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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에 京城帝國大學 中國文學敎冊室을 전선으로 한 서울대 중어중문 

학과가 개섣된 것을 펼두로 하여 한국외국어대(1954) ， 성균관대(955) 1)， 

고려대， 숙명여대， 단국대(1972) ， 연세대(1974) ， 영남대(1976) 등에 차례로 

중국어문학과가 생기고， 이틀 대학에 석 • 박사과정을 둔 대학윈 과정이 마 

련되면서 국내의 중국어문학 연구는 지금까지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 

고 았다. 정획한 통계는 아니나 轉행中語中文學會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 

는 각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중국어문학 종사자만도 400명을 웃돈다2) 

이러한 양작인 팽창은 자연스럽게 각종 학회의 결성으로 이어졌고， 학회 

의 성과물이라 할 학술지도 여러 종 나오게 되었다. 학문의 딴전은 개별 

연구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어야 가능하다는 점 

을 상기해보면 왕성한 학회활동과 연구성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전문학 

술지의 존재는 더없이 귀중한 것이다 1945년 이후로 현재까지 발표된 논 

문은 학위논문을 제하더라도 3，000건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것은 이러한 논문을 소화해낼 場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뜻하므로 매 

*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1) 1969년에 잠시 廢科되었다가 1971년에 중국어학과로 復科되었고 1977년에 다시 
중어중문학과로 복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ì韓행中語中文學會編， <中품中文텔》 지120집， pp166-49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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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다행스리운 일이 야닐 수 없다. 

본고는 그간 중국어문학 연구를 발전시키는태 앨익을 담당해온 주요 학 

회와 학술지를 몇 개의 부류로 나누어 검토히면서 L펌대로의 장단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향후의 지향점을 모색해보고자 힌다 

2 

흔히 우리샤회의 溫情主義를 지적혀는 말로 l[n緣， tU鎭， 摩양家을 거론한 

다. 여기에는 얼마간 부정적인 의마가 내포된 것이 사실이나， 가까운 사람 

들끼려 모이게 되는 것이 또한 )깅常情。l다. 다른 학계도 마찬가지이겠지 

만 중국어문학 연구지들의 모임도 학교별， 지역별， 전공별로 크게 나눌 수 

였는데 이러한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학교별 모임은 헬연， 지역별 

모임은 지연， 전공별 모임은 학연에 빗댈 수 았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편 

의상 이러한 각도에서 분류하여 살펴보겠다 

2-1. 학교별 학회와 학술지 

서울대 중문과의 학회인 〈韓國中l행語文學會〉는 1973년에 《中國文學》이 

라는 학회지를 내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80년대까지는 화갑기 

념호를 제외31하고 10편 미만의 논문을 전던 것이 1990년대 들어 연구지 

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수록논문수가 배로 늘었고， 1995년 6월의 제23 

집부터는 반년간으로 전환하여 매년 40편에 육박히는 논문을 실어 1998년 

4월에 발행된 제29집까지 도합 347편이나 되는 많은 논문이 이 학회지를 

통해 학계에 선보여졌다. 

3) 1979년의 제7집은 떳基樓 교수의 회갑지념호로 15편의 논문이 살렸고， 1980년의 

제8호는 車柱環 교수의 회집 기념호로 17편의 논문이 섣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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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중문과에서는 1981년 8윌 〈中國文學빠究會〉를 창립하고， 1983 

년 1윌부터 《中國文學wf究》라는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매년 10편 내외 

의 논문블 설어 헨재 16집까지 나와 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논문 

을 기고하는 필진들이 극히 일부→를 제외승kE 박사학위논문음 준비하고 있 

는 시간강사 위주로 짜여져 여라 분야의 精細한 논문을 기대하기가 어렵 

디는것이다 

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의 여=1國冊究會〉는 대학원에 채학중인 석 · 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의 강독화와 학술토론회에서 시작하여 다른 여러 대학도 

참여하고 있는 학회다 1984년 11월 《마1國學빠究》 창간호에 어학과 문학 

각 4편의 논문을 수록하변서 학회지도 발간하고 있다. 

고려대 중문과에서는 1988년 2월에 〈高大中國語文짧究會〉를 칭립하고 

그해 12윌부터 학회지 《中國語文論驚》을 내고 았다. 이 학화는 1993년에 

〈中國詞文冊究會〉로 명칭을 바꿨고， 1995년부터는 학회지를 반년간으토 

전환하여 1997년 12윌의 제13집에 논문 15편과 번역 1편을 수록한 현재 

까지 총 197편의 논문을 소개하고 있다. 

이회여대 중문과의 〈中國語文學會〉는 1994년 12윌 칭립되었는데， 女大

라는 학교의 특성상 중국어문학 연구에 종사히는 여생 연구자들의 장읍 

마련한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았다. 이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中

國語文學誌》의 창간사에는 “특히 중국 여성문학과 여성싱 연구에 중점을 

두어 야제껏 소홀히 취급된 부분을 새롭게 조명하고 아울러 여성의 위상 

도 정립해야 할 것”이라 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제사하고 았는데， 1997년 

12윌에 출간된 저114집을 보건대 〈중국현당대 문학 특집〉으로 꾸미면서 金

j용希의 (1920년대와 1980년대의 여성소설 비교 연구〉를 제외한 나며자 

14편의 논문이 모두 애초의 基調에서 벗어난 감을 주고 있어 아쉬옵이 았 

다 물론 중국문학의 작지- 층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H똥이 매우 적은 까닭 

에 여성과 관련된 논문만을 섣는다는 것은 무라디: 그러나， 대다수의 회원 

이 여성이라는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학회와 학회지 고유의 특성을 개발 

해나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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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연세대 중문과의 학회인 〈延世中語中文學쩔〉에서는 학회지 《文

境》을 발간하고 있고， 숙명여대， 단국대 등예도 학회와 학회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2-2. 지역별 학회와 학술잡지 

가까운 지역의 연구지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진 학회로는 1980년 5윌 경 

상남북도의 중국어문학 연구자 21명이 모여 창립한 〈鎭南中國語文學會〉가 

효시다. 이후 1983년에 〈쏠山慶南中國語文學會〉가 결성되면샤 경상남도 

지역에 따로 학회가 생겼지만 경상북도에반 해도 영남대를 비롯해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효성카톨락대， 동국대( 경주)， 안동대， 경주전문대 등에 

모두 관련 학과자 개섣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에 뒤지지 않는 풍부한 연구 

진을 자랑힌다. 이 학회는 20년에 가까운 연륜을 쌓으면서 회윈을 전국으 

로 확대하고 사단법인 채제로 전환하면서 국내 유수의 학회로 손꼽히고 

있다. 이 학회에셔 발간하는 학술지인 《中國語文學》은 1980년 11윌 창간 

호가 나온 이래 1998년 6월 현재 제31집까지 간행되었다. 31집에는 논문 

14편， 번역 1편， 서평 3편이 실려 있는데， 이 학술지는 여기서도 얄 수 있 

듯이 일반 논문 외에 번역이나 서평 등에도 상당히 힘쓰고 있다. 특히 눈 

결을 끄는 것은 저1117집부터 學術部 병의로 나오고 있는 〈論文좁5離a告〉로， 

이는 《中國語文學》에 게재되는 논문을 윤독한 뒤 간단한 논문 평을 쓰는 

방식이다. 남의 논문은 잘 읽지 않는 우라 학계의 열반적인 경향을 감안할 

때 매우 획기적인 사도임에 틀림없고， 해당 학회의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 

을 저체 검증한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다만， 학술부라는 잡단 멍의는 논제 

에 대한 토론을 약회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히 각 논문에 대한 책임 

집필져를 밝혀 반론의 여지를 냥겨야 할 것으로 본다4) 

4) 《띠國語文學;1 저120잡에는 〈中國語文學돼究벚長編 19←《다]國諾t學》 회고와 전망〉 

이라는 제목으로 좌담회 내용이 제재되어 있는데 학회와 학술지에 대한 좋은 의 

견들이 많아 보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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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창립된 〈中國人文科學服究會〉는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전북대 

등을 중심으로 전라남북도의 연구자들이 모인 단체다 이 학회의 학술지인 

《中國人文科學》은 1982년 12월 창간호에 10편외 논문음 수록한 이후 꾸 

준히 수록논문의 수를 늘려 현재는 매호마다 평균 700페이지가 넘는 분량 

에 20편 이상의 논문을 섣고 있다， 언어학 특히 음운-학 분야의 논문이 많 

이 살리는 것이 특정이어서 학회의 명칭에 굳이 ‘인문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결성 당시의 취지가 많이 퇴색된 상태이긴 하나， 어떤 분야를 중심 

으로 하여 다른 학술지와 구별되는 특성을 살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밖에 〈쏠山慶南中國語文學會〉에서는 1984년 10월에 《中國語좌득채集》 

창간호를 내면서 12편의 논문윷 실어 본격적인 활동에 틀어갔고， 충청지역 

중국학 관련교수들은 <J웹雷마I國學會〉룹 조직하여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2-3. 전공별 학회와 학술지 

80년대 이후 중국어문학 연구얘 있어서 특기할만한 현상 중의 하나로 

연구분야가 세분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세부 

연구분야별로 학회가 결성되고 그 방면의 논문만을 섣는 학술지도 속속 

등장했다. 

1985년 7윌 전공별 학회로는 가장 먼저 발족된 〈中國現代文學學會〉는 

칙박했던 국내외 중국현대문학 연구에 일약 활가를 볼어넣으면서 현재는 

영 · 호남지회장을 둘 정도로 성장했다. 이 학회에서 발간하는 《中國現代文

學》은 1987년 4윌 발간되어 14편의 논문을 수록한 이래로 최근호인 제13 

호(1997.12.)에 17편의 논문을 선보이는 등 꾸준한 연구성과를 담아내고 

있다. 한편 《자료와 소식》이라는 별도의 소식지가 1992년 창간되어 《中國

現代文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거나 학술지의 성격상 처1외된 논문을 비 

롯하여 연구노투 번역논문， 작품번역， 자료소개， 지회활동보고 등을 석박 



218 東亞文化 第36輯

사과정의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소개함으갚써 2산의 역혈을 받고 있다. 

현대문학 전공으로는 〈中國現代文學돼究會〉가 따로 조작되고， 《中國現代

文學돼究》라는 학술지가 1986년 10월에 창간호를 선보였는데， (다]國現代 

文學學會〉에 비해 활동이 u]미했마. 

1989년 11윌에 중국소설 떤구-자들이 모여 태동한 〈韓國中園l、說學會)5)

역시 현재 130여 병의 정화원을 확보한 역 량았는 학회로 성장했다. 1992 

년 5윌부터는 매년 《中國小詢論講》올 발간하면서 성과물들을 학계에 내놓 

고 있으며<中國小說冊究會報》라는 계간 소식지애 학술탐방， 해외논단， 

학술논문， 학술번역， 원전역주， 작품변역， 월례발표회 지상중제， 자료소개， 

동정 등을 섣고 있다. 《論蕭》은 영남중국어문학회의 《대:1國語文學》과 유사 

하게 각각의 논문에 내한 평을 실어 자처l 겸증을 거치고 았고， 《會￥a}는 

프량스의 중국관련도서 소개서 얀 {Reve Bibliographique Sinologie 

1992}에 한국의 중문학 판랜 학술지로는 유알하게 소개된 바 았다6) 또 

공동번역에도 눈을 돌려 그 성과로 《中國通f십小說總、B提쩔》를 연치-적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型世言》， (《두듬4、說》， 《拍案驚奇》 등을 번역하는 소규 

모 모엠도 움직이고 있어서 전공별 학회 중에서는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 

치고 았다는 평이다. 득하 1996년 11윌부터는 중국어문학계에서는 최초로 

인터넷에 학화의 훔페이지를 개설해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각종 자료를 공 

개하고 있어 큰 반향음 불랴얻으켰다 

1991년 6월에는 어학과 희곡 분。벼 전공자들이 각각 학회를 결성했다. 

1989년 2월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외국에대 등 4개 대학에셔 중국어 

학을 전공히는 10여 명의 연구자들이 모여 윤독 등을 해왔던 〈서울中國語 

學會〉를 전산으로 하는 〈韓國中國듬語學會〉는 몇 년간의 물밑작업을 통해 

연구지「간의 상호교류와 연구증진을 우l한 학회를 절쟁하여 7윌에 바로 《中

國듬語돼究》라는 학술지를 펴냈다 당시에 그다지 많지 않았던 중국어학 

5) 1996년 이전끼지는 〈中國小챔댐究會〉라는 명칭을 사용 했다. 

6) 崔溶澈(헐훼행에서 中國小說l자究의 現況고} 展뿔〉， 챈월행9:t~짧l램 제17차 증국학 

국제학술대회논문집)， 1997, ]Jp.347~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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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자가 학회 성랍 이후로 크게 늘어나고 여라 가지 확연한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은 학회의 중요성을 여설허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비슷한 시기에 창립된 〈轉행中國戰曲學會〉 역시 처음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중국화곡 전공자들 몇몇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讀會에서 출발했 

마. 학회 창립 이후에 다섯 차례의 국내외 학술대회를 치르변서 역량을 모 

으기 시작하여 1993년 12월에는 논문 6편， 초청논단 1편， 번역 1편， 서평 

3편， 조사보고 1편， 자료와 소식을 모아 《中國敵曲》이라는 학술지를 장간 

하였으며， 1997년 12윌에 발간된 채5집에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9편음 

비롯한 15편의 연구논문을 수록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학회에서 집중 기획하고 있는 중국희곡 현장탑사 보고서는 희곡을 띤 

구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현장감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았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2년 7월에는 18명익 발가언이 확정되어 〈韓國中國文學理論船究會〉

가 결성되었다. 이 학회는 창립 이후 여러 차례에 결친 토론회를 통해 중 

국문학의 비평용어를 하나하나 점검하여 우라말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대l 

國文學#짧用語集〉을 발간하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별도의 학술지는 아 

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 《中國文學멸論冊究會후없)를 통해 토론회의 자료와 

각종 공지샤항을 전달하고 있다. 회원 대다수가 중국고전시가를 전공하고 

있는 까닭에 〈홈 · 宋詩作家論〉을 공동 집펼해 출판하는 계획이 진행중이 

마 

1998년 6월에는 〈韓國中國散文學會)7)까지 창립되어 중국어문학 전반에 

결쳐 전공별 학회가 니온 셈인데， 유독 중국고전문학의 핵심이라 할 詩와 

詞 전공자들의 학화가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은 다소 의외다 학회의 성립이 

능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균형적인 발전과 교류를 위해 해당 전공자들의 

再考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7) 이 학회는 산문의 영역 속에 증국의 정통 스}문 외에 願y， 經탤， 語子學‘ 합補E 벗 
{좋y， 現代散'y..， 文藝理論도 다루고지 하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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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 학회와 학술지 

1977년 3월 창립된 《韓펑中語中文學會〉는 중국어문학 종사자가 총밍라 

되어 임원진만도 54명에 이르는 대균모 학회다. 1979년 5월부터 《中語r:þ

文學》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여 1997년 12월에 나온 저121집에도 25편이 

나 되는 많은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1998년 11윌에는 〈중국어문학연구 

회〉와 공동으로 〈한국적 중국어문학 연구의 워상과 전빙〉을 주제로 위에 

서 언급한 여섯 개의 전공벌 학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합학술대회를 주관 

하여 斯界의 연구자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톡톡혀 해냈다. 

서울대학교의 徐敬핍 교수가 주도했딘 〈中國語文學~lf究資料室〉은 학회 

는 아니지만 이 지변을 벌어 언급해야 마땅할 듯하디. 이 〈자료실〉은 

1990년 3윌 개설되어 《中國語文學冊究通信》이라는 회보를 통해 국내외 

중국어문학 관련자료를 제공하면서 전문도서관의 섣치를 목표로 하였는데， 

좋은 취지와는 달리 큰 호옹은 얻지 못한 채 정간되었다 그런 까닭에 여 

기서 더 나。까 논평을 위주토 하는 학술지로 전환하여 개별적인 연구성 

괴에 혁울적연 비판을 가해 국내의 연구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했딘 2차적 

인 목표도 불투명해진 상태디 

〈영남대학교 중국문학연구설〉애서 1994년 8윌 창간호가 L};온 《中國語

文學譯嚴〉도 학겨l의 주목을 끌었다. 영남대학교의 이장우 교수는 발간사에 

서 “논문이 나오가 전에 션행되어야 할 바탕이 무엇인가? 원전에 대한 정 

확한 검토라고 생각한다. 원전에 대한 색언이 작성되어야 하고， 번역과 주 

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들이 내는 이 잡지는 한국에 

서 중국 문학작품을 어떻게 번역할 것얀가? 무엇을 번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연구논문에 비해 

번역을 경시하는 우리 학계의 풍토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학술지라 하겠다~ 1998년 3월에 나온 저118집에는 번역 이론 및 방법 2편， 

기획연재(중국역대문인열전역주) 3편， 특집(《古文觀止》역주) , 윈전역주 2 

편， 專著번역 2편이 살려있다. 한 가지 지적하지변 경력이 일천한 연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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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끔 서투른 번역을 내보이기도 한다논 점인데r 번역전문 학술지리는 

이름에 결맞도록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줄로 얀다 

〈한국외국에대학교 대학원 중어증문 이론과설천학회〉의 《理論과 實錢》

을 살펴보자 이 학술지는 논문과 번역， 그라고 동정 등을 싣는다는 점어l 

서 본격 학술지라기보다는 會報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디→. 특히 주목되 

는 것은 〈석사학위 논단〉과 〈중문과 대학원 거1서판〉으로샤， 전자는 석사 

학위 논문의 초록과 함께 선배 연구자익 논평을 설어 선진 연구자의 성과 

물을 객관작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후자는 각 학교 대학원의 개섣과옥， 

학위추}득， 세미나 현황 등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점에서 여라모로 

참고가된다. 

끝으로 중국학의 전제적인 조감을 위한 관련 학회로 〈韓國中國學會〉를 

거론할 필요가 있겠다. 이 학회는 1954년에 창랍되어 1963년 11월에 학술 

지 《中國學報》 창간호를 발간했다. 1980년대 들어 매년 〈중국학 국제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국 각 斷代의 학술과 문화를 주제 

로 한 일련의 학술대회8)가 열댔고 재17차 국제학술대회는 〈한국에서의 

중국학 띤구의 성과와 전망〉 제18차 국제학술대회는 <21세기 중국학의 

파저11)를 주제로 열려 ‘文벚哲‘이 어우러져 증국학 전반을 토의하는 귀중한 

자리를 제공하고 았다. 참고로 1997년 7월에 나온 제37집에는 〈저1116차 중 

국학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18편 가타논문 4편과 서평 1편 수록되어 

였다. 

8) 1:中國學報》를 기준으로 보면 "1129집(1939.6)에 〈漢代의 학술과 문훼제8차)) , 제 
30집(1990.7)에 〈위진남북조시대의 학숲과 문화(제9차) ), 제32집(1992.8)에 〈明代

의 학술과 문화{제11차) ), 제33집(1993.7)에 〈중국 근현대의 학술과 문화(제12 

차)) , 제34집(1994.7)에 〈녔풍金元代의 학술과 문화{제13차l)에 대한 발표내용이 각 

각수록되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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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회와 학술지의 긍정적 측면은 앞에서 잠깐씩 언급한 바처럼 대단히 

많다. 그러나， 개선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도 없지 않은데， 여기서 몇 기

지 짚어보기로 한다. 

첫째로， 종류별의 각 학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약접이 있다. 예컨대 학 

교별 학회는 대제로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된 연구지를 수용하는 장을 마련 

해주는 선에서 그쳐 논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였다. 그런가 하 

면 지역별 학회는 학회별로 특성화되지 않으면 학교별 학회가 없는 몇몇 학 

교가 모인 친목단체에 그칠 수 있고 전공별 학회는 전문분야의 심도를 중 

요시하다보니 다른 전공별 학회와의 교류가 없는 폐쇄적인 성격을 띤다. 

둘째로， 여러 학회와 학술지는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반해 논문에 대한 

비평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부 학술지에서 자체검증을 하고는 았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논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玉감을 기려야 

필요성이 그만큼 증대하는데도 논문의 질적 제고를 위한 움직임은 잡 찾 

아볼수 없다. 

셋째로， 인접학문과의 교류가 전무한 실정이다. 중국어문학은 크게 보면 

중국학의 하위 범주에 속하므로 중국의 철학이나 사학과 부단한 교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사례가 많지 않다 또 한국한문학과의 

연계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는데 〈東方文學比較冊究會〉에서 얼마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中國學會〉에서 매년 개최하 

고 있는 중국학 국제학술대회도 현재의 방식처럼 語文學 · 벚學 · 哲學올 

따로 나누어 진행한다면 각각의 분。까 같은 날 학술대회를 하는 것 이외 

에 큰 의미가 없다. 

넷째로 중국어문학계를 전반적으로 이끌어갈 구심점이 없어 중국어문학 

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이 다같이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기획 

이 부진하다. 이를테면 日本의 《國譯漢文大系》와 같이 후학들에게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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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만한 공동의 유산음 우리 중국어문학지1도 시급혀 칭출해나가야 한다. 

이상파 같은 문제점들윤 해결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부 

족하니마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갇디; 

첫째로 각 학회는 저마다 우수한 연구성고}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양적 팽 

창에서 질적 체고로 눈을 돌려야 한다. 정진배는 〈한국 중국학억 당면 과 

제와 향후 전망〉이라는 글에서 “흥륭한 연구 성과붙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경쟁 체제를 토착화시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그것 

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가정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권위 

있는 학술지를 만들어 가는 작엽”이라고 말하고 있다.9) 우라 중국어문학제 

가 밸써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분구하고 해외의 학계로부터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냉첼하게 직시하고， 보다 정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社會科學院 文學昭究J'Jí에서 내는 《文學遺塵》이나 《:핏; 

學듭뚜5뼈》과 같은 잡지가 권위를 인정받고 았고， 人民大學 書報짧3{다]心에서 

는 중국 전역에서 간행된 학술지에서 우수한 논문들을 모아 재공하고 있 

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둘째로， 전공간 -인접학문간 연구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斷代 중심의 학 

회와 학술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의 학회는 학교벨 · 지역벨의 경우 참 

신한 기획이 드문 단순 냐열식으로 연구의 상호 연계가 어렵고， 전공별의 

경우 통시적연 연구에는 도움이 된다 해도 공시적인 연구에는 치명적 결 

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시대의 문학， 니아 

자세는 철학과 역사 연구자약도 모여 문화 전반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학 

회가 필요하다~ 1982년 5월에 창립된 中國의 〈혐代文學學會〉는 그 좋은 

예라 할 것이디: 이 학회는 격년으로 〈혐代文學 國際學術大會〉를 개최하 

고， 학술지인 《:居代文學짧究》와 자료집얀 《曺代文學돼究年鍵》을 발간하면 

서 ‘탬{-\;’를 끈으로 삼아 학교 지역 전공을 넘어서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 

다. 1996년에 출판된 程홈 · 童乃施 공저의 《탤帝國的精神文明》처럼 폼권t 

9) 정진배， 《한국중국학회 제18차 중국한 국제학술대회논문집》，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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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속과 문학을 하나로 묶은 저술이 L}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당대문 

학학회〉와 같은 토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한다. 과연 우라 중 

국어문학계는 이러한 저술이 나올만한 기반이 마련되어았는지 의심스럽다. 

斷代 중심의 학회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여러 전공에 걸쳐있 

는 작가를 통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뺑혐의 溫底ftj같 

은 작가는 詩， 詞， 散文， 小說10) 분야에 모두 직품을 낚기고 있는데， 국내 

에서는 그의 詞만이 연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학회를 통해 그와 상황이 비 

슷한 작가11)의 모든 분야가 동시에 연구되고 발표된다면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중국어문학에 종사히는 연구자들의 모든 動靜을 널리 알라고 정 

보를 공유할 매개가 필요하다. 1990년 이후 몇 년간 〈中國語文學阿究資料

室〉에서 이러한 역할을 얼마간 담당했지만 결국 정간된 데서 보듯이 몇몇 

연구자의 노력으로는 힘에 벅차다 이 분야의 좋은 모델로 臺灣에서 간행 

되는 《漢學빠究通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漢學船究中心에서 1982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이 소식지는 각 대학과 연구소에 80맹에 달하는 통신원을 

두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1공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정이다. 국 

내외 학술회의를 비롯하여 전국의 학위논문 진행상황， 개설강좌와 세미나 

현황， 신간 논문집과 저서의 목치 등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으며， 인터넷 

을 통해서도 자료를 재공하고 있다. 학교 지역， 전공간 다소 배타적인 면 

이 없지 않은 현재의 국내 중국어문학계는 이라한 매개를 통해 우의를 다 

지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것이다. 

큰래 들어 ‘한국에서 중국학을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두고 

학술회의가 잦아지고 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의 중국학이 당면한 

위기를 저마다 조금씩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세우는 데 본고가 일조하기를 기대해본다. 

10) <太平廣記》에 그의 소설작품 33편이 실려있다， 
11) 宋代에도 詩 · 詞 · 散文 등에서 고루 뛰어난 작품을 넘긴 歐陽修， 蘇輯， 黃底堅 등 

이 있다. 


	중국어문학계 학회와 학술지의 현황과 전망
	1
	2
	2-1.학교별 학회와 학술지
	2-2.지역별 학회와 학술잡지
	2-3.전공별 학회와 학술지
	2-4.기타 학회와 학술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