뺷한민족어문학뺸 제83집 편집자의 말

제83집에 실린 논문은 총 11편으로 한국어교육 2편, 국어학 3편, 고전문학
3편, 현대문학 3편이다. 두 차례의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사위원을 엄정

하게 위촉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번 호에는 특정
분야에 치중됨이 없이 각 전공 영역이 거의 전반적으로 비슷한 편수로 게재
되었다. 한편, 비록 실리지는 못했지만, 좋은 논문들 또한 많이 투고되었는데,
이들을 모두 싣지 못한 아쉬움도 크다. 다음 호에도 꾸준히 문제적이고 창의
적인 논문이 지속적으로 많이 투고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어교육 논문은 서만의 ｢한국어 종결어미 ‘-더라’와 중국어 ‘来着’에
대한 대조 분석 연구｣, 응웬옥빈항․박덕유의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재귀
표현 대조 연구｣로 2편이 실렸다.
서만의 ｢한국어 종결어미 ‘-더라’와 중국어 ‘来着’에 대한 대조 분석 연
구｣는, 한국어 종결어미 ‘-더라’와 중국어 ‘来着’의 의미, 통사적․화용적
특성, 그리고 담화기능에 대해 대조 분석을 한 글이다. 이를 통하여 ‘-더라’
와 ‘来着’의 의미, 통사적․화용적 특성, 담화기능에 있어서의 유사점과 차
이점을 밝혔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중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뿐
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과 한․중 대조 분석 연구
를 하는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응웬옥빈항․박덕유의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재귀 표현 대조 연구｣는,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어 재귀대명사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어와 베트남
어 재귀 표현을 대조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후 교수․학습 전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 글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 재귀 표현 ‘자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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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 당신’과 베트남어 재귀 표현 ‘bản thân’(반턴), ‘mình’(밍), ‘bản
thân mình’(반턴밍), ‘tự’(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양국 언어 재귀 표

현을 형태 및 통사적, 그리고 의미적으로 대조했다. 대조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재귀대명사의 교수․학습 방안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어학 분야의 논문은 김억조의 ｢‘죽음’을 나타내는 완곡어의 인지언어
학적 해석｣, 서경숙의 ｢법원 판결서에 나타나는 일본어투 표현에 대하여｣,
정혜선의 ｢의존명사 ‘둥’의 변천과 문법 기능 변화｣로 3편이 실렸다.
김억조의 ｢‘죽음’을 나타내는 완곡어의 인지언어학적 해석｣은, ‘죽음’ 관
련 금기어를 대신해 사용하는 완곡어를 인지언어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논문이다. 이론적 배경으로 금기어, 완곡어의 개념과 인지언어학적인 관점
의 은유, 환유 및 틀과 해석에 관해 살펴본 후 ‘죽음’ 관련 완곡어에 관해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서경숙의 ｢법원 판결서에 나타나는 일본어투 표현에 대하여｣는, 법관의
공시적 언어 사용을 엿볼 수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서에 나타나는
일본어투 표현을 연구한 것이다. 판결서에 일본어투 표현이 유입된 배경을
살펴보고 실제 판결서에 빈도 높게 출현한 일본어투 표현에 어떤 것이 있
는지를 자세히 고찰하였다.
정혜선의 ｢의존명사 ‘둥’의 변천과 문법 기능 변화｣는, 의존명사 ‘둥’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문법 기능 변화를 종합적으로 해석한
글이다. ‘둥’의 의존명사로서의 기능과 어미로서의 기능을 시기별로 고찰하
였으며, 20세기 초 자료를 통해서는 ‘-ㄴ 둥’이 간접인용 구문의 피인용절
과 결합하는 기능이 새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간접인용 구문에서의
쓰임은 사적으로 ‘-ㄴ둥’이 자문의 종결어미로 기능하던 것과 연관됨을 논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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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문학 분야에서는 곽현희의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금기와 위반-<방
한림전>의 서사와 인물을 중심으로｣, 김경남의 ｢지식 지형의 변화에 따른
조선 시대 문체 인식의 태도 연구｣, 서정현의 ｢17․8세기 고전소설에 나타
난 ‘안남국(安南國)’의 형상과 그 의미-<창선감의록>․<소현성록>․<완월
회맹연>․<몽옥쌍봉연록>을 중심으로｣까지 총 3편의 논문이 실렸다.
곽현희의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금기와 위반-<방한림전>의 서사와
인물을 중심으로｣는, 조선후기 작자미상의 여성영웅소설인 <방한림전>을
하나의 금기 서사로 보고, 그 속에 나타나는 금기 양상들을 살펴본 글이다.
<방한림전>의 금기 서사는 금기 위반자인 방관주를 징치하면서도, 방관주

의 삶을 긍정하는 양가성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양가성은 <방한림전>이
문학으로서 수용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이다. 당대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그 속에 금기 위반자의 욕망 어린 삶을 긍정해놓은 이 작품을
‘금기’라는 측면에서 읽어낸 본 연구는, 지금껏 방관주의 정체성 고찰에 보다

큰 초점이 있었던 기존 연구와는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김경남의 ｢지식 지형의 변화에 따른 조선 시대 문체 인식의 태도 연구｣
는 유협(劉勰)의 뺷문심조룡뺸과 조선왕조실록의 ‘문체(文體)’ 관련 논쟁을
중심으로, 지식 지형의 변화가 글쓰기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둔 글이다. 조선 시대의 문체 논쟁은 주로 과문(科文)을 대상으로 전개되
었는데, 문체가 지식 표현의 수단이며, 이에 따라 지식 지형의 변화가 문체
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을 본 논문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서정현의 ｢17․8세기 고전소설에 나타난 ‘안남국(安南國)’의 형상과 그
의미-<창선감의록>․<소현성록>․<완월회맹연>․<몽옥쌍봉연록>을 중
심으로｣는 <소현성록>, <완월회맹연>, <창선감의록>, <몽옥쌍봉연록>
의 17․8세기 고전소설에 나타난 안남국의 형상에 주목하여, 화이론을 중심
으로 한 조선 후기의 대외관과 그 문학적 형상화의 방향성을 나름의 시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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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읽어내고자 한 글이다.
현대문학 분야의 논문으로는 조효주의 ｢말할 수 없는 목소리의 ‘말하기’
와 자기재현-신경림의 뺷農舞뺸를 중심으로｣, 최중녀의 ｢이기영 소설에 나
타나는 식민지 근대 여성 양상｣, 표세만의 ｢이인직 문학의 주변-동경정치
학교와 마쓰모토 군페이(松本君平)를 중심으로｣까지 모두 3편이 실렸다.
조효주의 ｢말할 수 없는 목소리의 ‘말하기’와 자기재현-신경림의 뺷農舞뺸
를 중심으로｣는 신경림의 뺷農舞뺸에서 말할 수 없는 목소리를 가진 ‘우리’가
지식인의 ‘대신 말하기’와 ‘침묵하기’, ‘신체적 언어’라는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서 ‘말하기’를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문학작품에서 약자들의 자기
재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최중녀의 ｢이기영 소설에 나타나는 식민지 근대 여성 양상｣은 이기영
소설에 관한 제반 논의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 정책, 일본에서 유입된 이념
과 사상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여성의 삶과 의식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 연구이다.
표세만의 ｢이인직 문학의 주변-동경정치학교와 마쓰모토 군페이(松本
君平)를 중심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인직의 일본에서의 학교 교육,

즉 동경정치학교와 그 주변 인물들, 그리고 교장 마쓰모토 군페이의 실체
를 집중적으로 파악한 논문으로 이후 이인직 문학 및 개화기 문학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