유는 문화가 물
질문화와 비물질문화로 나뉘어졌을 때 문화지체 현상을 분명히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여러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성차별 방지 교육을 함에도 불구
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한 성차별적 언어 표현인지, 아니면 어
떤 교육에도 변함이 없는 사람들의 의식 그 자체가 이미 성차별적 언어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언어문화 속에는 이미 성차별적 요소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속담에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것에는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언급될 때는 보통 남자가 앞에 오지만 욕설에서는 여자가 앞에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들 중에서 어떤 측면을 언어문화의 표현으로 봐야 하는지를 미리 규
정하고 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대중매체 속 페미니즘에 대해 텔레비전 광고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는 어떤 특정 분석
방법론이 필요해 보인다. 성차별적 재현 광고의 두 가지 분류 차원에서 언급한 성 역할 고정
관념에 충실한 광고와 성적 대상화를 사용하는 광고의 예를 나열한 것은 일반 상식 차원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이기 때문에 학문적 쟁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론의 보충이
필요하다. 광고 속에서, 특히 언어의 어떤 부분이 성차별적 표현 요소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
리고 이렇게 표현된 성차별적 요소 그 자체만으로 페미니즘을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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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표현은 언어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림이나 사진(이하 비주얼)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광고 언어의 표현이 비주얼과 어떤 작용을 일으켜 페미니즘의 쟁점으로 다가가는지를
분석해야 본 논의의 진정한 가치가 살아날 것이다. 예를 들어 본문에 나온 아래 부분은 설현
의 광고가 어떤 작용을 통해 언어문화 속의 페미니즘을 유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이
일반적인 언급으로 그치고 있다.
“성적 대상화”를 사용하는 한국의 광고에서 종종 등장하는 모델은 설현이다. “설현이 등장
하는 SKT 광고나 엘레쎄 광고 등은 여성의 몸을 철저하게 남성의 시선을 유혹하는 데에 사용
할 뿐이며 그 수위도 노골적이다.” 특히 설현의 휴대폰 광고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젠더 이
슈를 무비판적으로 차용하면서 성적 대상화와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더욱더 문제시할 필요가
있다. 설현의 광고들과 더불어 이렇게 “여성을 소비와 남성 의존으로 함께 엮어 ‘김치녀’, ‘된
장녀’ 또는 ‘무개념녀’로 묘사하는 광고들”도 적지 않다.
인용 부분에 각주를 달아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설현이 등장하는 광고
에서 어떤 부분이 광고 언어와 작용하여 페미니즘의 쟁점으로 작용하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
이다. 젠더 이슈를 무비판적으로 차용한다고 했을 때 특정 광고 속에서 어떤 젠더 이슈가 있
는지, 성적 대상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밝히고 그러한 것들이 비주얼과
언어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페미니즘 논쟁거리를 유발하는지를 설명해야만 대중매체 속의
페미니즘 언어문화를 파헤칠 수가 있다.
셋째, 대중매체 속 여성 혐오와 안티페미니즘을 논할 때 일베 현상을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
즘에 도전하는 사이버 커뮤니티의 모욕적 발화의 부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일베 현상이 페미
니즘의 차원인지 폭력의 차원인지를 떠나서 인터넷이라는 대중매체 속에서 언어가 어떤 작용
을 거쳐 어떤 언어문화를 형성해 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것 또한 본 연
구가 언어문화와 페미니즘의 논의에 도달학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
다. 지금의 설명은 여성학의 페미니즘 항목을 언급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는데, 본 발표문의
제목과 연관된 연구라면 페미니즘과 관련된 인터넷의 구체적인 언어 예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어떤 작용을 통해 어떤 언어문화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 녀’ 담론, ‘무뇌아적’, ‘극렬’, ‘소수’, ‘꼴페미’ 등의 단어와 관련한 인용이나 안티페
미니즘을 언급할 때도 인터넷 상의 구체적인 예를 가져와서 어떤 기사 아래 어떤 언어 작용을
거쳐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방법론이 필요해 보인다. 주디스 윌리암슨에 의하면 이데올로기는
그것의 구성가치들이 끝없는 전이에 의해 재생산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페미니즘이라는 이
데올로기는 기호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해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매체
속에 있는 페미니즘의 언어문화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대중매체의 언어 표현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호들을 일정한 방법론으로 해석해내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요약하자면, 대중매체 속의 페미니즘과 관련한 언어문화를 우리가 읽어 내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눈에 보이는 표피적인 성차별적 언어를 이론적 토
대 위에 다시 정립하여 정연한 해석과정을 거치기 위한 적절한 방법론을 찾는다면 본 논의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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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개신자와 여성 정체성 표지에 의한 대구 지역어의 음운현상
배혜진(경일대)

〈차례 〉
1. 서론
2. 여성 개신자에 의한 음운현상: 어두경음화
3. 여성 정체성 표지(공손성)에 의한 음운현상: ‘오->우’ 고모음화와 ㄹ첨가 현상
4. 결론

1. 서론
여자 셋이 모이면 쇠도 녹인다.
여자 셋만 모이면 나무 접시가 드논다.
여자 셋만 모이면 사발도 말을 한다.
여자 셋만 모이면 놋양푼도 남아나지 않는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에 구멍을 뚫는다.
여자는 혀가 크고, 여우는 꼬리가 길다.
여자 혀는 한 자다.
잔소리는 여자의 입버릇이다.
여자가 말이 많으면 장맛이 쓰다.
여자 입 싼 것은 저도 모른다.
계집년 말 많은 것은 하늘도 안다.
방운규(2004:55-56)에서 재인용
여성과 관련된 한국 속담 중에는 위와 같이 여성들의 ‘말 많음, 수다스러움’을 비꼬는 것들
이 많다.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성 언어에 대한 고정관념이기도 하다. 위의 속담들은 방
운규(2004:64)의 지적처럼 남자들의 말은 무겁고 점잖고 내용이 있는 것에 비해 여자들의 말
은 가볍고 시끄럽고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 언어에 대한 이러한 편견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 듯하다.
Women’s tongues are like lambs’ tail.(English proverb)
Foxes are all tail, and women are all tongue.(English proverb)
Nothing is so unnatural

as a talkative man or a quiet women.(Scottish proverb)
Holmes(2000:46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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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세대, 사회계층, 발화 상황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에 차이가 있듯이 여성과 남성의 의
사소통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성별에 따른 언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있다. 남녀의 언어 차이는 크게 지배 접근방식(dominance approach)과 차이
접근방식(difference approach)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배 접근방식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지배-종속적이 관계이며 우월한 남성과 종속적인 여
성의 관계에서 여성의 언어는 남성의 언어보다 열등하고 힘이 약한 것으로 해석한다. 차이 접
근방식은 여성언어와 남성언어의 차이는 지배-종속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서로 다
른 사회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언어 규범이 서로 다르게 내재화되어 있다고 해
석하는 관점이다.
모든 언어에서는 여성 언어와 남성 언어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둘의 구체적인 차이는
언어 사회(speech community)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이전 연구들을 바탕으로 대
구 지역어의 다양한 음운현상들 중 여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음운현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언어 변화의 개신자로서 여성이 주체가 되는 음운현상 어두경음화와 여성 정체성 표지
에 의해 새로운 방언형이 확산되고 있는 음운현상 ‘오->우’ 고모음화와 ‘ㄹ’ 첨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여성 개신자에 의한 음운현상: 어두경음화
어두경음화 현상은 후기 중세국어 시기부터 진행되어 온 음운현상이며, 小倉進平(1944)의
자료를 분석한 성양빈(1972:48), 김형규(1974:84-85)에 따르면 어두경음화 현상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밀도 높게 빈번하게 실현되는 음운현상이다. 두 연구의 결과와 같이 어두경
음화 현상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온 음운현상이다.
하지만 어두경음화는 동일 지역 내에서도 여러 사회적 요인에 의해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음운현상이기도 한다. 이미재(1989), 김규남(1998), 강희숙(2001), 김유권(2004), 이상녀(2005),
박정자(2007), 전혜숙(2008), 배혜진・이혁화(2010)과 같이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 어두경음
화가 사회계층, 연령, 성별, 말투 등의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따라 동일 지역 내에서도 역동성
을 보이는 음운현상임이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대구 지역어 내에서 어두경음화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어두경
음화 확산에 ‘여성’이 개신자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1) 먼저, 어두경음화의 연령
별, 성별 실현 비율을 살펴보자.

1) 이 장에서는 대구 지역 어두경음화 현상을 사회언어학적 요인들에 따라 살펴본 배혜진・이혁화
(2010)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졌고,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의 남녀 각각 6명씩 총 72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어
두 경음화는 모든 어휘에서 실현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평음형:경음형’의 쌍을 가지는 의
성어, 의태어는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어휘는 체언, 용언, 외래어 중 어두음 ‘ㄱ, ㄷ,
ㅂ, ㅅ, ㅈ’를 가지고 있는 30개 어휘를 선정하였으며, 아래와 같다.
두음ㄱ: 과자, 공짜(체언) / 머리를 감다, 머리를 긁다(용언) / 가스, 게임(외래어)
두음ㄷ: 동그라미, 두꺼비(체언) / 다듬다, 당기다(용언) / 댐, 더빙(외래어)
두음ㅂ: 번데기, 병아리(체언) / 볶다, 부수다(용언) / 바나나, 버스(외래어)
두음ㅅ: 소나기, 시래기(체언) / 섞다, (힘이) 세다(용언) / 사우나, 선글라스(외래어)
두음ㅈ: 장아찌, 족집게(체언) / 자르다, 좁다(용언) / 잼, 점프(외래어)

- 130 -

[제2분과] 배혜진, “여성 개신자와 여성 정체성 표지에 의한 대구 지역어의 음운현상”

<어두경음화의 연령별, 성별 실현비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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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어두경음화는 전 세대에 걸쳐 여성에게서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며 특히, 10대-20
대 제보자들에게서 높은 비율로 실현된다. 성별에 따른 어두경음화 현상을 고찰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실현 비율이 차이를 보인다. 이미재(1989ㄱ,ㄴ), 김유권(2004), 강희숙
(2001), 이상녀(2006) 등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어두경음화의 실현 비율이 높았고, 전
혜숙(2008), 배혜진・이혁화(2010)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어두경음화의 실현 비율이 높았다.

어두경음화 실현

성별에 따른 어두경음화 선행연구

남성 > 여성

이미재(1989ㄱ,ㄴ), 김유권(2004), 강희숙(2001), 이상녀(2006)

남성 < 여성

전혜숙(2008), 배혜진・이혁화(2010)

이미재(1989ㄱ:76-83)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어두경음화 된 발음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며, 그 중에서도 중하류층, 청소년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어두경음화 함으로써 공공연하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남성성과 권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전혜숙(2008:255-258)에서는 여성의 어두경음화 비율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 “현대의 여성은 좀 더 강해지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
문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전혜숙(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여
성이 남성에 비해 표준어형을 더 많이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위와 같은 분석 결과는
전혜숙(2008)을 제외한 여타의 연구 결과와 배치되는 듯 보인다.
2) 대구지역 어두경음화의 성별 실현비율을 보인 도표와 표는 배혜진・이혁화(2010)의 연구결과를 소수
점 한자리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3) 성별 어두경음화 비율은 “어두경음화 실현 빈도÷1440회(12명*30개 어휘*4회)×100”으로 산출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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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표준어 지향 경향’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표준어형으로 바뀌는 언어 개신
이 진행 중인 변이 현상을 다룬 것이었다. 이러한 변이 현상에서 변화를 이끄는 개신의 주체
들은

여성이었다.

Chambers&Trudgill(1980:170-171)에서

소개한

아일랜드의

벨파스트

(Belfast)에서 이루어진 ‘mother, pull’ 등의 발음에 대한 개신의 경우를 보더라도 ‘표준어형’
으로 바꾸는 개신의 주체는 여성이었다.
한편 노르웨이의 트론드하임(Trondheim)에서 이루어진 ‘비표준어형’으로의 언어 개신을 이
끈 주체 또한 여성이었다(Chambers&Trudgill, 1980:100). 대구지역의 어두경음화 현상 역
시, ‘표준어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 화자들을 중심으로 음운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0대
-20대 여성에서 높은 비율로 실현되던 어두경음화는 30대-40대 여성에서 잠시 주춤하다가 다
시 50대 이상에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배혜진・이혁화(2010:318)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고등학생인 10대 여성, 미취업 대학생인 20대 여성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중요한 사회적 압력을
많이 받는 연령층으로, 언어적으로 표준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어두경음화 현상이 높
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2) 통계청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통해 대구 지역 30대~40대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사회 접촉이 많아지고 활동 무대가 커지면서 사회・경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표준어
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어 10대~20대 여성보다 어두경음화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실현되는 방향으
로 변한다고 볼 수 있다.
(3) 직장을 그만둔 50대~60대 이상 여성은 사회활동의 중단으로 인해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다시 어두경음화 현상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여성들은 소속된 사회집단에 따라 어두경음화 실현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인데, 이는
Holmes(2000:461-473)의 ‘성별 언어와 관련된 사회언어학적 보편소’의 여섯 번째 규칙 “여성
은 남성보다 발화 스타일(stylistically)에 더 유연하다”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발화스타일에 유연하기 때문에 자신이 소속된 사회집단의 유대관계에 따라 어두
경음화 비율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과 남성 중 어느 한쪽이 언어학적으로 혁신적인 개신자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음운현
상은 남성을 중심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어떤 음운현상은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표준어형을 남성은 사투리(비표준어형)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각
사회집단의 사회적 연결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대구지역의 어두경음화는 후기 중
세국어 이후부터 나타나는 음운현상이며, 현대 대구 지역어에서는 비표준어형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 화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음운현상이다. 이러한 양상이 지속된다면 ‘젊은
여성’ 화자들이 개신자가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3. 여성 정체성 표지(공손성)에 의한 음운현상: ‘오->우’ 고모음화와 ㄹ첨가 현상
이 장에서는 대구지역에서 ‘신방언’4)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이는 ‘오->우’ 고모음화와 ‘ㄹ’ 첨
4) 신방언(new dialect)는 같은 방언권에 있지만 이전 세대에서 사용하던 말과 차이가 있는 어형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화자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방언형을 의미한다. 최근 대구 지역의 젊은 세대를 중
심으로 이전 세대가 사용하던 경북 방언의 ‘전형적’인 방언형으로 볼 수 없는 새로운 음운 현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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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상이

여성 정체성 표지(공손성)에 의해 언어변화가 진행되는 음운현상에 대해 살펴본

다.5)
‘오->우’ 고모음화와 ‘ㄹ’ 첨가 현상은 대구지역의 ‘신방언’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변화의
개신 세대는 ‘젊은 세대’이다. 대구지역의 전통적인 노년층 화자들에게서 ‘오->우’ 고모음화나
‘ㄹ’ 첨가 현상은 일부 제한된 환경에서만 실현되거나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같은 지역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에서는 ‘오->우’ 고모음화나 ‘ㄹ’ 첨가 현상이 이전 세대
들에 비해 다양한 환경에서 빈번하게 실현되고 있었다.
먼저, 대구지역 젊은 세대(=신방언 화자)에서 나타나는 ‘오->우’ 고모음화 실현 환경과 예시
를 살펴보자.
<‘오->우’ 고모음화 실현환경>
어휘형태소

그리고, 별로, 하도
(1)조사: (으)로, 하고, 도
(2)연결어미: -려고, -아/어도, -고

문법형태소
(3)종결어미: -려고, -아/어도, -고, -고요
(4)기타: 보조용언 ‘보다’의 어간, 동사의 합성형 ‘가지고 가-, 데리고 가-’

<‘오->우’ 고모음화 실현형 예시>6)
1. 어휘형태소: 그리구 말 하기도 쫌 미안했구, 그리구 솔직히 쫌 서운했어요, 그리구요 영어마을도 가
요, 하두 난리를 치니까 안 해줄 수도 없구, 그건 쫌 별루, 별루 할 일두 없구요, 생각보단 별루
2. 문법형태소
(1)조사: ((으)로) 어디루 가는데요?, 폰으루 찾아도 돼요?, 거기라두 가보면 안 돼요? / (하고) 언니
야들하구 오빠야들하구, 동생하구 같이, 언니하구 애기하구 괜찮으면 / (도) 이것두 해요?, 비두 살짝
내리네요, 이것두 같이 내요?, 그건 저두 알구요, 나두 골탕먹이려구, 햄두 잔뜩, 그것두 괜찮구, 저
희두 해요?, 저두요, 저두 확인해주세요, 여기두 안 되겠네, 하나두 안 괜찮아, 과자두 좀 먹어요, 쌤
두 이거 좀 먹어요, 비빔밥에두 계란 두 개, 회사두 이 근처야?, 회사에서두 가깝고, 집에서두 가기
좋구 / (라도) 학교라두 열심히 다녀라, 혹시라두
이 나타나고 있으며, ‘오->우’ 고모음화와 ‘ㄹ’ 첨가 현상이 대표적이다. ‘신방언’은 젊은 세대 사이
에서 방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방언이 평준화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언어 현상이다. 대
중매체의 의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방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이로 인한
방언 평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방언의 개신자는 젊은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
5) 이 장에서는 대구 지역어에서 ‘신방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인 ‘오->우’ 고모음화에 대한 배혜진
(2016), 대구 지역어에서 ‘신방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인 ‘ㄹ’ 첨가형에 대한 배혜진(2017)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6) 이 장에서 제시한 ‘오->우’ 고모음화 실현형 예시들은 배혜진(2016)의 사례들 중 일부를 수정하여
옮긴 것이며, 이 사례는 아래의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제보자수

‘오->우’ 고모음화
(2015.11.-2016.3.)

남

여

총인원

신방언 화자

청년층(10~20대)

21

17

38

전형적 방언 화자

노년층(60대 이상)

1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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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결어미: (-려고) 나두 골탕먹이려구 그랬는데 / (-아/어도) 먹어두 돼요?, 뒤로 하셔두 돼요, 지
금 해두 괜찮아요?, 공부해두 안 돼요 / (-고) 뭐하구 있는 거야?, 나한텐 싫다구 하더니, 잘 보살피
구 있을 거다, 고쳐주구 그랬는데 내가 시끄럽다구 해서, 잘 먹구 좋았는데, 잠깐 쇼핑 좀 하구 들어
갈까요?, 메일에 다 보내구요?, 얼른 해가지구 끝낼게요, 마치구 연락할게요, 거기 가서두 잘 하구,
너무 이쁘구 그런데, 계란 두 개 넣어주구, 다 끝내구 만나요
(3)종결어미: (-려고) 기분 풀어주려구, 내가 꺼내주려구 / (-아/어도) 기침이 나와두 참아?, 한번쯤
먹어두 돼, 쫌 해두 괜찮다 / (-고) 잘 끝내구, 그래 좋다구, 그만 쫌 설치라고!, 난 싫다구, 기분 나
빴다구, 안된데두,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구, 배가 보인다구?, 다 보인다구, 늦잠이라구?, 뭐한다구?,
시간이 한참 지났다구, 벌써 간다구?, 말 하기도 쫌 미안했구, 안 해줄 수도 없구, 그것두 괜찮구, 연
락처 다 주시구, 햄두 잔뜩 넣구, 집에서두 가기 좋구, 어떻게 아시구, 도저히 못 자겠다구, 시끄러워
시끄럽다구!, 그래 해보자구! / (-고요) 그건 저두 알구요, 뭔가 쫌 그렇더라구요, 이해하기도 어렵구
요, 나우시카도 나오구요, 일단 한번 해보자구요!
(4)기타: (보조용언어간) -보-: 별루였나부죠?, 먹었나부죠 뭐, 벌써 비올 준비 하나부다, 변하는 중인
가부다, 하나부네 / (동사 합성어 형식) 이거 가주가라(이거 가지고 가라), 가주가라캐라(가지고 가라고
해라), 쫌 가주가자고(좀 가지고 가자고), 델꾸 갈랬는데(데리고 가려고 했는데요), 쫌 델꾸 가바(좀 데
리고 가봐), 이거 쫌 갖구 가, 갖구 와래이

대구지역의 노년층 화자에서는 제한된 일부 어휘 형태소 ‘놈, 옷, 부조’에서만 ‘오->우’ 고
모음화가 실현되었다. 하지만 위의 예시와 같이 대구지역의 젊은 세대에서는 ‘오->우’ 고모음
화가 다양한 환경에서 실현되었다. 어휘 형태소에서는 ‘그리고, 별로, 하도’와 같은 비어두 부
사 일부에서만 실현되지만 문법 형태소에서는 조사, 연결어미, 종결어미, 보조용언어간, 동사
합성어 등에서 폭넓게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오->우’ 고모음화가 신방언으로 성장・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배혜진(2016:146-148)에서는 ‘오->우’ 고모음화의 실현형과 비실현형에
대한 언어 인식을 조사하였다. 청년층 화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오->우’ 고모음화 비실현형은 ‘세고, 딱딱하고, 강요하는 느낌’으로, 실현형은 ‘상냥하고,
친근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듣기 좋은 말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오->우’ 고모음
화 실현형은 비실현형에 비해 [+공손성]을 가진다.
김규남(2000)에서는 전주 지역의 ‘오->우’ 고모음화 실현 양상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고
모음화 실현형이 10대-20대 여성 화자들의 ‘여성 정체성 표지’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들과 접
촉하는 10대-20대 남성 화자들에게도 고모음화형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였다. 홍미주(2013)에
서는 대구지역에서 변항 (오)의 변이형 실형 양상과 언어 태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실현
정도가 높지는 않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우’로 실현되는 개신의 초기 단계이며, ‘우’ 실
현형은 젊은 여성임을 드러내는 표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배혜진(2016)의 조사 결과, 신방언으로서의 ‘오->우’ 고모음화는 대구 지역의 젊은 여성 화
자들에게서 조금 더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성별과 관계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신방언의 개
신 세대가 여성 정체성 표지인 ‘오->우’ 고모음화 실현형의 ‘공손성’을 대화의 ‘공손 전략’으
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구지역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ㄹ’ 첨가현상의 실현환경과 예시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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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분과] 배혜진, “여성 개신자와 여성 정체성 표지에 의한 대구 지역어의 음운현상”

<‘ㄹ’ 첨가 현상 실현환경>
고르다, 기르다, 누르다, 다르다, 마르다, 모르다, 바르다, 배
‘ㄹ’ 불규칙 어간

부르다, 빠르다, (노래)부르다, 서투르다, 어지르다, 조르다,
찌르다, 조르다, 추스츠다, 흐르다

연결어미 ‘-(으)려고

(예) 걸으려고, 가보려고, 보이려고 ……

<‘ㄹ’ 첨가형 예시>7)
1. ‘ㄹ’ 불규칙 어간: 골르는 데 시간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가격 보고 한방에 골르지, 골르면 아니
라카고, 골른다고 고민 중, 아무 거나 쫌 골르지 뭘 그렇게, 지가 골른다고 카데, 마음에 드는 거 골
르면 되지, 머리를 길르고 싶은데, 맨날 길른다 길른다캐놓고 못 하고, 외가댁서 길르고 놀았다아니
가, 여기 눌르면 돼, 이건 눌르지 마, 눌르는 건 괜찮은데, 눌르겠지 당연히 왜 안 눌르겠노, 눌르겠
지만 쫌 그만하면 좋겠다, 실수로 삭제 눌름, 완전 잘못 눌름, 맛은 사람들마다 달른데요, 어떻게 달
를 수가 있지, 우째 그래 달르지, 신기하다 진짜 달른 거 보면, 말른 레몬을 갈아요, 저 놔뚜면 말르
겠지, 날씨 이런데 말를까?, 몰르면서 아는 척 한다니까, 몰라요 몰릅니다 적혔다, 몰른다고 진짜, 아
니 이게 주파순 줄 몰르고, 진짜 잘 몰르겠는데, 근데 또 우째 바뀔지 몰르겠어요, 이건 진짜 몰르겠
다 정말, 잘 몰르겠어서요, 약 발르라고 하던데, 끝까지 발르라고는 카던데, 거긴 발르면 안 되지, 완
전 배불르다, 빵빵하이 배불르겠다, 배불르게 먹자, 배 불르도록 뭈지, 속도가 쫌 빨른가?, 빨르자고
바꾸는 건데, 대박 진짜 빨름, 완전 잘 불름, 대박 잘 불르더라, 별명 불르지 쫌 말고, 또 그거 불르
겠지, 아직 ppt는 쫌 서툴르니깐, 계속 어질르잖아, 어질르기만 하고 진짜, 고마 어질르도록!, 해달라
고 쫄르고 떼쓰고, 당연히 졸르겠지, 그렇게 머리 쫌 짤르라고, 짤르라고 몇 번이나 그랬는데, 막 칼
로 찔르고 총 쏘고 그런거죠 뭐, 얼른 추슬르고 힘내자, 그거 그래 흘르면 안 되는 건데, 완전 흘르
더라 거품약은
2. 연결어미 ‘-(으)려고’: 어느새 커서 걸을려고 하고, 지금 갈려구요, 저 먼저 가볼려구요, 누구한테
보일려고 그래, 꼭 잘 보일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맨날 누구한테 잘 보일려고 바르는데 그래요,
꼭 보일려고 바르는 건 아니잖아요, 너 보여줄려그랬는데, 내꺼 보여줄려구, 안 떨어질려고 해도, 후
딱 돌아갈려고, 인제 할려구요, 그래도 제가 할려구요 해볼려구요, 네 그럴려구요, 이제 지하철 탈려
구요, 넘 말라서 계속 먹일려구요, 버스 갈아탈려구요, 카톡 볼려면 멀었다, 카톡 볼라면 멀었다, 지
금 잘려구요, 재울려다가 허리만 아프다, 연락할랬는데 먼저 메일을 척, 메일로 보낼라 그랬는데, 매
일 보낼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가질러 가질 않구, 가만 냅둘려구요, 쫌만 기달려줘요, 잠시만 기달
려, 일주일 기달려야 된다는 거지, 잘라고 엎혀있어서, 언제까지 기달려요, 올라올라고 올라간다 카더
라, 이거라도 시킬려구 일부러 그랬는데, 걔네들도 좀 시킬려구요, 찜닭 시킬려구?, 비가 올려나보네,
그렇지 않을려면, 열심히 할려는 의욕은 보이는데, 그냥 여기 있을려구요, 두 번 죽일려고 하네

대구지역의 노년층 화자에서는 ‘르’ 불규칙 어간이나 연결어미 ‘-(으)려고’ 모두에서 ‘ㄹ’ 첨
가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위의 예시와 같이 대구지역의 젊은 세대에서는 ‘ㄹ’ 첨가형이

7) 이 장에서 제시한 ‘ㄹ’ 첨가형 예시들은 배혜진(2016)의 사례들 중 일부를 수정하여 옮긴 것이며, 이
사례는 아래의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제보자수

ㄹ첨가 현상
(2017.3.-2017.5.)

남

여

총인원

신방언 화자

청년층(20대)

11

10

22

전형적 방언 화자

노년층(60대 이상)

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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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환경에서 나타났다.
전형적인 경상도 방언의 특징 중 하나는 ‘집에 가까?, 밥 무까?’와 같이 ‘ㄹ’이나 음절 일부
를 탈락시키는 것이다. 또 ‘ㄹ’을 첨가하게 되면 발음면에서도 경제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ㄹ’ 첨가 현상이 대구지역 젊은 화자들을 중심으로 성장・확산하고 있는 것은 언어외
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찾기 위해 배혜진(2017:63-69)에서는 대구지역의 청년층
123명을 대상으로 ‘ㄹ’ 첨가형에 대한 언어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ㄹ’ 첨가형은 감정
표현의 강조를 위해 사용할 수 있고, [+공손, 완곡]의 효과를 가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손성(Politeness)에 대한 연구는 Lakoff(1973)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강요하지 말 것, 선
택의 여지를 줄 것, 청자를 기분 좋게 할 것’이라는 세 가지 공손 격률을 제안하였다.
Brown&Levinsn(1987:66)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공적인 이미지’ 라
고 하면서 ‘체면(face)’이라는 개념으로 공손성을 정의하였다. 즉, 공손성은 체면을 존중하는
것으로 청자의 기분에 대한 배려,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Brown&Levinsn(1987:66)은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 욕구인 체면
을 적극적 체면(positive face)과 소극적 체면(negative face)으로 나누었다. 적극적(positive
긍정적) 체면은 청자가 남들로부터 환영받고 찬사받을 필요를 느끼는 인정 욕구에 해당한다.
소극적(negative 부정적) 체면은 청자가 남들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강요 당하지 않고 싶어하
는 욕구에 해당한다.
화자와 청자 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에는 상호간에 공손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
해 Brown&Levinsn(1978)은 청자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FTA: Face Threatening Act)에
대처하기 위한 ‘공손 전략’을 제시하였다.
적극적 공손 전략(positive politeness): 청자의 적극적 체면을 고려한 전략
소극적 공손 전략(negative politeness):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고려한 전략
적극적 공손 전략은 청자의 적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공손 전략으로
청자와 화자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청자와의 공감대나 친밀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다. 청자의 존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화자가 알고 있고 이를 발화로 표현하는 전
략이다. 소극적 공손 전략은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공손 전략
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거리를 두고 존경을 표하거나 완곡히 표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공손성은 청자의 체면요구를 만족시키는 의사소통 전략이며 다양한 언어적・비언어적 표지
들을 사용할 수 있다. 공손성을 표현하기 위해 어휘・문법적 요소들이 사용될 수도 있지만,
‘오->우’ 고모음화, ‘ㄹ’ 첨가와 같은 음운 요소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Holmes(1984)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의 체면요구에 주의를 표명할 때 감정적인 의미를 표
현하는데 양태(modals)를 사용하며, 이것이 공손성 유표가 될 수 있다(Jennifer Coats, 김희
숙 역(1998:180-181).
(1) Pam: We could go around looking for more bottles.
(우리 병을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Sharon: Hey maybe tomorrow we can come up here and see if they got
some more.(우리 내일쯤 여기 와서 좀 더 찾을 수 있는지 보자.)
(Jennifer Coats, 김희숙 역(1998:174-17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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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화에서 양태 조동사인 ‘could’, 양태 부사인 ‘maybe’는 공손 표지로 사용되었다.
‘could’와 ‘maybe’는 ‘지시’(병을 더 찾아)라는 화행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소극적 공손 책
략’으로 사용된 것이다. 직접적인 지시는 청자의 소극적 체면(병을 찾지 않을 자유로운 권리)
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양태를 사용하여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고려한 ‘소극적 공손 전
략’을 사용한 것이다.
대구지역 신방언 화자들 역시,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으로
공손성 표지인 ‘오->우’ 고모음화형과 ‘ㄹ’ 첨가형을 사용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2) (A에게 B, C가 싸운 일을 설명하는 상황)
A(여성 30대): 뭐 땜에 그랬는데? 뭔일이고?
B(여성 20대): 자가 내 꺼도 고쳐주구 그랬는데…(머뭇)… 내가 시끄럽다구 해서
C(여성 20대): 응답 없음
(2)는 ‘오->우’ 고모음화형이 실현된 구체적인 대화 상황이다. (2)는 B, C(20대 여대생)와
A(30대 여교수)가 상담을 하는 상황에서 나눈 대화이다. 이 대화 상황 이전에 화자 B는 친구
인 C를 시끄럽다고 다그치면서 청자 C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였다. 이 상황에서 청자 C의
소극적 체면은 C가 자유롭게 대화할 욕구 즉, B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 하지만 B는 C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였고, 이를 인정하고 화자가 청자에게 사과하는 상
황에서 소극적 공손 전략으로 ‘오->우’ 고모음화형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A에게 B가 계획을 이야기하며 동조를 얻고 싶은 상황)
A(남성 20대): 내 계획은 이렇다. 여기까지!
B(여성 20대): 좋다. 한번 해보자구!
(3)은 20대 여성, 남성 화자 대학 수업의 팀별 과제 계획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A(20대
남자대학생)는 팀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팀장으로서 분담할 역할과 계획을 작성해왔고, 이
를 팀원들에게 설명한 후 동조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때 B는 A가 준비한 일들에 대해 동조
를 구하고 싶은 인정 욕구 즉, 적극적 체면을 이해하고 ‘오->우’ 고모음화형으로 적극적 공손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ㄹ’ 첨가 현상의 구체적인 대화 상황을 살펴보자.
(4) (과제 수행에 대해 의견을 펴는 상황)
A(여성 30대): 응, 왜?
B(남성 20대): 아직 ppt는 쫌 서툴르니까 …(머뭇)… 한글만 내면 안 돼요?
(4)는 수업이 끝난 후에 A(30대 여교수)에게 제출된 과제 두 가지 중 하나를 줄여달라고 의
견을 펴는 상황이다. 화자 B(20대 남자 대학생)는 자신이 요청하고자 바가 청자 A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것임을 알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소극적 공손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 대
화 상황에서 소극적 공손 전략으로 사용된 것은 ‘ㄹ’ 첨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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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품 염색약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상황)
A(여성 20대): 생각보다 괜찮은데 거품 질질 개 많이 흘러
B(여성 20대): 맞제! 진짜 거품 개 흘른다니까!
(5)는 20대 여성 화자 두 명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품 염색약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상황
이다. A가 B의 제안에 따라 방학 때 거품 염색약을 사용해본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거품이 많
이 흐른다는 단점을 지적했다. B는 A의 의견에 적극 동조하면서 ‘ㄹ’ 첨가형을 사용했다. A는
B가 제안한 제품을 사용해서 좋았으나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B가 자신의 생각을 인정해
주길 바랐고, B는 A의 이러한 적극적 체면을 이해하고 ‘ㄹ’ 첨가형으로 적극적 공손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우’ 고모음화형과 ‘ㄹ’ 첨가형을 사용함으로써 화자들은 대화 상황에서 ‘공손성’을 드
러낼 수 있다. 이 때 ‘공손성’은 여성 정체성 표지이기 때문에 언어변화의 초기에는 여성 화자
들을 중심으로 실현되지만 시간이 지나 언어변화가 확산될 때에는 성별과 관계없이 대화 상황
에서 ‘공손 전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Holmes(2000:461-473)는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언어행위(linguistic behavior)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찾아내고 이를 모든 언어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언어학적 보편
소’(Sociolinguistic universal)를 일반화하였다.
<성별 언어와 관련된 사회언어학적 보편소>
사회언어학적 보편소① 여성과 남성은 언어 사용 유형(패턴)이 다르게 발전한다.
사회언어학적 보편소②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호작용의 감정적 기능(affective functions)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언어학적 보편소③ 여성은 남성보다 친근감, 연대(soldiarity)를 더 자주 강조하는 언어
적 장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언어학적 보편소④ 여성은 친근감, 연대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특히,
형식적인 맥락에서) 남성은 자신의 힘(power)과 지위(status)를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방식으
로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언어학적 보편소⑤ 여성은 동일한 맥락에서 동일 사회집단에 속하는 남성보다 표준형
(standard forms)을 더 많이 사용한다.
사회언어학적 보편소⑥ 여성은 남성보다 발화 스타일(stylistically)에 더 유연하다.
Holmes(2000:461-473)
사회언어학적 보편소②~④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호작용을 위한 감정적 기능, 친근감, 연
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손 전략을 더 많이 사용
하게 되고, 언어의 공손 표지가 여성성의 특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화에서의 공손 전략은 화자와 청자의 긍정적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의 감정적 거리가 가까워야 하며, 친근감과 유대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지역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우’ 고모음화와 ‘ㄹ’ 첨가형은 비표준
어형이지만 여성 정체성 표지 ‘공손성’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화 전략에서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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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물들을 중심으로 여성 개신자에 의한 대구지역의 음운현상과 여성
정체성 표지(공손성)에 의한 대구지역의 음운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구지역의 어두경음화
는 비표준어형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음운현상이다. 이는 비
표준어형을 지향하는 성별이 남성이라는 일반화에서 벗어난 것이다.
대구지역의 ‘오->우’ 고모음화와 ‘ㄹ’ 첨가는 대구지역의 이전 세대 화자들에게서는 거의 나
타나지 않았던 음운현상이다. 하지만 동 시대를 살고 있는 대구지역의 젊은 세대에서는 다양
한 환경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운현상으로 대구지역의 ‘신방언’이라 할 수 있다. 두 음운현
상은 여성 화자들에게서 조금 더 빈번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성별과 관계없이 실현되고 있
다. 대구지역 신방언 세대를 중심으로 두 음운현상에 대한 언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오->우’
고모음화와 ‘ㄹ’ 첨가는 ‘공손’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공손성’은 대표적인 여성 정체성
표지인데 담화 상황에서 ‘공손 전략’이 상호작용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적극적
공손 전략’과 ‘소극적 공손 전략’으로 ‘오->우’ 고모음화와 ‘ㄹ’ 첨가를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과 남성 언어는 ‘차이’를 보이지만 그 차이는 별개의 영역이 아니며 서로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성별 언어의 차이가 그 지역의 음운변화를 유도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연구는 어두경음화, ‘오->우’ 고모음화, ‘ㄹ’ 첨가를 대구지역의 ‘여성’ 화자를 중심으로 고
찰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 중에서도 어휘나 문법적 차원에서 주로 설명되어 온 ‘공손 전
략’이 ‘오->우’ 고모음화나 ‘ㄹ’ 첨가와 같은 음운층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
다는 부분도 특이하다. 성별에 따른 언어 차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관찰되는 성별에 따른 음운
현상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해석하는 후행 연구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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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and:

[제2분과] 배혜진, “여성 개신자와 여성 정체성 표지에 의한 대구 지역어의 음운현상”

【토론문】

“여성 개신자와 여성 정체성 표지에 의한
대구 지역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토론문

이철희(경북대)

이 연구는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화자를 대상으로 음운 현상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본
논의입니다. 여성이 신방언 세대에서 음운 변화에 개신자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직
접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에 발표자의 노고가 돋보입니다.
많은 제보자가 참여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나열하는 것으로도 의
미가 있을 것입니다. 조사된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이를 제시하는 것
으로 토론을 대신하고 합니다.
첫째, 어두경음화를 분석한 자료는 연령, 성별 따른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어 이해하기 쉬웠
지만, 오>우 고모음화나 ㄹ첨가의 경우 성별에 따른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 제시를
한다면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제보자의 기준을 어떻게 설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대구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만 대상으로 삼았는지, 아니
면 대구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을 기준으로 선정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합니다.
둘째, 대화 전략은 주로 담화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것입니다. 음운 층위에서 이러한 것을
연구한 것은 그 상관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우’ 고모음화나 ㄹ첨가가 공손
전략과 일치시켜 논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가령 예문 (5)에서 B 화자가 ‘흘른다니까!’
를 사용함으로써 ㄹ첨가로 인해 적극적 공손 전략을 사용했다고 보았습니다. ‘흐른다니까!’와
‘흘른다니까’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배혜진(2016:69)에서도 123명 중 7
명을 제외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연구한 바 있습니다. 이때 ㄹ첨가가 공손 전략으로 적절한지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신방언의 용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신방언은 현재 언어 사회의 공통어형이라고 하
는 형태와도 다르며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새롭게 형성된 방언형을 말합
니다. 이노우에 후미오(2015:221)에서 신방언은 첫째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많아
지고 있을 것이고 둘째는 사용자가 자신도 방언으로 취급하고 있을 것, 셋째, 공통어로는 사
용하지 않는 말투일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내에 적용했을 때 ‘오>우’ 고모음화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방언으로 의식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우 고모음화는 중부
에서 활발하게 실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오>우 고모음화를 방언형으로 인식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신방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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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음운 변화의 관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행 중인 변화를 기술할 때 공시적 기술이냐,
통시적 기술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진행 중인 언어 변화를 가정하기 위해
세대별 조사를 통해 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우’ 고모음화를 설명할 때 부호 ‘>’은 언어
변화를 가정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시적으로 본다면 같은 세대에서 서로 다른 공시
태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선생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언어를 분석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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