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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범세계적 범위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눈 오

늘의 이 시점에서 한국어교육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서 한국어교육의 질
적 향상을 제익EE}는 제 요인들을 찾아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
다 필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외국어 교육의 발전 역사와 더불어 한국어 교

육의 현 주소를 찾고 한국어 교육의 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파제의 하
나로 새롭게 떠오른 국속의미론 연구와 한국어 교육의 상호 관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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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표한 내용윤 보완， 수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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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고자한다.

2. 외국어 교육으로서의 한국어교육의 현 주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판리
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어 교육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외국어로서의 한
국어교육의 현 주소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어 교육은 그 교육목표의 설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첫째，
언어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 외국어교육 둘째 교제의 능력(또는 의사소

동의 능력)의 선장을 목표로 한 외국어교육， 셋째， 교류의 능력 신장을 목
표로 한 외국어교육 등 세 개의 발전 단계를 거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렇다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도 다른 언어에서의 외국어 교육과 마찬가지
로 현대 언어학의 발전과 더불어 부단히 발전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

리가 편견 없이 현설을 직시한다띤 다른 언어에서의 외국어 교육의 반전
과는 아직 일정한 거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직도
‘교제의 능력’의 신장， 또는 ‘의사소통의 능력’의 신장같 전체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 그렇다면 다른 언어에서

의 외국어 교육과 비교할 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주된 문제는 무
엇이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7}?

1) 펀자가 말하는 ‘교류의 능펴’을 중÷，f의 학자들은 ‘처 i 制J’이라 칭하면서 외국어 î J7_
육의 최종 복표는 ‘언어능력’모 ‘교제능파’도 아닌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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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교육은 언어학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언어학의 발전에 따라 부단

혀 발전하게 됨은 모두가 공인히는 뼈다. 이리해 언어교육의 역사는
언어학 연구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문헌 해독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능력의 선장을 목표로 한 초기의 외국어 교육은 두 말 할 것 없

이 전통언어학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언어능력에 화용능력
을 가미한 교제능력(흑은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 외국어 교육
은 사회언어학， 화용론 등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교제의

능력에 사회문화능력을 가미한 교류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 외국어 교
육은 사회학， 문화언어학 등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보이는 가장 중요한 문제
점은 사회문화 능력이 거의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며 그 중요한 원인은 문
화언어학 등의 연구 성과가 언어교육에 도입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물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도 사회문화 능력에 대해 전혀 언

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문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에서도 거의 모든 학교틀
에서 한국의 경제， 정치， 역 λt 지리， 문학， 예술， 풍속， 습관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한국 개략， ‘한국문화’ ‘한국에 대한 이해’ 등 학과목을 설정하

고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 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 교재를 편
찬함에 있어서도 한국의 문화를 최대한으로 반영하기에 각별한 노력을
가울이고 있으며 어떤 교재에서는 문화의 내용에 따라 단원을 편성하여

언어교육과 함께 문화교육을 진행하려는 등의 시도들도 보이고 있다. 이

런 사실은 한국어교육에 있어서도 ‘문화교육’이 상당한 정도에서 중시되
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 한국어교육에서는 ‘문화
교육’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의 현 주소

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도 교제의 능력의 선장을 최종 목표로
한 외국어 교육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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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

였다고 자부하고 있던 ‘문화교육’에 대해 다시 한 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
다는 것을설명해 준다.

일반적으로 ‘문화’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인류학자 Edward.
Tylor가 ‘원시문화’(1871)란 저서에서 “지식， 신앙， 예술， 도되， 법률， 습관
및 사회성원으로서의 사람이 획득한 기타의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한
복잡한 정체”를 문화라 한다는 정의콸 경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돼or 이후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문화에 대해 수많은 정의를 내린바
있지만 대부분 Tylor의 정의를 토대로 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출판된 ‘소
련백과전서’(l9ffi)에서도 ‘분화’를 협의와 광의 두 측면으로 갈라 “협의적

의미에서의 문화는 사람들의 정신 생활을 가리키고

“판의적 의미에서의

문화는 자연계와 구별되는 사람들이 장조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정의

하고 있다. ‘문화’를 다른 학문 흑은 학과와 구별하는 정의로서는 매우 경
전적인 정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문화’가 언어교육에서 논의

될 때는 그 사정이 다르다， 그것은 언어와 문화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언어는 문화를 기록하고 문화를
반영하며 문화를 표현하고 문회를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도구이다
한 민족의 역사， 지리， 풍속 습관 등 문화는 바로 이 언어로 해서 기록되
고 보존되며 또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어 교육에서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을 활용한 ‘한국 개략 ‘한국문화’， ‘한국에 대한 아
해’ 등 학과목의 설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내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에 머문다면 전면적이라 힐 수 없다. 그것은
문화는 사회 실천과 사회 역사의 산콸로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언어에 의
해 기록， 보존， 표현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생성， 변화，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언어의 변회 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도 하기 때문이다. 한 민족의 언어도 특정 지역의 인문 역사 환경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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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발전되기에 언어 구조 속에도 그 민족의 문화 요소가 내포되게 된

다. 예를 들면， 중국어에 ‘ JL五之尊’이란 말이 있는데 이 언어적 단위는
‘황제’의 의미 구조를 갖고 쓰이는데 순 언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사가

JL 와 五가 모든 언어에서 ‘황제’를 뜻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어
에서 이 언어적 단위가 ‘황제’를 뜻하게 되는 것은 수사 九와 五에 문화

요소가 가미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전통 문화에서는 땅은 네모지고 그 색
상은 황색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오행설에 의하면 숫자 1, 2, 3, 4는 북，
남， 서， 동 즉 오늘의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고는 그 차례로는 다섯 번째이
나 방위로는 며央을 가리키며 색상으로는 현에 속하는 숫자로 된다

JL

도 五와 마찬가지로 그 방위에서는 中央， 색상에서는 윗에 속하는 숫자

이다. 이라하여 땅의 가장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는 九와 五로 황제를 상
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역경에는 “九五， 飛龍在天， 利見大人”이란 말이
있는데 그 뜻은 9와 5가 겹치면 龍이 하늘로 솟아오르며 이때 위인이 꼭

출현된다는 것이다. 후세에는 ‘ JL五之尊’을 ‘황제’의 대칭으로 사용했다.
한국어 ‘함흥차새란 언어적 단위 역시 여기에 한민족의 역사 문화 요소
가 담겨지면서 ‘한 번 가변 깜깜 무소식’이라는 새로운 의미 구조가 생성

되게 된 것이다. 현대 언어학에서는 이렇게 한 민족어의 개념의미에 더
첨가된 그 민족만이 갖고 있는 문화 상징적 의미를 ‘국속의미’라 한다:2 1

이런 국속의미에 대한 연구는 언어교육 특히는 외국어 교육에서 매우 중

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외국어 교육의 종국적 목적이 서로 다른 문

2긴1CD ‘극속의페u
어에l써서 ‘ f극극속사전’ 문제룹 논으1 핫 때 처음으로 니1 놓븐 개념이다 그 후 왕J
교i교l_→수가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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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댐해야 한다고 제기하면서 지끔 중국 언어학계에서는 외국어
교육 파 더볼어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c2l

펼띤증국조선어문』 뼈2:2에서 ‘민족「문화의미’란 용 어로 ‘국속의 u] ’에 대해 토

판한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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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권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의 원활한 교류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키는 데 있는데 이런 능력의 향상윤 위해서는 해당 언어의 발음， 문법，
어휘 등 언어 지식을 습득해야 함은 물론 언어의 개념 의미에 더 첨가된
국속의미를 습득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파업으로 나서기 때문이다. 한
언어의 발음， 어휘， 문법을 어느 정도 습득하면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문화나 사상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민족 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해당 민족어에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는 문화 상징적 의

미， 즉 국속의미를 어느 정도 습득하지 않고서는 불기닫하기 때문에대
중국어의 ‘九五之尊’이란 표현을 열반 한국인뜰은 그 뜻을 장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까치 뱃바닥 같다라눈 속담의 뜻을 중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이 점윤 잘 입증해 준다. 이런 표현들에 대한 이해는
중국어나 한국어의 이런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국속의미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외국어 능력의 향상에서는 해당 언어의 국속의미
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된디:

이상의 고찰에서 우리는 문화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언어에 의해 가록
되고 보존되고 전파되는 것만이 아니라 언어의 발전， 특히는 의미의 변

화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어 교육을 위한 문화교육에서는 언어로 기록되어 았는 해당 민족의
문화에 대한 교육에 중시를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지담까지 소외되었먼

언어 내부 구조 속에 담겨져 있는 문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속의미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따

3. 국속의미에 대한 일반적 이해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우리는 언어 내부 구조 속에 담겨져 있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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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 의해 설현되는 국속의미에 대한 연구 문제가 교류 능력의 신장을

최종 목표로 하는 외국어 교육에서 반드시 시급히 풀어 나7싸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을 확인했다. 이리승벼 여기서는 언어학의 새로운 연구과

제로 되고 있는 국속의미에 대해 좀더 논의하고자 한다
국속의미란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민족 문화의 산물로서 한
언어의 개념 의미에 추가된 문화 상징적 의미를 가리킨다
주지하다시피， 한 민족어의 의미(단어 또는 문장의 의미)체계 속에는
어떤 객체(사설)를 표현하는 개념 의미 외에도 해당 민족의 역사 문화， 풍

속 습관， 민족 정서， 지리 환경 등을 표현승}는 다양한 문화 상징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가 국속의미이다 따라서 “국속의미는 의미의

민족성의 일종 표현으로서 해당 언어를 사용히는 사회집단의 역사 문화
와 풍속 습관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게 되며 민족 문화 특색을 띠게 된
다 "31 이리하여 한 민족의 역사 문화 배경을 떠나서는 한 언어의 참된 뜻

을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은 한국어의 ‘흰소리 잘
하는 사람’을 조롱조로 이르는 ‘까지 뱃바닥 같다.’라는 속담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중요한 원인은 중국어에서는 ‘까치’가 ‘희작(喜휩)’으로 불리

면서 ‘김상， 환락， 희사， 길운’ 등 긍정적 의미로만 쓰이기 때문이다41
또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낙안(落雅)’을 ‘하늘을 날다가 땅에 내려

앉는 기러기’로만 이해하고 있는데51 중국어에서의 ‘落雅’은 “有때魚落確
之容(유침어낙안지용)， 閒月옮花之쨌"(폐윌수화지모)[宋 • 古抗才人 『훔
~fJ 子弟錯立身~]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성의 미모를 상정하는 말로
서 ‘미녀’란 국속의미를 갖고 쓰이는 말이다.6)

3)

삿 lι1;( 주편 r~닝 ii~ ， ;~AMI'5t ~W:Æ’1) 참Jl.

4) 강은국 한중 민족문화의미 비교연구e'우리 민족어의 연구와 전파』 뼈) 참고

5) 핑아 새 국어사선~(때1)의 주석 참고

6) I 셉{ ~“언어학의 새로운 분파

국속으1 n1 론 약톤’， (~I'싸li까 11f; 파에究!， 1쨌: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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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중 두 언어에서 서로 대응되는 언어작

단위가 서로 다른 국속의미뜰 나타내고 있다. 그펌 아래 부동한 민족어에
서 서로 대응되는 언어적 단위에서 나타나는 이런 국속의미의 차이를 유

형별로 삼펴보기로 하자.

첫째， 서로 대응되는 두 언어적 단위의 국속의미가 완전히 다른 경우.
이 경우는 서로 대응되는 두 언어적 단위가 각자 자쉐의 국속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변 ‘용
(龍)’은 중국어에서는 “현龍大子(낀용천자)"에서와 같이 3항제틀 상징하기
도 하고， “諸흉孔明者， ÞR龍也(저l 갈공맹자， 오F룡야)"(삼국지. 제갈량전)에
서와 같이 재호Hιf華)가 뛰어난 사람을 비유하기도 하며， ‘권위， 힘， 재능，

길상’ 등의 국속의미를 갖고 쓰이지만 영어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악마，
흉악한 여인’ 등의 국속의미를 갖고 쓰인다7J
그런데 서로 대응되는 두 언어적 단위의 국속의미가 이렇게 완전히 다
른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데 주로는 동서양 문화의 경우에서와 같이 문회
적 차이가 비교적 심한 언어 사이에서 표현된다.
둘째， 서로 대응되는 두 언어적 단위의 국속의미가 부분적으로 동일한
r1。

/δT

이 경우는 서로 대응되는 두 언어적 단위의 국속의미의 항이 대부분이

서로 다르고 극히 적은 열부만 같거나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를 가리키는
데 한균어의 ‘곰’과 중국어의 ‘熊’을 그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로 뜰 수 있
다. 한국어에서 ‘곰’은 우선 ‘한민족의 션조’란 국속의미를 갖고 있다 곰이
변하여 여자로 된 웅녀가 환웅과 혼인하여 한민족의 시조 단군을 낳았디

는 단군신화에서 우리는 ‘곰’이 갖고 있는 이런 국속의미를 알 수 있다.

7) I 쩌내. IJ:l! 1 “ l;fJÙJXII쩨 l{t ， i ，시 RII')!:Y': ↑까λ" (기"xlíiì-↓r/1 」1ιÚ:!l'1tl ， 1뺑;딘) 잠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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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곰’은 ‘여성’의 상징으로도 된다. 위에서 본 단군신화에서 뿐만 아니
라 한국의 무속， 민속， 풍습， 문학작품 등에서도 ‘곰’은 ‘여성’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곰나루전설’에 등장하는 나무꾼을 유흑한 ‘곰’이 변신한 미녀，
황순원의 소설 ‘별과 같이 살다’에 등장하는 주인공 ‘곰녀’ 등등에서 ‘곰’은

‘여성’의 국속의미를 갖고 쓰인다. 그 디읍 ‘곰’은 ‘인내력’의 상징적 의미
도 갖고 있다. 단국신화에서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벌던 호랑

이와 ‘곰’ 중에서 호랑이는 인내력이 없어 사람이 되지 못했지만 ‘곰’은 참
을성 있게 금기하여 삼칠일 만에 끝내 여인으로 변한다. 이상은 ‘곰’이 갖
고 있는 긍정적 국속의미이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곰’은 긍정적 국속의미
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의미도 갖고 있다 한국어에 ‘곰 창날
받듯’이란 속담이 있는데 우둔해서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행위를 비유하
는 말이다. 이렇게 ‘곰’은 ‘우둔함’의 국속의미도 갖고 있는바 일상생활에

서도 “곰 같이 우둔하다란 표현을 흔히 쓴다.
그렇다면 중국어의 ‘熊’은 어떤 국속의미를 갖고 쓰일까? 중국어에서

‘熊’은 ‘우둔함’의 국속의미만을 갖고 있다. 중국어의 ‘熊띤’， 또는 ‘熊包蛋’
은 우둔하고 무능한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끼;현熊이

란 말은 “너 참 우둔해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곰’이 갖고 있는 극

속의미는 ‘우둔함’이란 의미의 항에서만 갖게 쓰일 뿐이다. 이와 같은 사
정은 한극과 중국이 비록 지리적으로는 서로 인접된 동ÒJ문화권에 속하
지만 필경은 민족문화가 서로 다르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셋째， 서로 대응되는 두 언어적 단위의 국속의미가 대부분 동일한 경우

이 경우는 서로 대응되는 두 언어적 단위의 국속의미의 항의 대부분이
같거나 비슷하게 쓰이고 극히 적은 일부분이 다르게 쓰이는 경우를 가리
카는데 한F중 두 언어의 ‘제비’를 그 대표적인 살례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제비’는 한중 두 언어에서 모두 ‘길조( 입 ~U’의 국속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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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시경』에는 “天命玄鳥(천명현조)， 降而生商(강이생상)"이란 구절

이 나오는데 여기에 쓰인 ‘玄鳥(현조)’는 ‘제비’의 별칭이다. 이 말은 상
(商)의 어머니가 제비 알플 먹고 상(商)을 낳았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것

이다. 한민족도 제비가 3웰 3일에 왔다가 9월 9일에 강남으로 가는 새이
므로， 즉 두 %야(陽數)가 겹치는 날에 왔다 가는 새이므로 제비가 날아
들어 둥지를 트는 것을 걸조(古?J U로 여긴다

‘제비’는 ‘부부지정’의 국속의미도 갖고 있다. 중국 첸통혼례에서는 ‘짜
휴連開運帝 1+( 병체련개련체병) 雙飛채~{님熱飛雙(쌍비연려연비쌍)’이란 주

련을 써 붙이는데 여기에 쓰인 ‘#휴運’과 ‘雙飛橫’은 호}목한 부부를 비유

한다 한국어에서도 ‘제비’는 ‘까치， 나비 원앙’ 등과 힘께 “제비 쌍쌍， 나
비 쌍쌍， 비취원앙이 다 쌍쌍이로되”라는 시구에서와 같이 ‘부부지정’의
국속의미를 갖고 쓰인다.

‘제비’는 한중 두 언어에서 모두 ‘봄’의 국속의미를 갓고 있다 한중 두
언어에서 ‘제비’를 ‘춘연(春웰)’이라고 임걷기도 하는데 그것은 제비가 춘
삼윌만 되면 어김없이 강남에서 날아오기 때문이다.

‘제비’는 한중 두 언어에서 모두 ‘한가함’의 국속의미도 갖고 있다. ‘熱
탬(연거)’(한가히 지냄)， ‘斯安(연안)’(봄과 마음이 한가휩고 편얀함)， ‘빡寢

(연침)’(한가히 거처하는 방) 등은 한중 두 언어에서 다 같이 쓰이는 말인
데 여기서 ‘제비(;1많)’는 ‘한가함’의 상징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제비’는 한중 두 언어에서 ‘옹졸한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기도 한다. 한

중 두 언어에는 ‘薰뚫(연작)’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도량이 좁은 사람，
즉 옹졸한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제비’는 한중 두 언어에서 이와 같은 서로 비슷한 국속의미를 갖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국속의미를 갖고 쓰이기도 한다.
우선 중국어에서는 ‘제비’가 한국어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진사급제’의
국속의미를 갖고 쓰이기도 한다. 중국어에는 ‘환林휴웰(행림춘연)’이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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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데 이 말은 ‘진사급제’란 뜻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그 유
래는 이러하다. 명청(明淸)시기， 매년 2윌이면 진사 시험을 보았는데 그

시험에 급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황제가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그런데 황
제가 베풀어 주는 ‘연회’의 ‘흥’이 제비 ‘熊’과 그 음이 같으므로 황제가 행

원(否園)에서 진사 시험에 급제한 사람틀에게 베풀어 주는 연회를 ‘否林
春斯’이라고 했다
디읍 한국어에서는 ‘제비’가 중국어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보은’의 국속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비’의 ‘보은’은 『흥부전』에서 잘 나타난다. ‘제비’는

이외에도 ‘비의 전조’(제비가 사람을 열르면 비가 온다.l， ‘풍년’ 등의 국속
의미도갖고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비’가 갖고 있는 국속의미는

한중 두 언어에서 공통점이 많고 차이가 적은데 이와 같은 사정은 한중
두 민족의 문화가 빈번한 교류에 의해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다는 것

을시사해 준다.
넷째， 서로 대응되는 두 언어적 단위에서 어느 한 언어적 단위는 국속
의마를 갖고 있지만 다른 한 언어적 단위는 국속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Rl

국속의미는 지금까지의 고찰에서와 같이 부동한 민족의 언어교류에서
공통점과 쩨점이 병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쩨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공통점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
이 나타나게 되는 것엘까? 국속의미가 서로 다른 언어에서 이렇게 공성
8) I 싫내 | 않 1ft:: “"써"싸Hκ，/1 꿇IYJ ，、f hll페과" (f때짜 j1/냈{아1 究~， 1뾰:55) 에서는 이
런 유형의 실려1로 중국어와 영어의 ‘타조’와 ‘략을 둡면서 ‘다조’는 영어에서 ‘우둔함’，
‘삭욕이 큼’ 등의 국속의미름 갖고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아무런 국속의미도 갖고 있

지 않으며， ‘학’은 증국어에서는 ‘장수， 황태자， 출중한 인물， 종무소식’ 등의 다양한
국속의미릎 갖고 있지만 영어에서는 아무런 국속의띠를 갖지 않는 단어라고 설명하
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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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성이 병존하게 되는 주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귀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속의미는 일반적으로 객체 의미의 연상， 다시 말
하면 어떤 시물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의 연상에 의해 산생되는데 일반적

으로 사물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은 언어가 다르다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여우’라 하면 한국인， 중국인， 영국인， 러시아인 모두가

‘교활’이란 공동된 연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이 동물 자체가 이런 속성

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물 자체의 속성에 대한 연상으로부터
산생되는 국속의미는 부동한 언어에서 엘정한 공성을 갖게 된다. 둘째，
국속의미는 또 습관적인 떤상에 의해서도 산생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습
관은 민족 숨핀을 가리킨다 따라서 습관적인 연상에 의해 산생되눈 국속

의미는 꼭 같을 수 없다. 예컨대 중국 사람들은 ‘곰’이란 단어만 떠올리면
습관적으로 ‘우둔함’을 연상하게 되지만 한국 사람틀은 습관적으로 ‘시조’，
‘여성’ 등을 연상하게 된다 셋째， 일부 국속의미는 언어적 단위의 어음구
조(또는 말소리)의 유사성에 의한 연상으로부터 생성되기도 한다. 예컨때，
중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배(셋)’나 ‘시계(輝)’는 선물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중국어의 ‘셋’는 ‘이별’의 ‘離’와 음이 유사하고 ‘짧’은 ‘임종

(臨終)’의 ‘終’과 음이 비슷하기에 시계를 선물한다는 것은 ‘送終‘ 즉 ‘임종
을 지킨다.’는 뜻으로 되기 때문이다. 또 한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과 마
찬가지로 숫자 ψ를 꺼리는데 그 원인은 ‘4’의 음이 죽을 ‘死’와 음이 유사

하다눈 데로부터 죽음을 연상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속의미는 한 민

족의 역사 문화， 종교 선앙 등의 연상으로부터 산생되지도 하는데 이펀
국속의미는 민족문화의 차이와 십리석 연상의 차이에 따라서로 다른 양
상을 보이게 된다.

그런데 이 국속의미는 동일한 민족어 내부에서도 사폐적， 지역적 차이
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국속의미가 득정된 지

역의 인문 역사- 환경 속에서 형성 발전되는 것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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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틀면， 중국어에는 ‘老九’란 말이 있는데 이 단어는 홍콩， 대만 등

지역에서는 문자 그대로 형제 등을 칭하는 말에서의 ‘아홉째’란 뜻으로만
쓰이지만 중국 대륙에서는 문화대헥명시기에 ‘자산계급 지식분자’를 가리

키는 말로 쓰였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중국에서는
이 ‘지식분자가 역사적으로 이홉 번째의 자리를 차지했었다는 사실이다
중국 역사를 보면 일찍 원대(元代)에 사회 각 계층을 10등급으로 니누었
었는데 그 순위는 ‘一官， 二更， ττ~f曾， 四道， 五醫， 六그[， 七織， 八民， 九f需，

十 l l) ’로 되어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식분자는 ‘iL偏’， 즉

아홉 번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속의미는 해당 민족의
역사 문화의 침전물로서 한 민족의 언어적 단위가 장기간의 박복적인 사
용과정에서 그 언어적 단위의 개념의미에 문화 상정적 의미가 부착되면
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라하여 국속의미는 언어행위의 제 과정을 연구대

상으로 하는 화용론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며 화용론의 핵심 개념으로
되고 있는 화행의미와 유사한 특성을 띠게 된다

그럼 아래 다 같이 언어행위의 제 과정에서 산생되는 국속의미와 화행
의미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 P호 살펴보기로 하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화용론은 언어행위의 제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전

달되는 기호의 내용을 매개로 한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언어학
의 한 분과이다 바꾸어 말하면 언어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화자와 청자

간의 임치를 전제로 한 제반 조건의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언어학의 한
분과이다 9) 그리고 이 언어행위의 과정에서 표현되는 의미를 화행의미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행위 쌍방에 의해 진행되는 교제는 다음과 같은

9)

f 깜、유

r/r' î:~ i{f~:

':"λ 테싸

I;tl- I ;-X}~1i~，

뻐)3:1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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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시겼을 경우에만 7}'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언

어행위에서 의사소통의 중심을 이루는 의미 즉 화행의미논 약정 속성에

의해 확정되는 것으로서， 다시 딸하면 언어행위의 쌍방이 모두 동일한 얀
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민족들 간에는 그

교제가 가능하게 되지만 서로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는 불가능하게 된다
둘째， 동일한 민족들 시아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행위의 쌍빙l이 lτ

外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른 아침 남편이 부인에게 “지닫 몇 시 ó]:?" 하고 물었을 때 부인은 “조급
전 신문배달부가 왔다~k어요”라고 대답한다. 이 대화에서 부인은 남편의
물음에 몇 시라고 답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현재시각’을 짐작할 수 있

다. 그것은 부인과 남편은 신문배달부가 매힐 몇 시쯤에 신문배달을 온다
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재시각’은 특外의 의미로 된다. 셋
째， 동일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행위 쌍방도 문파적 공동성을 전
제로 할 때에만 그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 그것은 화행꾀미가 단어의 개
념의 111 의 단순한 총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 사람과 한국어렐
구사할 수 있는 중국 사람이 서로 교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칠칠’ 흑윤
‘얼곱이레’라는 말이 나왔다 할 때， 중국 사람과 한국 사밤의 이해는 완젠
히 다를 것이며 따라서 서로 상반되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

것은 한국문화에서는 ‘칠칠’ 흑은 ‘일곱이레’가 ‘태어난 지 임곱 번째 되는

이레의 끝날， 즉 태어난 지 49일째 되는 날’을 가리키지만， 중국문화에서
는 ‘사람이 죽은 후 49일째 되는 날’을 가리키는 말로서 중국 제례문화에

서는 사람이 죽은 후 매 7알마다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이 49임까지 계속
된다. 그러니 이런 서로 다륜 문화에 대한 공통된 이해까 없을 경우에는

그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회용론에서 논의되눈 화행띄
미도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화행의미
와 국속의미는 공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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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화행의미와 국속의미가 꼭 같다는 말은 아니다. 화행의미와 국

속의미가 다 같이 문화와 관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화행의미가 국
속의미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한 이해를 좀 더 갚이기 위해

화행의미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화행의미는 발
화 상황에 나타난 단어 의미의 총화로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가

온다

“나는 신문을 본다” 등에서 표현되는 화행의미는 단어의미의 총

화와 동일하다 그러나 모든 화행의미가 반드시 발화 상황에 나타난 단어
의미의 총화와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예로 든 남편과 부인의 대
회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남편 지금 몇 사야? (화행의미가 단어의미의 총화와 대등함)

부인: 조금 전에 신문배달부가 왔다갔어요 (화행의미가 단어의미의 총
화와는 별개인 듬外의 의미에 의해 ‘현재시각’이 표현됨)

위의 예에서 우리는 화행의미는 발화 상황에 나타난 단어들의 의미 총
화로 표현될 수도 있고 단어틀의 의미 총화와는 별개인 言外의 의미로
쿄허되 스 E
....u...l:.J.-2..

'J-

이으으 야 스 이다
M 口 2.

2.

/-“‘←「

화행의미는 또 “까지 뱃바닥 같다끼 “有況魚落雅之容(유침어낙안지

용)"에서와 같이 한 민족의 문화적 특성에 의해서 표현될 수도 있다. 일반
적?호 한 언어의 성구， 속담， 숙어 등의 의미는 대부분 단어의미의 총화
로는해석할수 없다.

이렇게 화행의미는 발화 상화에서의 단어의 개념의미의 총화로 표현될

수도 있고 간外의 의미로 표현될 수도 있으며 문화적 특성에 의해 표현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속의미는 오로지 문화적 특성에 의해 표현되는
의미로서 모든 국속의미가 화행의미라는 보다 큰 범주로 묶일 수는 있지

만 모든 화행의미가 국속의미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화행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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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민족 문화 특색에 의해 제약되는 의미만 국속의띠로 될 띠름이다.

4 국속의미론 연구와 한국어교육
지금까지 우리는 교류능랙의 산장활 총 목표로 하는 외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나서고 있는 국속의미 연구의 필요성 또는 중요성
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램 이제부터는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국속의미론 연구

의 성과를 어떻게 한국어교육에 도입하겠는가에 대해 흙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한국에서의 한국어교육과는 좀 달리 듣기，
말하기， 얽기， 쓰기에 번역(똥역)괄 더 포함시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토론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한편으로 하고 번역
(통역)을 다른 한편j견 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튿기， 말하기，
읽기， 쓰기(물론 번역도 포함됨)는 이해를 전제로 또는 기초로 해서만 섣
현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는 토론의 중점을 이해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속의미론 연구와 번역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속의미론 연

구에 두고자한다

1) 이해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속의미론 연구

이해능력이란 말을 듣는 사람이 정각기관을 통해 접수한 어음연속체를
의미작 단위로 해석 전환시키는 과정을 가리킨다. 그러브로 말을 듣는 사
람은 무엇보다도 해당 언어의 발음， 어휘， 문법 등 언어지식을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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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정보)을 이해하고 거기에 적당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 사람이 한국어에 관한 가장 초보적

인 지식이 없이는 “서울대학교는 한국의 명문대학이다란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읍， 어휘， 문법 등
언어지식이 전부인 것은 아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란 속담을 한
국어를 전공하는 중국인 대학원생들이 거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

며 “까치 뱃바닥 같다”란 속담을 적지 않은 한국인 대학원생틀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10) 여기서 우리는 이해능력은 단순히

어음， 어휘， 문법 등 언어지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
화 지식에 의해서도 가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용론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언어교제에서 말을 듣는 사람은 일반적
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보내온 언어정보에 따라 자신의 기억 중에서 이
방면의 지식과 경험을 찾아내고 이런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접수된 언
어정보를 예측， 추리， 판단 등의 과정을 거쳐 이해의 목적에 도달하게 된

다. 그러므로 말을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 방면의 지식
정도가 이해의 목적을 달성하는 관건으로 된다. 그런데 이런 지식과 경험

은 딸을 듣는 사람만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교류 쌍방의 공동으로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어야 한다 외국어를 배워본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열

정한 듣기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이야기
하는 사람의 이야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것인

데 이런 이해의 어려움은 주로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된다. 그러므로 이해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언어의 의미구조에 직접 반영된 문화적 의미， 즉

10) 펼자의 강의플 듣는 7병의 한국인 대학원생과 3명의 증국인 대학원생을 상대로 조
사한 결과 중극인 대학원생 전원이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란 속담윤 이해하지

봇하고 있었으며 “까지 뱃바닥 갇다’란 속담은 단 한명의 한국인 대학원생이 이해
하고 있는사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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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속의미에 대한 연구가 펼수적인 파엽의 하나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해능력의 선장을 위한 국속의미의 연구는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 국속의미는 여러 가지 부동한 측면에서 분석하
고 연구할 수 있는바 먼저 한 띤족어에서 일정한 국속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또는 언어적 단위를 선정하고 이 단어 또는 언어 석 단위가 갖고 있
는 국속의미를 하나하나 발굴해내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또 먼저

특정된 극속의미를 확정해놓고 이런 국속의미를 갖고 있는 엘련의 단어
또는 언어적 단위를 발굴해내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첫 번째 방법을 ‘종적분석’ 방법이라 하고 두 번째 방법을 ‘횡적
분석’ 방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11 )

만약 국속의미의 연구 방법을 ‘종적분석’과 ‘형적분석’ 두 가지 방법으
로 개괄할 수 있다고 할 때 이해능력의 선장을 위한 국속의미 연구에서는

‘종적분석’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종적인 측면
에서 볼 때 부동한 문화현상이 흔히 동열한 단어 또는 언어적 단위로 하
여금 여러 가지 부동한 국속의미를 갖게 하는데 이런 국속의미에 대해 어
느 정도 장악했는가에 따라 이해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우

리는 ‘제비’가 중국어에서는「 ‘길조( 밤~~)， 부부지정， 본， 한가함， 옹졸한 사
람， 진사급제’ 등 다양한 략속의미를 갖고 쓰이며 한국어에서는 ‘갈조(임

~U ， 부부지정， 봄， 한가함， 옹졸한 사람， 보은， 비의 전조” 등의 국속의미를
갖고 쓰인디눈 데 대해 살펴본 바 있다. 이렇게 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

일한 하나의 단어도 상당히 다잉:한 국속의미를 갖고 다의어의 체계를 이
루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전띤적안 지식이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할 경우가

상당하리라 생각된다 중국 학생들이 ‘까치 뱃바닥 같다란 속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바로 한국어에서 ‘ η써’가 갖고 있는 국속

11)

1 않 μ: ‘ 1싸1 “"파’써’ n낀4Ii~ ，;，r니'difl'l뇨， 1!J.lS:잉←Eβ) 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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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전부를 장악하지 봇하고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다시 말하면 이
들은 ‘까치’가 한국어에서도 중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길상’， ‘환락’， ‘희

새， ‘길운’ 등의 국속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정은 알고 있지만 ‘흰소리’， ‘허
풍쟁이’， ‘죽음’ 등의 국속의미를 더 갖고 있디는 사정을 모르고 있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한 단어 또는 언어적 단위가 갖고 있는 모든 국속의미
를 하나하나 발굴해내는 종적분석은 이해능력의 신장을 위한 한국어 교

육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 번역(통역)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속의미론 연구
지금까지 우리는 국속의미 연구에서 종적분석은 이해능력의 신장을 위
한 한국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는 데 대해 살펴보았
다. 그런데 암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바 있지만 이해능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초로 될 뿐만 아니라 번역(동역)의 기초로도 된다. 그것은
‘번역’이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말로 된 글의 내용을 다른 나라 말로 바
꿔 옮기는 것 "12) 또는 “한 언어 문자의 의미를 다른 한 언어 문자로 표현

하는 것 "13) 등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한 언어 문자의 의미’ 또는 ‘한 나라

의 말로 된 글의 내용’을 나른 언어 문자 또는 다른 나라의 말로 바꿔 표

현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의미’ 또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논의의 중점으로 되고 있는

‘의미’ 또는 ‘내용’에는 국속의미도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번역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속의미론 연구에서도 종적분석이 중요시되지 않을 수 없
다

그러나 모든 번역(또는 통역)이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하
12) 동아새작어사전」 뻐1년 참고
13) TJJ~ i \i{"，'\ 니 "Jljl~l 2005년 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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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만은 사실이나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으로 모든 번역이 원단

히 이루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번역이란 단순히 ‘원문’의 뜻(띄
미)을 그대로 ‘역문에 옮겨놓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국의 번역 이
론가

Peter Newmark는 ‘의미의 번역’(1988:22) 이란 글에서 번역은 교제 번

역과 의미 번역 두 가1 로 나뉘는데 전자는 역문 독자로 하여금 원문 똑

자와 같은 효과를 보게 하는 데 치중하고 후자는 원문이 담고 있는 내똥
을 모두 번역해내는 데 치중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외 같이 번역은 일

반적으로 문체에 따라 그 추구하는 목표가 닫리 설정되는데 역문 독자펠
로 하여금 원문 독자와 같은 효고떨 보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교제 번역
의 경우에는 의미 번역의 겸우에서와는 탈리 ‘원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으로는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학계에서 가역성과 불가역성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불가역성을 주장하는 학

자틀은 인간의 사상 감정은 부동한 언어 및 문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
로 상호간의 사상 감정의 교류는 불가능하며 그 번역도 국부적인 측면에
서 볼 때는 어디까지나 ‘근사성’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근사성’
은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번역이 다문화간

의 사상 감정의 교류까지를 목적으로 할 때 교제 번역은 국부적인 측면에
서 확실히 ‘근사성’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교제 번역에서의 이 ‘근사성’， 즉 불가역성의 주되는 요인은
무엇힐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역문의 언어가 처한 문화 전통 가운데 원분
의 언어에 숨겨진 역사 문화， 풍속 습관， 감정 정서 등을 나타내는 언어작

요소듬이 많이 결여되어 있r-+는 것이다 퍼므로 사상 감정의 교류를 복
적으보 한 교제 번역에서 ‘금사성’에라도 도달하기 위해서는 원문의 언어

에 숨겨진 이런 역사 문화， 풍속 습관， 감정 정서 등을 나타내는 언어적
요소블과 근사한 표현들을 찾아내는 껏이 주요한 파업으〕로 나선다.
예찰 들어， “범 모르는 하룻강써1" ， 녕}룻강아지 범 무서운 졸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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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속담을 “初't:狗↑↑비}6(초생구불파호)"라고 번역한다면 중국 사람들

은 절대 원문 독자와 같거나 근사한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중

국 문화에서는 “初牛牛續不伯虎(초생우독불파호)"에서와 같이 ‘강아지’가
아닌 ‘송아지’가 ‘멋모르고 겁 없이 텀빔’을 비유하여 이르는 동물로 등장

되기 때문이다. 또 예를 들어 중국어의 “令公挑李滿天

r , 何用堂前更種

花"14) 에서의 ‘挑李’를 한국어로 옮길 때 ‘복숭아와 지두’로 번역해서는 원

문의 뜻과 어긋나는 번역으로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하여 그 뜻을 살려
‘문하생’ 또는 ‘문인’으로 번역해서도 안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첫째 구의

‘挑李’를 ‘문하생’으로 번역하면 둘째 구의 ‘꽃을 심다’와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땅히 ‘도리’로 번역하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고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원문 독자와 꼭 같은 효과를 추
구하는 교제 번역에서는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원문의 표현과
꼭 같거나 거의 근사한 표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파업으로 나선다
그러나 실제 번역에서는 원문의 표현과 꼭 같은 표현을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원문의 표현과 거의 근사한 표현을 찾아내는 것도 상당
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위에서 예로 든

것과 같은 국속의미의 전환이다. 즉 역문에서 어떻게 원문의 언어에서 표
현된 국속의미를 가장 근사한 국속의미로 전환시키는가 하눈 것이다. 지
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간 국속의미의 상호 전환을 위해서는 한
민족어에서 동일한 국속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을 선별하여 ‘동의어군’

을 구축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연구 방법이 바로 앞에서 지적한 ‘횡적분석’ 방법이다

횡적 측면에서 볼 때 동열한 문화현상이 흔히 부동한 단어 또는 언어

적 단위로 하여금 동일한 국속의미를 갖게 한다 그 대표적인 일례로 ‘장

14)

l' 이단싸“‘{싸'11 십公값 j'f':;" 에!j’t"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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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란 국속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의 계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모든 인간은 장수하기를 희망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리하
여 그 어떤 민족어에서든지 ‘장수’의 국속의미룰 나타내는 단어들과 표현
이 아주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디: 왕덕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어에

서 ‘장수’의 국속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로는 ‘남산ù김 [1 1)， 소니무(松)， 참
죽니무(橋)， 복숭애挑)， 국화(氣)， 산수유(菜햇)， 계수나무(桂)， 수목(끊木)，
명령(훗靈)， 학(麗)， 거북(龜)， 태배(願背)， 방미(1龍댐)， 팽조(影祖)， 송교(松
홈)’ 등이 있다 15)

‘마î I LJ (남산)’은 “如南山之壽"(詩經. 小雅. 天保)에서와 같이 장수를 비

유하는 사물의 하나로 쓰이었다. 민간에서는 지금도 “福如東따， 듬놓比 l ￥」
L1 1" 이란 대구로 춘련(春聯)을 써서 붉이고 있다.
‘松(송)’， 즉 ‘소니무’는 “壽比떠山不老松”에서와 같이 ‘남산’과 함께 ‘장

수’를 상징하고 있다. ‘소나무’는 또 “松願延年”에서와 같이 ‘학’과 합쳐 싼
이띤서 ‘장수’를 상징하기도 하고 “今朝祝壽， IfrR듭룹數， 比松橫"(末. 좋珠

(안주)의 “佛電흉(불예상)"에서와 같이 참죽4-무 ‘橋’과 합쳐 ‘장수’의 국
속의미를나타내고 있다
‘橋(춘)’， 즉 참죽나무는 중국어에서 ‘나이’를 뜻하는 말과 함께 ‘棒샤

橋敵， 權歲’ 등과 같이 쓰이면서 장수를 축하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장자
(또子)의 “週違游”에도 “上 퍼‘有大棒者， 以八千歲馬春， 八 千歲寫秋”이란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에 쓰인 ‘大棒者’는 장수한 사람달 뜻한다.
‘挑(도)’， 즉 복숭아는 “玉挑服ι長牛不死"(ì神農經)에서와 같이 예로부

터 ‘장생불샤의 약으로 불려오고 있다. 중국의 고전명작 “서유기”에도 손
오공이 ‘장생불새의 천도복숭아릅 훔쳐 먹는 장면이 나온다.

‘훨(국)’， 즉 국화는 지금은 민간에서 ‘長壽花’로 불리고 있고 고대에는

15) I 앙내.

“싸I!Ý’ 1꺼 J~~~써찌"('F 때 m ，;，'L&ijW5t~ ，

1911:42-4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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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壽客’으로 불리었다. 송나라 挑寬의 “西漢農語”에 “救月寫貴客， 梅寫淸

客…쩌寫壽客”이란 기록이 나온다.

‘菜햇(수유)’， 즉 산수유 역시 국화와 마찬가지로 ‘장수’의 국속의미를

갖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9월 9일 중양절에 산수유를 머리에 꽂거나 달고
국화주를 마시면 악귀를 물리치고 장수한다는 풍속이 전해지고 있다 그
리고 산수유 열매는 약효가 뛰어나 수유주(菜햇酒)의 주요 원료로 쓰이
는바 당나라 關朝隱(염조은)의 시구에도 “慮因菜햇酒， 相守百千年” 기록
이 나온다.
‘桂(계)’， 즉 계수니무는 참죽니무 ‘棒’과 함께 쓰이어 ‘장수’의 국속의미
를 나타낸다. 짧나라의 f土光展의 시구에는 “{諸멀享棒桂之年， 常技大業”

에서 ‘橋桂’이 바로 ‘장수’를 뜻하는 말이다.
‘壽木(수목)’은 볼사수(~시死樹)라고도 한다. ‘여씨춘추. 本味’에는 “菜之
美者， 昆젊之추， 壽木之華”란 기록이 있는데 그 뜻인즉 “수목은 곤륜산
에서 나는 나무인데 그 열매를 먹은 지논 죽지 않는 고로 수목이라 했다”

는것이다.
‘혹靈(명령)’이란 신화 전섣에 나오는 나무인데 참죽나무와 함께 쓰이

면서 ‘장수’의 의미를 나타낸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장자 “週違游”에 “楚
之 r1J有혹靈者， 以五百歲馬春， 五百歲寫秋”란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 쓰
인 ‘켈靈者’는 “장수한 사람”을 가리킨다.
댐텅(학)’은 중국어에서도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수’의 상징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堆떠子 說林리11’에 “歸壽千歲”란 말이 나오며 지금도
‘麗좁’， ‘歸 {Ifr’이란 단어가 많이 쓰이니 ‘학’의 ‘장수’의 의미는 더 말할 것
도없다.

龜(귀 l ， 즉 거북은 한중 두 언어에서 예로부터 ‘장수’의 상정으로 쓰임
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구태여 더 설명할 펼요가 없을 것이다.

‘백潤(태배)’는 복어 등의 무늬로서 장수 노인을 비유하눈 멘다. “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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雅. 釋굶”에는 “點背， 갱좀老. ，술也”란 기록이 있다.

魔眉(방미)는 ‘흰 눈셉’을 가리키는 말인데 ‘패배’ 등파 함께 쓰이면서

‘장수’를 뜻한다. “삼夫輯算龜歡， I罷웹 J船 7T”가 그 열례로 된다.
효Z패(팽조)는 전섣 속의 인물띤데 그 나이 %에 달했다 한다.
松챔(송교)는 전설 속의 신선 *松子와 1子참를 함께 칭하는 말인데

이 두 사람은 모두 장수했기에 위에서 든 팽조와 함께 ‘장수’한 사람을 가
리키게 되었다
한국어에도 ‘장수’의 국속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상당히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다. 한국어에는 십장생(十長牛)이란 말이 있는데 ‘해， 산， 랄，
돌， 구름， 불로초， 거북， 학， 사슴， 소나무’가 바로 이 십장생에 속한다. 판
국 문화에서 ‘장수’의 국속의미를 갖고 있는 것탈로는 이외에도 ‘띠， 토끼，
복숭아， 국화， 구슬， 긍， 누에， 뱀’ 등 허다한 단어뜰이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속의미는 행적 측면에서 빨
때 그 어떤 언어에서를 물론하고 상당히 풍부한 동의어 계열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상황은 개념의미의 측면에서는 상싱조차 할 수 없다
그러 f즈로 국속의미콘 연구에서 횡적분석을 통때 이런 동의어군을 잘
발굴해 내는 것은 번역능력의 신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된다.

5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외국어 교육의 발전 역사와 더불어 한국어교육의 현

주소털 알아보면서 한국어교육에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새롭게 떠오픈
국속의미론 연구와 한국어교육의 상호 관계에 대해 논띄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요익냥}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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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첫째， 세계적 범위에서 외국어 교육은 교류능력의 신장을 최종 목표로

하는 단계에까지 발전되고 있지만 우리의 한국어교육은 아직까지 교제능
력(또는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을 최종 목표로 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둘째， 다문화 간의 교류 능력은 사회문화 능력의 토대 위에서만 설현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국어교육이 교류 능력의 신장을 최종 목표
로 하는 단계에까l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문화 능력의 신장

에 대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사
회문화 능력에 대해 다사 한 번 검토해 볼 펼요가 있다.
셋째， 사회문화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해당 민족의 언어구조에 담겨

진 문화적 요소， 즉 언어의 의미구조의 한 구성 요소로 되는 국속의미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국속의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

법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해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종적분석 방법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번역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종적분석 방법과 횡적분석 방법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속의미론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학계에서 거의 도외시되어 온
언어학의 한 연구 분야로서 수많은 과제들이 보다 많은 학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본 판윤은 '2fJJ1. 11. 12
되었음

투고되어 ， '2fJJ1.

11. 15.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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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속의미론 연구와 한국어교육

강은국

국속의미란 한 언어의 개념 의미에 추가된 역사 문화， 풍속 습관， 지리 환경
등 문화 색채의 의미를 가리킨다， 국속의미는 의미의 민족성의 표현으로서 해
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집단의 역사 문화， 풍속， 습관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하

게 되며 민족문화의 특색을 띠게 된다 따라서 한 민족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을 떠나서는 그 언어의 참된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이리하여 국속의미에

관한 연구는 언어학 이론의 발전에는 물론 외국어 교육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한국어교육에서 국속의미론 연구의 성과를 도입하면 학습자들로 해금 서
로 다른 민족 문화 차이로 인한 교제에서의 장애를 극복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으로 교류능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국속의미 연구는 부동한 측면에서 다각도
로 진행할 수 있는데 국속의미에 대한 종적분석은 말하기， 튿기， 읽기， 션기 능
력을 신장함에서 중요한 이론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지며， 횡적 분석은 번역(통
역)능력을 신장함에서 중요한 이론 및 설천적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1 극속 의미론 연구， 한국어교육， 이해 능력， 종적 분석， 번역 능력， 횡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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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초록

띄혐i흠 χf바究턴就댄i콤敎育

姜銀國

되↑감 i펌 χ是指在 i미 1L:的睡念意 χ I-J잠加 l力벚文化、 民情 jx~{:삼、 J떠f면 H、境좋
文化色彩的 i펌 χ。[피 i깜 i검 χj료 i펌 χ 民族性的一 f매表 fÆ ， '2~힐 X맨地 I7YÎ f1면}껴

ìn펌뜸 I 젠家的I力벚文化;fD 民情 JA1감。 lli 就足때， iffχ 1'E&映搬念的基뻐 I-j~
加 f 附加的民族文化色彩， ~펀7f民族文化背휠， 얘L 以理解 i펌言 ~1立的含 X。

因此떠{강 i홈 χ的冊究， ↑、f又有助 Tì펌言￥’理 ì{::(ÝJk 展， 而 lP1T 5'i-ì감敎으f: tiG
大有牌益。1f韓떠 i콤꿨(字中引入{후11:& ì펀 Xf땀究的成果.， 可 h땀加字 >11썩 j、t 륙 F':
族文化差륙 (ÝJ 敏感、性， 克服없文化 i펌즙:y:: μ、y.!可能出뻐的障핍， 避免$양文化
:x:닦아 rJ0 某얀 i잠 ~'ì)Uý￥或 i감JfJ失 i뭇， 提高:x:往能 )J 。 떠{fì. ì흠 χrrJAλ ↑、 I可的태

度加以샀析冊究， 강U피分析 510 提 i힘JWJf、 때、 팩、 'Lj’能力有휩重要센~~벚 iε 함、 χ
fU돗많意、 χ ， 橫向分析져提검짧 i용能力;有휠→重要的f떤 iG/월'X 和 'jJ흥;향 χ。

[콧健폐 H터f깜 i콤 χ冊究， 후휩띠 i펌웠(휴， 1벌解能力， 찌 l可갔析 1 없jjì￥hE 力， 橫向
分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