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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아제르바이잔 문학에 나타난 카라바흐(Karabakh)’ 안내

한국과…아제르바이잔이…수교한…지…30년이…흐른…이…뜻깊은…날을…맞아…양국에서…다양한…

사업들이…진행되고…있습니다.

우리…아제르바이잔…디아스포라지원재단은…한국의…국제언어문학회와…공동…협력의…틀

에서…정교하게…기획하여…아제르바이잔의…논문을…여러분께…선보입니다.

아제르바이잔…문학에…있어…카라바흐(Karabakh,…아제르바이잔…남부에…위치한…지역)의…

중요성을…한국…연구자들에게…전달하기…위해…다섯…편의…학술논문을…학술지…제52호에…게

재하려…합니다.…2022년…아제르바이잔…정부가…‘슈샤(Shusha,…아제르바이잔의…도시)의…해’…
로…명명한…만큼,…주제를…카라바흐로…선정한…것은…우연한…일이…아닙니다.…카라바흐칸국

(1747-1822)의…수도였던…슈샤…시(Shusa…city)는…자연의…아름다움과…함께…시인,…화가,…건축

가…및…음악가들을…다수…배출해…아제르바이잔의…역사…및…문화…발전에…기여하였습니다.…이

러한…이유로…슈샤…시는…아제르바이잔의…문화…수도로…선정되었습니다.

친애하는…학회…회원…및…독자…여러분!…아제르바이잔…문학을…한국에…알리고자…하는…이…

첫걸음이…양국의…학문…발전과…교류를…크게…촉진할…것을…기대합니다.…본…사업을…추진하시

는…강석근…국제언어문학회…회장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앞으로도…이러한…학문

적…협력이…성공적으로…이어지기를…바랍니다.

아제르바이잔…디아스포라지원재단…전무이사…애크램…아브둘라예브(Akram……Abdullayev)

Special thanks to

Executive director of the Fund for Support to Azerbaijani Diaspora Mr. 
Akram Abdullayev, project manager Ms. Zeynab Sabirli, author of the 
idea and the translator of the articles into Korean Ms. Leyla Masimli, and 
Chairman of the Korean International Language and Literature Association 
Mr. Kang Seok-geun.

***
 
TƏŞƏKKÜRLƏR

Layihənin ərsəyə gəlməsində iştirakına görə Azərbaycan Diasporuna 
Dəstək Fondunun icraçı direktoru Əkrəm Abdullayevə, layihə rəhbəri Zeynəb 
Sabirliyə, ideya müəllifi və məqalələrin Koreya dilinə tərcüməçisi Leyla 
Məsimliyə, Koreya Beynəlxalq Dil və Ədəbiyyat Assosiasiyasının prezidenti 
Qanq Sonq Qına xüsusi təşəkkürlə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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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

……(leylamasiml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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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üsusi buraxılış ‘Azərbaycan ədəbiyyatında ‘Qarabağa’ səyahət’

Azərbaycanla Koreya arasında diplomatik münasibətlərin qurulmasından 30 il ötür və bu 
əlamətdar gün münasibəti ilə hər iki ölkədə müxtəlif layihələr həyata keçirilir. 

Biz də Azərbaycan Diasporuna Dəstək Fondu olaraq öz növbəmizdə Koreya Beynəlxalq Dil və 
Ədəbiyyat Assosiasiyası ilə birgə əməkdaşlıq çərçivəsində hazırladığımız bu nəfis tərtibatlı dərgini 
sizlərə təqdim edirik.  

Azərbaycan ədəbiyyatında Qarabağın önəmini koreyalı tədqiqatçılara çatdırmaq məqsədilə 
dərginin 52-ci sayında beş elmi məqalə dərc etmək qərarına gəldik. Mövzunun Qarabağ ədəbiyyatı 
seçilməsi isə heç də təsadüfi deyil. 2022-ci il Azərbaycanda “Şuşa ili” elan olunub. Qarabağ 
xanlığının paytaxtı olmuş Şuşa şəhəri təbiətinin gözəlliyi ilə yanaşı, yetişdirdiyi şair, rəssam, 
memar və musiqiçilərlə ölkənin tarixi-mədəni irsinə öz töhfəsini vermişdir. Bu səbəbdən də Şuşa 
şəhəri Azərbaycanın mədəniyyət paytaxtı elan edilib.

Əziz dərgi üzvləri və oxucular! Hesab edirəm ki, Azərbaycan ədəbiyyatının Koreyada tanınması 
və öyrənilməsi istiqamətində atdığımız bu ilk addım iki ölkə arasındakı akademik əlaqələrin və 
əməkdaşlığın inkişafına təkan verəcək. 

Layihənin həyata keçirilməsində Koreya Beynəlxalq Dil və Ədəbiyyat Assosiasiyasının 
prezidenti Qanq Soq Qına dərin təşəkkürümü bildirirəm və bu elmi əməkdaşlığın gələcəkdə də 
uğurla davam etdirilməsini arzu edirəm. 

Əkrəm Abdullayev
Azərbaycan Diasporuna Dəstək Fondunun icraçı direktoru

Special Issue A guide to ‘Karabakh’ in Azerbaijani literature

On this significant day, 30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Azerbaijan, various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in both countries.

We, as the Fund for Support to Azerbaijani Diaspora, presents Azerbaijani thesis to you 
through elaborate planning in the framework of joint cooperation with the Korean Society for 
International Language and Literature.

In order to convey the importance of Karabakh (a region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Azerbaijan) in Azerbaijani literature to Korean researchers, I would like to publish five academic 
papers in the 52nd edition of the Journal. As 2022 has been dubbed the “Year of Shusha (City 
of Azerbaijan)” in Azerbaijan, it is no coincidence that the theme is Karabakh. As the capital of 
the Karabakh Khanate (1747-1822), the city of Shusa contributed to the historic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Azerbaijan by producing poets, painters, architects and musicians along with 
its natural beauty. For this reason, the city of Shusha was selected as the cultural capital of 
Azerbaijan.

Dear Society Members and Readers! It is expected that this first step to introduce Azerbaijani 
literature to Korea will greatly promote academic development and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Chairman Kang Seok-geun of the 
International Language and Literature Society for promoting this project, and I hope that such 
academic cooperation will continue successfully in the future.

Akram Abdullayev, Executive Director, Fund for Support to Azerbaijani Diasp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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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rabağ və Azərbaycan ədəbiyyatında ermənilər

Hamlet İsaxanlı*1)

-Mündəricat-

1. Giriş

2. Azərbaycan ədəbiyyatında ermənilər. Folklor və 19-cu əsr
3. Azərbaycan ədəbiyyatında ermənilər. 20-ci əsr
4. Nəticə

*Xəzər Universiteti, Bakı, Azərbaycan Respublikası/hamlet@khaza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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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ülasə]

Qarabağ Azərbaycan Respublikasının ən gözəl bölgələrindən 

biridir. Təbiəti, musiqi və geniş mənada mədəniyyəti ilə 
Azərbaycan tarixində xüsusi yer tutan Qarabağ tarixi miflərə 
uyub “Böyük Ermənistan” yaratmaq xəyalına düşən millətçilərin 

səyi nəticəsində Azərbaycan və erməni xalqları arasında 

münaqişə ocağına çevrildi. Həm münaqişənin köklərini anlamaq, 

həm münaqişəni söndürmək və dinc-yanaşı həyatı təmin etmək 

baxımından erməni və Azərbaycan xalqları tarixən bir-birini necə 
tanımışlar, bir-biri haqqında nə düşünmüşlər kimi suallar 

əhəmiyyət kəsb edirlər. Bu suallara folklor və ədəbiyyatda cavab 

axtarmaq mümkündür. Klassik Azərbaycan ədəbiyyatı və 
folklorunda digər xalqlara, o cümlədən ermənilərə qarşı heç bir 

aşağılayıcı fikirlərə rast gəlinmir, əksinə onlarla qonşuluq, 

gediş-gəliş, dostluq, əməkdaşlıq təbliğ olunur. Folklor və 
19-20-ci əsr Azərbaycan ədəbiyyatı tədqiqata cəlb olunmuşlar.

Açar sözlər: 1. Azərbaycan. 2. Ermənistan. 3. Qarabağ. 4. Folklor. 

             5. Ədəbiyy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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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iriş

Hər azərbaycanlının öz Qarabağnaməsi var. Harada 

doğulduğundan, peşəsindən, cinsindən asılı olmadan hər 

azərbaycanlının bir Qarabağ sevgisi və bir Qarabağ ağrısı var. 

Qarabağ Azərbaycan mədəniyyətində və Azərbaycan tarixində 
xüsusi yer tutur. Qarabağ mövzusu, Qarabağ problemi ermənilərin 

həyatında da böyük rol oynayır.

Qarabağ deyəndə hər şeydən əvvəl, təbii olaraq, musiqi yada 

düşür.Qarabağın torpağı, suyu və havasının tərkibini təşkil edən 

əsas maddə musiqidir! Qarabağ oxuyur! Qarabağlılar oxuyur! 

Qarabağlılar ədəbiyyat, elm və təhsil, memarlıq və teatr, aqrar 

təsərrüfat və sənaye, hərbi iş kimi sahələrə də qiymətli töhfə 
vermişlər. Qarabağ tarixi və Qarabağ həyatı gözəl, incə sənət 

növləri, flora və fauna gözəlliyi, öyrənməyə, biliyə can atan 

insanları ilə seçilmişdir.

Bir xalqın mədəniyyətinə bir şəhər nə qədər töhfə verə bilər?! 

Şuşa öz musiqili mədəni mühiti ilə Qafqazın və xüsusilə 
Azərbaycan`ın əsas mədəni mərkəzlərindən biri olub; onu 

Azərbaycan mədəniyyətinin beşiyi adlandırırlar. Bu baxımdan 

Şuşa ilə müqayisə oluna bilən ikinci şəhər göstərmək çətindir. 

Azərbaycanlılar üçün Şuşa nədir? Almanlar üçün Vienna, 

italiyalılar üçün Milan ya Florence, ruslar üçün Sankt-Peterburq, 

yaponlar üçün Kyoto, Cənubi Koreya üçün Gyeongju, İsraillilər və 
Fələstinlilər üçün Yerusəlim (Qüds, Jerusalem) necə əzizsə, 

azərbaycanlılar üçün Şuşa elə əzizdir.

Ermənilər və azərbaycanlılar bir-birini necə tanımışlar, necə 
yola getmişlər, qonşuluqda necə yaşamışlar – bunu Azərbaycan 

və erməni ədəbiyyatının dediklərinə və öz müşahidələrimizə 
söykənərək anlamağa, təhlil etməyə çalışırıq. Çar dövründ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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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məni mətbuatının Azərbaycan türkləri haqqında yazdıqları və 
erməni əsilli sənətkarların Azərbaycanla bağlılıqları çox şey 

deyir. Əksər halda dostluğu, sevgini tərənnüm edən ədəbiyyat və 
mətbuatla yanaşı bəzi araqızışdırıcı yazıların varlığı da bəllidir1.

Nə etməliyik, yolumuz hayanadır, dayanıqlı sülhü necə əldə 
edək, necə qoruyaq, dinc-yanaşı yaşamaq üçün azərbaycanlı və 
ermənilər nə etsələr yaxşıdır kimi həyati vacib suallar 

mövcuddur. Sadə xalq dinc-yanaşı yaşamaq, əməkdaşlıq etmək, 

xoş gələcək arzusundadır.

2. Azərbaycan ədəbiyyatında ermənilər. Folklor və    
19-cu əsr

 

Azərbaycan və erməni xalqlarının dostluğu, amma dini bağların 

tarixən bu dostluğa xələl gətirməsi, faciələrə səbəb olması 

Azərbaycan ədəbiyyatında geniş əks olunmuşdur. Məşhur Əsli və 
Kərəm dastanı azərbaycanlı oğlan Kərəm ilə erməni qızı Əslinin 

məhəbbətinə və bu məhəbbətə mane olan, onu faciəyə döndərən 

keşişin – Əslinin atasının zalımlığına həsr olunmuşdur. Vüsala çata 

bilməyən Kərəmin od tutub yanması Yanıq Kərəmi aşıq havasında 

öz əksini tapmışdır. Əsli və Kərəm, eləcə də Koroğlu və Aşıq 

Qərib kimi Azərbaycan dastanları ermənilər arasında da çox 

populyar olub; hətta bu və digər Azərbaycan dastanlarının 

ermənicə fərqli variantları da əmələ gəlmişdi, bu dastanlar erməni 

həyatına uyğunlaşdırılıb, erməniləşdirilmişdi. 

Azərbaycan ədəbiyyatında digər millətləri, o cümlədən, 

erməniləri aşağılayacaq əsərlər yox dərəcəsindədir; tam əksinə, 

1 Hamlet İsaxanlı, 2022. Mənim Qarabağım və ya Qarabağ düyünü. Bakı: 

Xəzər Universiteti Nəşriyyat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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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ərbaycan maarifçiləri xalqımızın oxumaq, məktəbləşmə, teatr 

və qəzet işi kimi məsələlərdə gecikməsini qeyd etmiş, 

qonşularımıza baxın demişlər. Mövcud olduğu bütün dövrlərdə 
Azərbaycan şair və yazıçıları erməni və azərbaycan türkü gənclər 
arasındakı sevgilərdən söz açmışlar. Xristianlığı müsəlmançılığa qarşı 

qoymamış, özünütənqidə, özünülağa, satira və yumora geniş yer 

vermişlər. 

Bu yerdə Molla Nəsrəddin`dən bir lətifə: 

Molla ağlayan bir erməni qadınından nə üçün 

ağladığını soruşur. Qadın “oğlum dönüb 

müsəlman olub, ona görə ağlayıram” deyir. 

Molla onun dərdinə şərik çıxır: “Ağla, bacı, ağla! 

Dərdin ağlamalı dərd imiş. Hələ sənin bir oğlun 

müsəlman olub belə ağlayırsan, bəs mən başıma 

nə daş salım ki, mən bədbəxtin oğlanlarının 

hamısı müsəlmandır”.2

Adətən folklordan söhbət düşəndə onun keçmişə aid, əsasən də 
qədim zamanlara və orta əsrlərə aid olduğu düşünülür. Lakin, hər 

dövrün xalq yaradıcılığı, xüsusilə, məzəli əhvalatları və bəzəkli 

dedi-qodusu var. Varlı erməni qızı Şuşalı azərbaycanlıya 

vurulubmuş. Oğlan qızı qaçırır, lakin, qızın atası polis vasitəsilə 
qızını geri qaytarır. 1890-cı illərin əvvəlində bu barədə 
Qarabağda “Maralım haxçik” adlı zarafatyana bir mahnı 

yaranmışdı; mahnı o qədər populyar olur ki, qızın atasının şikayəti 

əsasında polis mahnının oxunmasını qadağan edir:

Girdim Kilisəyə, gördüm İsanı

Çıxdım kilisədən, gördüm Musanı

2 Molla Nəsrəddin Lətifələri, 1965. Bakı. s.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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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ksan bek gəldi, dedi: qız hanı?

      Nəqarət: Ay maralım haxçik, balam, ay 

sarıtel haxçik

                     Aman-aman mən yazığam

                     Ay maralım haxçik, balam, 

ay ceyranım haxçik

Dərbəndin qapısı dəmir degilmi?

Dəmiri əridən kömür degilmi?

Haxçikin gedən günləri ömür degilmi?

       Nəqarət.

Haxçik, haxçik, haxçik, gəl gedək bizə
Mənə layiq deyil mən gəlim sizə
Mən aşıq olmuşam səndəki gözə...

       Nəqarət.

Əyninə geyibdir mahuddan çuxa

Ürəyim olubdur kağızdan yuxa

Səbəbin evini bir Allah yıxa.

        Nəqarət...3

                        

*    *    *

Azərbaycanlı şair, xəttat və pedaqoq Mirzə Şəfi Vazeh 

(?1795-1852) və Almaniyalı yazıçı, tərcüməçi, ədəbiyyatşünas, 

mədəniyyətşünas, etnoqraf və tarixçi Friedrich Bodenstedt`in 

(1819-1892) yolları 1844-cü ildə Tiflisdə kəsişmiş, onlar 

arasında müəllim və tələbə münasibəti olmuş, bu münasibət 

dostluğa çevrilmişdir. Bodenstedt Qafqaz həyatı haqqında 

“Şərqdə min və bir gün” adlı xatirələrini yazmış (“Tausend und 

ein Tag im Orient”, Berlin, 1850), Mirzə Şəfini bir şair, maraqlı 

insan və müdrik şəxs kimi vəsf etmişdir. O, “Die Lieder des Mirza 

Shaffy” (“Mirzə Şəfi nəğmələri”) adlı şeirlər toplusunu nəşr 

3 Yerevanlı, Ə., 1968. Azəri-erməni ədəbi əlaqələri. Qədim dövrlərdən XVIII 
əsrin sonuna qədər. Yerevan. s. 1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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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dirmiş (1851), bu kitab Almaniyada və dünyada misli 

görünməmiş bir şöhrət qazanmış, 1917-ci ilə qədər 164 dəfə nəşr 

olunmuş, müxtəlif dillərə tərcümə olunmuşdur. Bodenstedt 

qiyməti tam verilməmiş Qafqazşünas olub.4

Bodenstedt xatirələrində Tiflisdən Erivana səfər etdiyi, 

ermənilərin tatar (Azərbaycan türkcəsi – H.İ.) dilini doğma dil 

kimi bilib danışdıqları və ermənilərin ən populyar nəğmələrinin 

tatar dilində olduğu barədə yazmışdır.5 

Tiflisə qayıdan Bodenstedt səfəri barədə müəllimi Mirzə Şəfi`yə 
danışır və bir mənzərəni təsvir edir. O, çirkli kəndlərdən keçərkən 

erməni qadınlarının ənənəvi yanacaq-təzək düzəltməsindən, 

əllərinin çirkli olmasından danışır (Erməni və Azərbaycan dağ 

kəndlərində belə olub – H.İ.) və “yaxşı ki, bu ölkədə əldən öpmək 

adəti yoxdur” deyir. 

 

Mirzə Şəfi`nin bu sözlərə layiqli münasibəti və cavabı hörmət 

doğurur. “Bu söhbətə keçəndə Mirzə Şəfinin sifəti qaraldı” və 
müəllif Mirzə Şəfi`nin sözlərinə yer verir: “... Gözəlin əlini öpmək 

ən bahalı dadlı yeməkdən daha xoşdur, qəlb dərmanıdır... Əlləri 

çirkli olan qadınların kişilərinə ayıb olsun. Qadını elə öyrət ki, 

onun əlini öpsünlər, onda əli həmişə təmiz, qüsursuz olacaq. 

4 1. İsaxanli, H., 2019. Friedrich Bodenstedt on the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of Caucasus. In the “A Long-term History of Cross-cultural 
Transfers in the Caucasus. Editors: Espagne, M., İsaxanlı, H., Mustafayev, 

S., Bakı: Khazar University Press. s. 287-314. 2. İsaxanli, H., 2019. Les 
écrits de Friedrich Bodenstedt sur le Caucase. Un regard sur la diversité 
ethnique et culturelle de la région. Ed. Espagne, M., Isaxanlı, H., 

Mustafayev, S., La Montagne Des Langues et des Peuples. Imbrications et 

transferts dans l`espace du Caucase. Paris:Éditions Demopolis, s. 377-407. 

5 Bodenstedt, F., 1850. Tausend und ein Tag im Orient. Berlin: Verlag der 

Königlichen Geheimen Ober-Hofbuchdruckerei. s. 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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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ağını öpsən, qadın ayaqlarını ən böyük qayğı ilə əzizləyəcək!”6

3. Azərbaycan ədəbiyyatında ermənilər. 20-ci əsr

Cəlil Məmmədquluzadə və onun məşhur “Molla Nəsrəddin” 

jurnalı və “Molla Nəsrəddin” ədəbi məktəbi, M.Ə. Sabir və onun 

ardıcılları, Ü. Hacıbəyov kimi mütəfəkkir maarifçilər bir tərəfdən 

Azərbaycan, İran, Türkiyə və ümumiyyətlə, Müsəlman Şərqində 
gördükləri nöqsan və geriliyi, digər yandan isə Rusiya və 
Qərbdəkilərin ədalətsiz hərəkətlərini əsas tənqid hədəfinə 
çevirmişdilər. Mən hansısa əsərində erməni və ya gürcü xalqına 

düşmən mövqedə dayanan tanınmış Azərbaycan şair və yazıçısı 

tanımıram. Əlbəttə, 1988-ci ildən üzü bəri yeni ədəbiyyatda 

erməni siyasi ideologiyasını tənqid edən, hətta həddini aşan hirs 

dolu yazılar meydana çıxmışdır, ancaq onlar böyük ədəbiyyata aid 

deyil.

1905-ci ildə başlanan erməni-müsəlman davası bir sıra 

Azərbaycan şair, yazıçı, jurnalist və siyasətçiləri tərəfindən 

qınanmış, onlar bu iki xalqı barışığa çağırmışlar. M.Ə. Sabir 

“Müsəlman və erməni vətəndaşlarımıza” adı ilə şeir yazmışdı:7

 

İki yoldaş, iki qonşu bir vətəndə həmdiyar,

Əsrlərcə ömr edib, sülh içrə bulmuşkən qərar,

Fitneyi-iblisi-məl’un oldu nagəh aşikar...

Gör cəhalətdən nə şəklə düşdü vəz’i-ruzigar!

....................................................................

Ey süxəndanan, bu günlər bir hidayət vəqtidir

6 Bodenstedt, F., 1850. Tausend und ein Tag im Orient. Berlin: Verlag der 

Königlichen Geheimen Ober-Hofbuchdruckerei. Fəsil 14. s. 267-279.

7 Sabir, M. A., 1905. Həyat. Müsəlman və erməni vətəndaşlarımıza. 1 iyul.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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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lfəti ünsiyyətə dair xitabət vəqtidir.

Qeyd. Süxəndanan - sözünü, danışığını bilən 

deməkdir.

Mirzə Cəlilin 1906-1908-ci illərdə yazdığı uyğun felyetonlardan 

bir neçə parça:8

1906-cı il. “Ayda Qafqazda bir milyon müsəlman 

və erməni bizə ömrünü bağışlayır. Bu hesabla 

beş ildən sonra Qafqazda neçə müsəlman və 
erməni qalar?”9 

1906. “İrəvan quberniyasında bir kənd var; adı 

Samanlıqdır. Kəndin camaatı yarıya qədər erməni 

və yarısı müsəlmandır. Bir gün atla həmin 

kəndin mülkədarı Rəhim bəyə qonaq gedirdim... 

Həyətin birində bir erməni uşağı ağacın 

kölgəsində oturub kitab oxuyurdu. Bir həyətdə 
on iki-on üç yaşında bir müsəlman uşağı pişiyin 

quyruğuna ip bağlayıb həyətin o tərəfinə-bu 

tərəfinə qaçırdı... Həyətin birində böyük tut 

ağacının kölgəsində bir neçə erməni oturub 

çörək yeyirdilər. Keşiş uca səslə üç dəfə dedi: 

hayreniq, hayreniq, hayreniq (“hayreniq” erməni 

dilində vətən deməkdir)... Erməni millətinin 

dünyada üç sevgili balası var: “vətən”, “millət” 

və “dil”.... Yaşasın vətən uğrunda şəhid olan 

qardaşlar! Getse, getse hayrenik! (“Getse” 

ermənicə  yaşasın deməkdir – H.İ.). ... Atı 

qabağa sürüb gördüm ki, küçə ayrımında divarın 

kölgəsində dörd müsəlman oturub... Molla 

Qurbanəli kəndlilərə deyirdi: Çaharşənbə, şənbə 
və tək günü qəbristana və hamama getmək 

8 Məmmədquluzadə, C., 1984. Əsərləri. 6 cilddə. 3-cü cild. Bakı: Azərnəşr.

9 Məmmədquluzadə, C., 1984. Əsərləri. 6 cilddə. 3-cü cild. Bakı: Azərnəşr. s.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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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maz; çünki bu günlərdə əcinnə və divlər 

qəbristana və hamama cəm olub qonaqlıq 

edərlər...”10  

1906. “ Bu gürcü milləti çox sırtıqdır... 

başlayıblar ki, biz istəmirik ruhani rəisimizi 

Rusiya hökuməti təyin eləsin, necə ki, indiyə 
kimi eləyir. Biz öz işlərimizi özümüz idarə 
eləmək istəyirik...Görüm nədən bu sözləri 

deyirdim? Hə... deyirlər ki, Şamaxı və İrəvanın 

qovunu çox şirin olur. Xülasə...”11

1907. “Biz müsəlmanlar həmişə ibadətdən və 
insaniyyətdən söhbət düşəndə öz-özümüzə 
demişik: “yazıq ermənilər, görəsən bunlar allaha 

nə cavab verəcəklər”. Amma indi Zəngəzurda 

müsəlman acları buğda vaqonlarının yanına 

sevincək qaçıb görürlər ki, bu buğdaları 

ermənilər erməni aclarına göndəriblər. Biz yaxşı 

adamıq, ermənilər pis adamdırlar”.12

1908. “Erməni-müsəlman davasında Şeytanbazar 

müsəlmanları Quran`ın ayələrini kağız üstə yazıb 

yapışdırmışdılar divarlara ki, evlərinə xətər 

toxunmasın, amma bu evlərin çoxusuna od 

düşəndə hər şeydən qabaq bu dualar alışıb 

yandılar; çünki kağız taxtadan və daşdan tez 

yanar”.13

C.Məmmədquluzadə`nin “Kamança” pyesi (Yanvar 1920, Şuşa) 

Qarabağdakı erməni-azərbaycanlı münaqişəsindən təsirli bir 

10 Məmmədquluzadə, C., 1984. Əsərləri. 6 cilddə. 3-cü cild. Bakı: Azərnəşr. s. 

37-39.

11 Məmmədquluzadə, C., 1984. Əsərləri. 6 cilddə. 3-cü cild. Bakı: Azərnəşr. s. 

53.

12 Məmmədquluzadə, C., 1984. Əsərləri. 6 cilddə. 3-cü cild. Bakı: Azərnəşr. s. 

126.

13 Məmmədquluzadə, C., 1984. Əsərləri. 6 cilddə. 3-cü cild. Bakı: Azərnəşr. s.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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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əhnə canlandırır; əsər hər iki xalqın sənət etibarilə yaxınlığının 

və ən ağır vəziyyətdə sənətə candan bağlılığının dərin nümayişidir. 

Axsaq erməni Baxşı`nı tutub Qəhrəman yüzbaşının yanına 

gətirirlər. Baxşı kamançaçıdır, vəziyyəti görüb öldürüləcəyini 

anlayır və Qəhrəman yüzbaşının dəstəsində tanıdığı birinə əlindəki 

kamançanı onun oğluna çatdırmağı xahiş edir. Bu qarşıdurmadan, 

ermənilərin əməllərindən cana bezmiş Qəhrəman yüzbaşı 

Baxşı`ya “A balam, yazıqsan bir dəfə də çal” deyir. Baxşı Rast 

muğamı ilə başlayır, Şikəsteyi-fars`a keçir. Musiqidən təsirlənən 

Qəhrəman yüzbaşı bilmir nə etsin: “A balam, erməni, bir de görüm 

bizdən nə istəyirsiniz?... Haramzada elə çalır ki, keçən günləri 

gətirir qoyur adamın qabağına”. Baxşı Segah-zabul`a keçir. Tanış 

və dostlarının ermənilər tərəfindən qətlinə görə yanıb yaxılan və 
intiqam almaq istəyən Qəhrəman yüzbaşının qəlbi  musiqinin 

ecazkar təsiri qarşısında yumşalır və o, qisasdan əl çəkir: 

“Bax belə!... əcəb!... afərin!... Adə, erməni, tez kəmənçəni 

yığışdır, itil get burdan! Yoxsa...bu qəməynən bu saat səni də 
öldürərəm, özümü də öldürərəm! Çıx get!”.

Baxşı gedir. Qəhrəman yüzbaşı fikrə dalır: “Eh, namərd 

dünya!”.14

Mirzə Cəlilin hər səhifəsi qızıldır, hər səhifəsi millət dərdinin 

nümayişidir. Birbaşa mövzumuza aid bir neçə felyetonunun adını 

çəkməklə kifayətlənirəm: “Keçən günlər”(1906), “Erməni və 
müsəlman övrətləri” (1907), “Ot” (1908).

            

 *    *    *

                                         

Nəriman Nərimanov`un “balaca roman” adlandırdığı “Bahadır 

14 Məmmədquluzadə, C., 1984. Əsərləri. 6 cilddə. 2-ci cild. Bakı: Azərnəşr. s. 

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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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ə Sona” əsəri (1908) dini ayrılığın iki sevgili arasında yaratdığı 

uçurumdan söhbət açır. Azərbaycan türkü gənc Bahadır və erməni 

qızı Sona bir-birinə aşiq olurlar. Bahadır bir yandan nə üçün 

“bizim millət qeyri millətlərdən dalda qalıbdır” sualına cavab 

axtarır, digər yandan isə “müsəlman-xristianlıq bizim aramızda 

uçurum bir dərə ixtira edir”, “Nə sirdir insanlar bir-birindın 

təfriqə düşüblər?”  fikri ilə əlləşir, düşünür ki, “ağlın naqisliyi”dir 

“uçurum dərələr” yaradan. Çıxış yolu tapmayan Bahadır özünü 

öldürür, Sona isə “dəlilər azarxanası”na düşür. 

Cəfər Cabbarlı`nın ilk tamaşası 1931-ci ildə baş tutan “1905-ci 

ildə” pyesi Qarabağda erməni-azərbaycanlı münasibətlərinə həsr 

olunmuş, əsərdə qardaşlıq edən sadə xalq, qardaşlığa çağıran 

inqilabçılar və sanki aranı qarışdıran çar hökuməti siyasəti 

vurğulanmışdır (“atan kazaklardır”). Pyesin mərkəzində iki ailə 
dayanır - azərbaycanlı İmamverdi, Gülsüm və oğulları Baxşı və 
erməni Allahverdi, Nabat, oğulları Eyvaz və qızları Sona. “Onlar 

qonşu idilər. İki külfət: biri azərbaycanlı idi, biri erməni, lakin, 

onların yaşayışı bir idi, işləri bir, görüşləri bir. Dərdləri bir, 

sevincləri bir, diləkləri bir, əməkləri bir idi. Uşaqları bir evdə 
böyüyür, malları bir yerdə otlayırdı, toyuqları bir hində 
yumurtlayırdı”. Əsərdəki məşhur səhnə - küçədə iki “düşmən”in, 

erməni və azərbaycanlının üz-üzə gəlməsi, bir-birini qorxutması, 

sonda hər ikisinin Tuğlu olduğu bilinir və nəhayət, Allahverdi və 
İmamverdi ortaya çıxır və... qucaqlaşırlar. 

Azərbaycanlı Baxşı ilə erməni Sona bir-birini sevir, amma, 

zəmanə bu sevginin ailəyə çevrilməsinə imkan vermir. Məlum olur 

ki, Baxşı evləndikdən sonra doğulan qızının adını Sona, Sona isə 
öz oğlunun adını Baxşı qoyub. Sovet dövründə yaşayan Gənc 

Baxşı və Gənc Sona da dini-milli önyarğılarla qarşılaşırla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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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et dövründə Erməni və Azərbaycan xalqlarının dostluğunu 

tərənnüm edən şeirlər yazılmış, onların bəzilərinə musiqi 

bəstələnmişdir. İslam Səfərlinin şeirinə Andrey Babayevin 

bəstələdiyi mahnı populyar idi, Zeynəb Xanlarovanın ifasında 

yadımda qalıb. Hətta erməni və azərbaycan müğənniləri onu 

birlikdə oxuyurdular:

Əzəldən qardaşdır ellərimiz

Dost olub birləşib əllərimiz

Çörəyi bir olur, ürəyi bir olur

Diləyi bir olur ellərimizin.

Kür, Araz, Ararat

Gözəldir bu həyat

Qardaş olur Hayastan,

Azərbaycan...

“Yerevan” adlı Azərbaycan mahnısı da vardı (o da Zeynəb 

xanımın ifasında səslənmişdi):

Qəlbi açıq, alnı açıq Yerevan

Əzəl gündən biz qardaşıq, Yerevan.

Gülər üzlü, istiqanlı Yerevan

Məclisləri tar-kamanlı Yerevan.    

Erməni-azərbaycanlı dostluğuna həsr olunmuş Azərbaycan 

ədəbiyyatının xülasəsini vermək fikrim yoxdur. Ə. 

Haqverdiyev`in 1932-ci ildə yazdığı “vətəndaşlıq və səmimi 

qardaşlıq” məsələsinə həsr olunmuş “Çox gözəl” pyesini15  və 
Əyyub Abbasov`un (1905-1957) “Zəngəzur” romanını 

(1952-1957) yada salmaqla kifayətlənirəm. Sonuncu bir tərəfdən 

15 Haqverdiyev, Ə., 2005. Seçilmiş əsərləri. 2 cilddə, 1-ci cild. Bakı: L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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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ğrudan da sadə xalqın dostluğu, sosializm ideyalarının onları 

birləşdirməsini (zamanın ruhu beləydi), digər yandan isə 
azərbaycanlıların Andronik`in nizami ordusu ilə üz-üzə qalması, 

qırılması və ya yer-yurdundan didərgin düşməsini işıqlandırırdı; 

“...Andronik kökümüzün üstündə od qaladı. Allah baisin evini 

başına uçursun, axı biz ermənilərə nə eləmişdik? Niyə məxluqu 

yerindən, yurdundan elədilər?!”.16  

4. Nəticə

Azərbaycan folklorunda və klassik yazılı ədəbiyyatında 

Azərbaycan türkləri və erməni xalqı arasında münasibətlərdə 
dostluq tərənnümü mərkəzi yer tutmuşdur. 

Erməni şair və yazıçıları Azərbaycan türkləri haqqında nə 
düşünürdülər? Bir tərəfdən həyat tərzü, düşüncə tərzi baxımından 

erməni və Azərbaycan türk xalqlarının yaxın olduğu vurğulanırdı. 

H. Tumanyan 1909-cu ildə yazdığı bir məqalədə hər xalqın gözəl 

cəhətləri var, onları bilmək lazımdır fikrini vurğulayırdı: “Məgər 

biz rus adamının mehribanlığı və ürək saflığı, gürcü qəlbinin 

səmimiliyi, azərbaycanlının cəngavərliyi ilə yaxşı tanışıqmı?”.17  

Lakin, qonşu xalqa mənfi baxış da mövcud idi: zaman keçdikcə, 

münaqişələr artdıqca bu mənfilik daha çox gözə çarpırdı. Sovet 

dövründə erməni ədəbiyyatında da xalqlar dostluğu tərənnüm 

olunurdu, lakin 60-cı illərdən başlayaraq ümumi anti-türk və 
get-gedə anti-azərbaycan izləri görünməkdəydi.  

Azərbaycan və erməni xalqları yanaşı, qonşuluqda yaşamağa 

16 Abbasov, Ə., 1957. Zəngəzur. 2 cilddə, 2-ci cild. Bakı: Uşaqgəncnəşr. s. 

32.

17 Qasımzadə, H., 1971. Aleksandr Şirvanzadə. Bakı: Gənclik. s.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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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əhkumdurlar, tarix belə buyurub. Onlara məhkum kimi deyil, 

gediş-gəlişi olan xoş qonşu kimi yaşamağı arzu edirə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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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menians in the literature of Karabakh and Azerbaijan

Hamlet Isaxanli(Khazar University)

Karabakh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regions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Karabakh, which has a special place in the history 

of Azerbaijan with its nature, music and culture, became a source 

of conflict between the Azerbaijani and Armenian peoples as a 

result of the efforts of nationalists who followed the historical 

myths and dreamed of creating "Great Armenia". Questions such 

as how the Armenian and Azerbaijani peoples historically knew 

each other and what they thought about each other are important 

both in terms of understanding the roots of the conflict, 

extinguishing the conflict and ensuring peaceful coexistence. It is 

possible to find answers to these questions in folklore and 

literature. In classical Azerbaijani literature and folklore, there 

are no derogatory ideas against other peoples, including 

Armenians, but on the contrary, neighborliness, commuting, 

friendship, and cooperation with them are highlighted. Folklore 

and 19th-20th century Azerbaijani literature have been 

researched in this article.

KeyWords: Azerbaijan, Armenia, Karabakh, Folklor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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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초록]

카라바흐 및 아제르바이잔 문학에서의 아르메니아인 묘사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이다. 

자연, 음악,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쳐 아제르바이

잔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 카라바흐는 역사적 신화에 따라 ‘대

(大) 아르메니아’를 꿈꾸던 아르메니아 민족주의자들의 노력으로 아제

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민족 간 갈등의 근원이 되었다. 갈등의 뿌리를 

이해하고 이를 진압하며 평화 공존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아르메니아인

과 아제르바이잔인이 역사적으로 서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와 같은 질문들이 중요하다. 민속과 문학 부문

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고전 아제르바이잔 문학

과 민속 풍습에는 아르메니아를 비롯한 다른 세계 민족을 폄하하는 사

상이 없다. 오히려 그 민족들과 함께하는 이웃 생활, 왕래, 우정, 협력 

등이 드러난다. 본 연구에서는 민속과 19~20세기 아제르바이잔 문학

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주제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카라바흐, 민속, 문학



26  國際言語文學 제52호

1. 서론

모든 아제르바이잔인은 카라바흐에 대한 사랑을 느낀다. 아제르바이

잔인들은 태어난 곳, 직업, 성별에 상관없이 카라바흐에 대한 사랑과 

카라바흐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있다.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 문화

와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카라바흐라는 주제, 카라바

흐 문제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삶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 

카라바흐라고 하면 우선 자연스럽게 음악이 떠오른다. 카라바흐의 

토양, 물 및 공기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은 음악이다! 카라바흐는 음악

을 부른다! 카라바흐인들이 음악을 부른다! 카라바흐는 문학, 학술, 교

육, 건축, 연극, 농업 및 산업, 군사 등 분야에서 귀중한 공헌을 했다. 카

라바흐의 역사와 카라바흐에서의 삶은 아름답고 순수한 예술, 동식물

의 아름다움, 배움과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표상된다.  

한 민족의 문화에 도시 하나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음악적·문

화적 환경을 갖춘 도시 슈사는 코카서스, 특히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문

화 중심지 중 하나였다. 그곳은 아제르바이잔 문화의 요람이라고 불린

다. 그런 점에서 슈사에 버금가는 제2의 도시를 제시하기 어렵다. 아제

르바이잔인에게 슈사는 무엇을 의미할까? 독일인에게 비엔나가, 이탈

리아인에게 밀라노나 피렌체가, 러시아인에게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일

본인에게 교토가, 한국인에게 경주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소중한 것처럼, 아제르바이잔인들에게 수샤는 그만큼 너무

나 소중하다. 

아르메니아인과 아제르바이잔인은 어떻게 서로를 이해했고, 어떻게 

지냈으며, 이웃으로서 어떻게 살았을까? 본 논문에서는 아제르바이잔

과 아르메니아 문헌 및 연구자 자신의 관찰을 바탕으로 그것을 이해하

고 분석하고자 한다. 차르 시대의 아르메니아 언론이 아제르바이잔 튀

르크인에 대해 쓴 것과 아르메니아 출신 예술가들이 보인 아제르바이

잔과의 연관성이 많은 것을 증명한다. 대부분의 경우 우정과 사랑을 미

화하는 문헌 및 언론 저작물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도 분명히 있

다1.

우리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어떻게 달성하고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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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제르바이잔인과 아르메니아인이 평화롭게 어깨를 맞대고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중요한 질문들이 존재한다. 양국

의 시민은 평화로운 협력과 장밋빛 미래를 소망하고 있다. 

2. 아제르바이잔 문학에서 아르메니아인들. 민속과 19세기

역사적으로 종교적 갈등이 아제르바이잔인과 아르메니아인의 우정

을 약화시키고 비극을 불러왔다는 사실은 아제르바이잔 문헌에 널리 

반영되어 있다. 유명한 서사시 ‘애슬리와 캐램(Əsli və Kərəm)’은 아제

르바이잔 소년 캐램(Kərəm)과 아르메니아 소녀 애슬리(Əsli)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막아 비극으로 만든 목사(애슬리의 아버지)의 잔인함

을 보여준다. 애슬리를 만나지 못한 캐램의 불타오르는 모습이  반영되

었다. ‘애슬리와 캐램’뿐만 아니라 ‘코루굴르(Koroğlu)’, ‘아스그 개립

(Aşıq Qərib)’ 같은 아제르바이잔 서사시들은 아르메니아인 사이에서

도 인기가 있었다. 이들을 비롯한 아제르바이잔 서사시 여러 편이 아르

메니아어로 번역됐고 아르메니아인의 삶에 맞춰주면서 아르메니아화

되었다.

아제르바이잔 문학에는 아르메니아인을 비롯한 다른 국적의 사람을 

모욕하는 작품이 거의 없다. 오히려 아제르바이잔 지식인들은 우리 민

족의 독서, 교육, 연극 및 신문 등의 분야에서의 후진성을 지적하고 우

리의 이웃을 통해 배울 점이 많다고 제시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의 시인

과 작가들은 아르메니아인과 아제르바이잔 튀르크인 청년들 간의 사랑

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아제르바이잔 시인들과 작가들은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맞서게 하지 않았으며 자기 비판, 자기 비하, 풍자 및 유머에 

충분히 많은 자리를 주었다.

몰라 내슬랫딘(Molla Nəsrəddin)과 관련된 한 래티패(lətifə2)를 살

1 Hamlet İsaxanlı, 2022. Mənim Qarabağım və ya Qarabağ düyünü. Bakı: 

Xəzər Universiteti Nəşriyyatı. 

2 아제르바이잔 민속 장르. 유머러스한 내용의 작은 사건이나 완전한 생각을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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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자: 

몰라는 울고 있는 한 아르메니아 여자에게 왜 우냐고 물어봤다. 여성은 자신

의 아들이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울고 있다고 답하였다. 몰라

는 그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우세요! 자매여, 우세요! 울 만한 일이네요. 당신의 

아들 한 명만 무슬림이 되어서 이렇게 우는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의 아들은 모두 무슬림인데요”라고 했다3. 

민속에 대해 언급할 때, 민속적 풍습은 주로 고대와 중세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민속적 창작은 각 시대별로 행해졌으며, 특히 

그 시기 나름의 흥미로운 이야기와 화려한 가십을 포함한다. 부유한 아

르메니아 소녀가 수샤 출신 아제르바이잔인 소년에게 사랑에 빠진다. 

소년은 소녀와 합의 하에 소녀를 납치했지만, 소녀의 아버지가 경찰을 

통해 딸을 되찾는다. 1890년도 초에는 카라바흐에서 이 이야기를 바탕

으로 ‘모랄름 하크치크(Maralım haxçik)’라는 장난스러운 노래가 탄생

하였다. 노래가 너무 유명해지자 경찰은 소녀의 아버지의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금지했다.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를 봤다

교회에서 나가서, 모세를 봤다

알리크산 씨가 와서 말했다: 소녀는 어디에 있어?

 

데르벤트의 문이 철이 아닌가요?

철을 녹이게 하는 것은 숯 아닌가요?

하크츠크의 지나가는 날들이 생명 아닌가요?

       

하크칙, 하크칙, 하크칙, 우리 집으로 가자

당신들 집에 내가 가는 것은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의 눈에 빠졌다….

는 문장.

3 Molla Nəsrəddin Lətifələri, 1965. Bakı. s.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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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가 반쯤 섞인 천으로 된 옷을 입었다

내 마음은 종이로 된 라바스가 되었다.4

이유의 집을 알라흐가 무너뜨린다.

아제르바이잔의 시인 및 서예가이자 교사인 미르재 새피 와재흐

(Mirzə Şəfi Vazeh(1795-1852)와 독일의 작가, 번역가, 문학평론가, 

문화평론가, 민족지학자이자 역사가인 프리드리히 보덴스테트

(Friedrich Bodenstedt, 1819-1892)는 1844년에 트빌리스에서 만나

게 되었다. 그들은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로 만났고 이 관계는 우정으

로 바뀌었다. 보덴스테트는 “동양에서 천(1000)과 일(1) 일

(day))(“Tausend und ein Tag im Orient”, Berlin, 1850)” 이라는 백

인으로서 동양에서 살았던 생활에 대한 회고록을 썼으며 미르재 새피

를 시인, 흥미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으로 칭송했다. 보덴스테트는 

1851년에 ‘미르재 새피의 노래들(Die Lieder des Mirza Shaffy)’이라

는 시집을 출판하였고 해당 시집은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기

를 끌었다. 해당 시집은 1917년까지 164번 출간돼 각종 언어로 번역되

었다. 보덴스테트는 분명 과소평가된 캅카스 학자였다5. 

보덴스테트는 본인의 회고록에서 티블리스에서 예레반으로 여행을 

갔다는 사실과 여행 동안 아르메니아인들이 타타르어(아제르바이잔 튀

르크어)를 모국어만큼 잘 구사하였고, 아르메니아인에게 가장 인기를 

끈 노래들이 타타르어로 되어 있다고 작성하였다6.

4 Yerevanlı, Ə., 1968. Azəri-erməni ədəbi əlaqələri. Qədim dövrlərdən XVIII 
əsrin sonuna qədər. Yerevan. s. 125-127. 

5 1. İsaxanli, H., 2019. Friedrich Bodenstedt on the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of Caucasus. In the “A Long-term History of Cross-cultural 
Transfers in the Caucasus. Editors: Espagne, M., İsaxanlı, H., Mustafayev, 

S., Bakı: Khazar University Press. s. 287-314. 2. İsaxanli, H., 2019. Les 
écrits de Friedrich Bodenstedt sur le Caucase. Un regard sur la diversité 
ethnique et culturelle de la région. Ed. Espagne, M., Isaxanlı, H., 

Mustafayev, S., La Montagne Des Langues et des Peuples. Imbrications et 

transferts dans l`espace du Caucase. Paris:Éditions Demopolis, s. 377-407. 

6 Bodenstedt, F., 1850. Tausend und ein Tag im Orient. Berlin: Verlag der 

Königlichen Geheimen Ober-Hofbuchdruckerei. s. 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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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빌리스로 돌아온 보덴스테트는 자기 여행에 대해 그의 교사인 미

르재 새피에게 말하며 한 장면을 묘사한다. 그는 더러운 시골들을 지나

가면서 아르메니아 여성들의 손이 전통적인 연료 만드는 방식으로 인

해 더러웠다고 이야기하면서(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산지 지역

에서 그랬다- H.İ.) ‘다행히 이 나라들에서는 손에 입을 맞추는 전통이 

없다’고 했다.

미르재 새피가 이 말을 듣고 보인 반응과 대답이 존중할 만하다. “이 

얘기를 언급했을 때 미르재 새피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보덴스테트는 

미르재 새피가 한 말을 그대로 자기 회고록으로 옮겼다: ‘미인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은 천하의 진미보다 더 좋다. 마음의 약이다… 손이 더

러운 여성들의 남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그들을 여성의 손에 

입을 맞추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여성들의 손이 항상 깨끗하고 

흠이 없을 것이다. 여성의 발에 입을 맞춘다면, 여성들은 자신의 발을 

가장 소중하게 다룰 것이다!7’

3. 아제르바이잔 문학에서 묘사된 아르메니아인들. 20세기

재릴 맴매드굴루자대(Cəlil Məmmədquluzadə)와 그의 유명한 ‘몰라 

내스릿딘(Molla Nəsrəddin)’ 문학 학교, 미르재 앨래크배르 사비르

(M.Ə. Sabir)와 그의 추종자들, 위제이르 하즈배이오브(Ü. Hacıbəyov) 

같은 저명한 지식인들은 한편으로 아제르바이잔, 이란, 터키뿐만 아니

라, 무슬림 동양에서 보고 느낀 단점과 후진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러

시아와 서구의 부당한 행동을 주요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자는 아

르메니아인이나 조지아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아제르바이잔인 

시인이나 작가를 확인한 적이 없다. 물론 1988년 이후 현대 문학에서 

아르메니아의 정치 사상을 비판하고 분노하는 글들이 탄생했으나 그것

들은 아제르바이잔의 위대한 문헌에 속하지 않는다.

1905년에 시작된 아르메니아-무슬림 갈등은 아제르바이잔의 여러 

7 Bodenstedt, F., 1850. Tausend und ein Tag im Orient. Berlin: Verlag der 

Königlichen Geheimen Ober-Hofbuchdruckerei. Fəsil 14. s. 26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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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작가, 언론인, 정치인에 의해 비난을 받았으며, 이들은 이 두 민

족이 화해하도록 촉구하였다. 미르재 앨래크배르 사비르(M.Ə. Sabir)

는 ‘무슬림 및 아르메니아 시민에게(Müsəlman və erməni vətəndaşla

rımıza)’라는 시를 집필하였다.8 

두 명의 동행자, 두 명의 이웃이 같은 고향에서,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았다,

무지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 번 봐라!

 
미르재 재릴이 1906-1908년에 작성한 비평지(feuilleton)의 일부를 

살펴보자:9 

1909년. ‘캅카스에서 백만 명의 무슬림과 아르메니아인이 목숨을 잃

었다. 5년 후 캅카스에는 얼마만큼의 무슬림과 아르메니아인이 남을 

것인가?”10

1906년. ‘에리반 구베르니야11에는 마을 하나가 있다; 이 마을의 이

름은 사만륵이다.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은 아르메니아인이며 반은 무슬

림이다. 어느 날 그 마을의 진주인 래힘 씨 댁에 손님으로 가고 있었

다… 마당 한쪽에서 아르메니아 아이 한 명이 나무 그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다른 쪽에서는 12-13살로 보이는 무슬림 아이가 고양이 꼬리

에 실을 묶고 마당에서 뛰어다니고 있었다… 또다른 마당에서는 거대

한 오디나무 그늘에 몇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앉아서 식사하고 있었다. 

목사님은 큰 소리로 세 번 말하였다: 하이레닉12, 하이레닉, 하이레

닉… 아르메니아인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식 셋이 있다: ‘고향’, 

‘민족’, ‘언어’… 고향을 위해 희생하는 형제들, 만세! 하이레닉 만세! … 

좀 더 앞으로 가자 벽 그늘에 무슬림 네 명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8 Sabir, M. A., 1905. Həyat. Müsəlman və erməni vətəndaşlarımıza. 1 iyul. № 

19.

 9 Məmmədquluzadə, C., 1984. Əsərləri. 6 cilddə. 3-cü cild. Bakı: Azərnəşr.

10 Məmmədquluzadə, C., 1984. Əsərləri. 6 cilddə. 3-cü cild. Bakı: Azərnəşr. s. 

33.

11 러시아 제국이 18세기에 설치해 놓은 행정 구역

12 아르메니아어로 ‘모국, 조국, 고향’이라는 뜻을 가짐



32  國際言語文學 제52호

몰라 구르반앨 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수요일, 토요일 

및 홀수 날에는 묘지와 목욕탕에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날에는 거

인과 영혼들이 목욕탕과 묘지에 모여 잔치를 하기 때문이다…”13

1906년. ‘이 조지아 민족이 너무 뻔뻔하네요… 조지아인들이 지금까

지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러시아 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저는 왜 이런 말을 할까

요? 네… 사마흐와 에라반의 멜론이 너무 맛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14’   

1907년. ‘항상 예배와 인간성에 대해 말이 나올 때 우리 무슬림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불쌍한 아르메이니아 사람들이 알라흐님 앞에서 어

떻게 할 거지? 그런데 지금 잰개주르(Zəngəzur, 지역 이름)에서 굶고 

있는 무슬림들이 밀로 가득 찬 기차들 옆으로 기쁘게 뛰어갈 때는 그 

밀들을 아르메니아인들이 굶고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해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다, 아르메니아인들이 나쁜 사람들

이다.’15

1908년. ‘아르메니아-무슬림 분쟁에서 일부 무슬림이 코란의 아

야16들을 종이에 적어 불운을 막고 집을 지키도록 벽에 붙였다. 그러나 

이 집들 중 많은 곳에서 불이 났을 때, 이 종이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불

탔다; 왜냐하면 종이는 나무와 돌보다 빠른 속도록 타기 때문이다.’17

잴릴 맴매드굴루자대의 ‘카만차18’ 연극(슈사, 1920년 1월)은 카라

바흐에서 발발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과 관련한 인상적인 

장면을 재현한다; 이 작품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예술에 대한 두 민

13 Məmmədquluzadə, C., 1984. Əsərləri. 6 cilddə. 3-cü cild. Bakı: Azərnəşr. s. 

37-39.

14 Məmmədquluzadə, C., 1984. Əsərləri. 6 cilddə. 3-cü cild. Bakı: Azərnəşr. s. 

53.

15 Məmmədquluzadə, C., 1984. Əsərləri. 6 cilddə. 3-cü cild. Bakı: Azərnəşr. s. 

126.

16 코란의 절

17 Məmmədquluzadə, C., 1984. Əsərləri. 6 cilddə. 3-cü cild. Bakı: Azərnəşr. s. 

233.

18 전통 악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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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친밀함과 헌신을 깊이 보여준다. 

절름발이 아르메니아인 바흐스가 잡혀 개흐라만 장군 옆으로 끌려온

다. 바흐스는 카만차를 연주하는 사람이었다. 바흐스는 곧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에, 개흐라만 장군의 군대에 속한 지인 

중 한 명에게 자기의 카만차를 내밀면서 아들에게 전달해주길 부탁한

다. 이 분쟁과 아르메니아인들의 행태 때문에 피로했던 개흐라만 장군

은 바흐스에게 ‘이봐, 불쌍하구나, 한 번 연주하려무나’라고 한다. 바흐

스는 ‘라스트 무감19’으로 시작한다. 시케스테이-파스로 이어진다. 음

악으로 감동받은 개흐라만 장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이

봐, 아르메니아인, 당신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그

가 카만차를 너무나 잘 연주해서 지나간 날들이 생생히 떠오른다.’ 바

흐스는 ‘세가흐 자불(무감 노래 중에 하나)’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아르

메니아인들에 의해 지인과 친구들이 죽자 애타게 복수하고자 하였던 

개흐라만 장군은 음악의 영향으로 마음이 변하여 복수를 포기한다: 

‘자…! 잘 했다…! 이봐 아르메니아인, 카만차를 챙겨서 여기를 떠나라! 

안 그러면… 이 슬픔으로 지금 당장 너와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다! 가거

라!’

바흐스는 간다. 개흐라만 장군은 깊은 생각에 빠진다. ‘못된 세상아

!’20

미르재 재릴의 각 장은 금이고, 그의 각 장은 민족 고통의 전시장이

다. 주제와 관련된 그의 비평지 몇 권의 제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나

간 날들’(Keçən günlər, 1906), ‘아르메니아와 무슬림들의 아내

들’(Erməni və müsəlman övrətləri, 1907), ‘풀’(Ot, 1908). 

내리만 내리만오브가 ‘작은 소설’이라고 부르는 ‘바하드르와 소

나’(1908) 작품은 종교 차이로 인해 두 연인 사이에 생긴 절벽을 묘사

한다. 아제르바이잔 튀르크인인 젊은 바하드르와 아르메니아 소녀인 

소나는 서로 사랑에 빠진다. 바하드르는 늘 ‘왜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

19 아제르바이잔 전통 음악 명칭

20 Məmmədquluzadə, C., 1984. Əsərləri. 6 cilddə. 2-ci cild. Bakı: Azərnəşr. s. 

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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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보다 뒤처져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을 찾고 싶었다. 다른 한편으로

는 ‘무슬림-기독 신앙은 우리 사이에 절벽을 만든다’,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을 고민하면서 그는 ‘지혜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절벽이 생긴다고 결론 내린다. 출구를 찾지 못한 

바하드르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 소나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재패르 자발르의 첫 연극은 1931년에 공연되었던 ‘1905년에’

라는 극이다. ‘1905년에’는 카라바흐에서 아르메니아-아제르바

이잔 관계에 전념하며 형제애를 지닌 양 민족, 형제애로 부르는 

혁명가 및 이러한 상황을 키운 차르 정부의 정책이 강조된 극이

다. 

‘아버지는 카자크들이다’ 극의 중심에는 두 가족이 있다. ‘아제르바

이잔인 이맘배르디(남편), 귈쉼(아내)과 그들의 아들인 바흐스. 그리고 

아르메니아인 알라흐배르드(남편), 나바트(아내)와 그들의 아들 에예바

즈와 딸 소나. 두 가족은 이웃이었다. 한 가족은 아제르바이잔인이고 

한 가족은 아르메니아 가족이지만, 그들은 친밀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들의 고통과 기쁨, 소망은 동일했다. 그들의 자녀들은 한 집에서 자

라고 있었고, 그들의 소들은 같은 밭에서 풀을 먹었으며 닭들은 같이 

알을 낳고 있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장면은 –거리에서 두 

명의 ‘적’ 즉,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인들이 맞서는 장면이다. 드

디어 마지막에서 ‘적’들이 서로 투굴루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알

라흐배르디와 이맘배르디가 나타난다. 둘은 서로 얼싸안고 화해한다. 

아제르바이잔인 바흐스와 아르메니아인 소나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시대는 그들의 사랑이 가족이라는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 바흐스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태어난 딸의 이름을 소나로 지었고, 소나도 마찬

가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태어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바흐스로 지

었다는 것을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련 시대에 살았던 젊은 바흐

스와 소나는 종교적-국가적 편견에 직면한다.

소련 시대에는 아르메니아인과 아제르바이잔인의 우정을 찬미하는 

시가 쓰였고 그들 중 일부는 노래로 작곡되었다. 시인 이슬람 새팰리의 

시를 바탕으로 안드레이 바바예브는 노래를 작곡하였다. 이 노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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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끌었다. 아제르바이잔의 유명 가수 재이넵 한라로바도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가수들이 이 음악을 같이 

부른 적도 있다:

우리들의 나라는 고대부터 형제이다

친구가 되어 우리 손이 하나가 되었다. 

빵과 마음, 소망이 

하나가 된다, 우리나라의 

퀴르강(Kür), 아라즈강(Araz), 아라라트강(Ararat)

인생은 아름답다

아르메니아는 형제가 된다,

아제르바이잔…

예레반(Yerevan)이라는 아제르바이잔 노래도 있다. 이 노래도 아제

르바이잔의 유명 가수 재이냅 한라로바가 불렀다.  

마음과 이마가 열린 예레반 

고대부터 우리는 형제야, 예레반.

친절하고 미소가 있는 예레반 

행사들에는 타르와-카만(전통 악기 명칭)이 있는 

예레반

연구자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우정에 헌정된 아제르바이잔 문

학의 요약을 제시할 생각이 없다. 애브뒬래힘 배이 하그베르디예브

(Əbdürrəhim bəy Haqverdiyev)가 1932년에 집필한 ‘시민성과 진심 

있는 형제애’ 주제를 다루는 ‘너무 좋다’라는 극21과 애유브 압바소브

(Əyyub Abbasov)가 집필한 잰개주르(Zəngəzur) 소설들이 이 문제들

을 다룬다. 

이 작품들은 한편으로는 서민들의 우정, 사회주의 사상의 통일성(이

것이 당시의 정신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안드로니크(Andronik)의 

21 Haqverdiyev, Ə., 2005. Seçilmiş əsərləri. 2 cilddə, 1-ci cild. Bakı: L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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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군으로 인해 죽은 아제르바이잔인들, 자기 고향에서 쫓겨난 아제

르바이잔인들의 삶과 현실을 반영한다: 안드로니크는 우리 뿌리 위에

서 불을 태웠다. 알라흐님은 그들의 집을 폭파시키기를 바랍니다<<1. 

알라흐님이 죄인의 집을 폭파시키길 바란다. 우리는 아르메니아인들에

게 나쁘게 행동한 적이 없었는데… 그들은 왜 우리를 고향과 집에서 쫓

아냈을까요?!

4. 결론

아제르바이잔 민속과 고전 문학에서 아제르바이잔 튀르크인들과 아

르메니아인 간의 관계에서 우정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아르메

니아 시인과 작가들은 아제르바이잔 튀르크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

는가? 한편으로 아르메니아인과 아제르바이잔인 튀르크인은 생활양식

과 사고방식 면에서 가깝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호브한네스 투만얀(Hovhannes Tumanyan)은 1909년에 쓴 한 기사

에서 각 민족마다 아름다운 점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러시아인들의 친철함과 순진함, 조지아인들의 진심, 아제르바이잔인들

의 영웅심에 대해 알고 있나요?’. 그러나 이웃 민족에 대한 부정적인 견

해도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갈등이 증가할수록 이 부정성은 더욱 가시

화되었다. 소련 시대의 아르메니아 문학에서도 각 민족의 우정은 미화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반(反)튀르크와 점차 반(反)아제르바이

잔인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민족들은 나란히 이웃으로 살 운명이다. 

그들이 사이 좋은 이웃으로 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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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ülasə]

Müasir ədəbi prosesdə Qarabağ müharibəsi və onun tarixi 

nəticələri aparıcı mövzular sırasındadır. Başqa sözlə desək, son 

onilliklərdə baş verən tarixi hadisələr Azərbaycan ədəbiyyatının 

mövzu istiqamətini dəyişdirmiş, 1980-ci illərin sonundan davam 

edən yaradıcılıq prosesində azərbaycanlıların Ermənistandan 

deportasiyası, qaçqın və məcburi köçkünlər, Qarabağ müharibəsi, 

itirilmiş torpaqlar, çadır şəhərcikləri, vətən və yurd həsrəti, 

qəriblik duyğuları, bir sözlə, müharibənin səbəb olduğu bütün 

sosial-mənəvi problemlər əks olunmuşdur. Qeyd etməliyik ki, bu 

məsələlər yalnız Azərbaycan deyil, bütün türk xalqları 

ədəbiyyatında öz əksini tapmışdır. Bu baxımdan yüzlərlə 
azərbaycanlı şairin poetik nümunələrini göstərə bildiyimiz kimi, 

türkmən şairi Oraz Yağmurun “Qarabağlı ananın ağısı” kitabını da 

qeyd edə bilərik. Həmin bədii əsərlərdə qarabağlı anaların 

ümumiləşdirilmiş bədii obrazını görürük. Bu obrazla əzablardan 

doğulmuş, mətin iradəli Azərbaycan qadınının təsviri 

yaradılmışdır. 

Açar sözlər: Azərbaycan, Qarabağ, müharibə, ana, şeir, qaçqın, şəhid, 

çadır, obr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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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iriş

XX əsr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ndə müharibə mövzusu 

xüsusi yer tutur.  Birinci və İkinci Dünya Müharibələri, Böyük 

Vətən Müharibəsi və Qarabağ müharibəsi  ilə bağlı Azərbaycan 

ədəbiyyatında bir çox mənsur və mənzum nümunələr 

yaradılmışdır. XX əsrin əvvəllərində romantizm ədəbi cərəyanının 

böyük nümayəndələri Məhəmməd Hadi və Hüseyn Cavid insan və 
müharibə problemini fəlsəfi kontekstdə həll etməyə çalışdıqları 

kimi, Böyük Vətən Müharibəsi illərində “Hər şey cəbhə üçün” 

şüarı altında bütün şair və yazıçılar bu məsələ uğrunda səfərbər 

edildilər. Nəzərə alsaq ki, 23 aylıq müstəqillik dövrü istisna 

olmaqla,  hər iki mərhələdə Azərbaycan Rusiyanın tabeçiliyində 
idi, ən yeni dövr ədəbiyyatında həm milli-azadlıq mübarizəsinin, 

həm də Qarabağ müharibəsinin əhəmiyyəti aydın olur. Təbii ki, 

əsrin sonlarında Qərbi Azərbaycandan (Ermənistan Respublikası) 

Azərbaycan türklərinin təmizlənmə prosesinin başlanması və 
1990-cı il 20 Yanvar qırğını, ardınca Qarabağ müharibəsinin 

başlanması eyni əsrdə üç böyük müharibə yaşamış millətin bədii 

yaradıcılıq prosesində artıq ənənə və davamlılıq prizmasında 

inkişaf etmişdir.  Bir cəhəti də vurğulamaq lazımdır ki, müharibə 
dövrü ədəbiyyatında, adətən, qadın obrazı arxa cəbhənin insanı 

kimi təsvir edilmişdir. Amma Qarabağ müharibəsində Azərbaycan 

qadını Xocalı soyqırımında qətl edildiyi və digər döyüş 

bölgələrində erməni təcavüzünə məruz qaldığı, yəni birbaşa 

müharibə subyekti olduğu üçün onun əzab, işkəncə və iztirabları 

daha da çox və ürək göynədəndir. Məqalədə yalnız qarabağlı 

anaların, bacı və nənələrin deyil, müharibədən zərər çəkmiş bütün 

soydaşlarımızın ümumiləşdirilmiş obrazı haqqında bəhs 

ediləcəkdir. Bu baxımdan “Sol ayağını itirmiş Qarabağlı gəncin 

nağılı” adlı şeirdə bir savaş əlili təsvir olunsa da, həmin gən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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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am taleyinin fonunda bir ananın və sevgilinin də iztirablarını 

hiss edilir. 

2. Yurd itkisi və Vətən həsrəti, övlad acısı
 

Müharibə nəticəsində düşmən işğalı altına keçmiş ərazilər və 
həmin torpaqların itirilməsindən keçən uzun müddət ərzində 
Vətənə qayıdış həsrəti bütün Qarabağ insanlarını narahat edən 

məsələlərdəndir:

El yolu kəsilib, ay qarabağlı,

Bu kənddən o kəndə gediş-gəliş yox.

Uğursuz ayları say, qarabağlı,

Bizdə bundan savay ayrı bir iş yox! (Qarabağım, 

2008: 24)

Sanki Qarabağ insanı üçün artıq donmuş zaman məhfumu vardır. 

Həm coğrafi baxımdan, həm də zaman etibarilə bir “kəsir – 

natamamlıq” yaşayan əlil vətən övladının yarı hissəsi kimi ana 

yurdu da şəhiddir: 

Ayağını itirib,

Bir qarabuğdayı gənc.

Dayağını itirib,

Bu gün Qarabağlı gənc.

Vətən kimi bu cavanın,

Tən yarısı şəhiddi.

İdman dərsindən azad-

Tən yarısı şəhiddi... (Qarabağım, 2008:(30)

Şair daha sonrakı misralarda “Kölgəsi yox solunda, əsgəri üzüb 

fikir/Hər avqustun sonunda/ Məzarına baş çəkir”, - deməklə, 

yalnız görünən boşluğa deyil, görünməyən acılara da işarə 
etmişdir. Başqa sözlə, bu əlilin yanında olacaq sonasının, qoluna 

girəcək sevgilisinin də yeri boş qalmışdır və həm Vətən, hə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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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ədən, həm də ruh öz hissəsini itirmişdir. 

“Hərb bitəcək” şerində də eyni məzmun ifadə olunmuşdur. 

Müharibə bitdikdən sonra yaşanacaq ağrılar şəhid anası və 
sevgilisinin timsalında qələmə alınmışdır; zamanla yaralar sağalsa 

da, həyat bərpa olunsa da, şəhid vermiş ana və sevgililərin 

yalnızlığını, qəhrəmancasına həlak olan igid ərlərin boşluğunu heç 

nə doldurmamışdır. Sonsuza qədər sızlayacaq ana qəlbinin yarası 

aşağıdakı misralarla ifadə olunmuşdur:

Daim elə olacaqlar

yalqız, ağlar,

Elə oğul deyə-deyə 
gözlərini

yumacaqlar...( Qarabağım, 2008:42)

Döyüşlərdə sevgililəri şəhid olmuş nişanlılar da eyni həsrət, 

qəriblik və kədər duyğuları içində ölmüş arzularının burulğanında 

Allaha ümid yaşamaqdadırlar:

Hərb bitəcək... bunu təkcə
Allah bilər,

Neyləyəcək sevdiyini 

qurban verən sevgililər?..

Qəlblərində həsrət, qubar,

Nə vaxtacan qara geyib ağlayacaq 

nişanlılar?.. (Qarabağım, 2008:43)

“Bir çiçəklə gələcək” şerində romantik boya və təsvirlərlə 
ümidsiz xəyal dünyasının ağ atlı oğlanı canlandırılmışdır.  Bu şeir 

sanki bir şəhid ruhun dilindən sevgilisinə söylənilmişdir; toyları 

olmayan, körpələri dünyaya gəlməyən sevgililərin elegiyası kimi 

səslənməkdə olan şeirdə ağ çiçək ruhu simvollaşdırılmışdır:

Ağ çiçək kimi

açılmış əllərinə 
qonmayacaq kəpənək körpəm.

Mən özüm körpə kimi 

Həsrətinin 

beşiy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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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özləyəcəm. 

Gözləyəcəm gələn yazı da,

Bir çiçəklə gələcək əcəlim.

Sənə bir çiçək dərmək istəsəm,

Bir çiçəklə də kəsiləcək 

əllərim. (Qarabağım, 2008: 113)

“Qarabağım – Qara bağrım” şerində müharibədə həlak olmuş 

kiçik yaşlı uşaqların və onların böyüyüb boya-başa çatmasını, toy 

edib gəlin gətirməsini görməyən anaların obrazları yaradılmışdır. 

Kiçik yaşında həlak olan uşaqların analarının qəlbindəki yara, 

gözlərindəki yaş isə çox-çox böyükdür. Şeirdə uşaqlar dağlara 

gedən şəkildə təsvir olunurlar. Dağ burada həm çatılmayan yaşın, 

həm ananın dərdinin, həm də uşaqların boylarının simvolu kimi 

çıxış edir: O dağlara sarı /gedən o uşaqların / toylarına çox vardı, 

toy yaşına çatmadılar./ O dağlara sarı / gedən o uşaqların / ana 

gözü oxşayan / boylarına çox vardı hələ, öz boylarına 

çatmadılar... (Qarabağım, 2008:49)

Vətən həsrəti ilə yaşayan anaların obrazı da son illər 

ədəbiyyatında xüsusi yer tutur. Bu baxımdan “Həmərsin çiçəkləri” 

şerində bu həzin ovqat ifadə olunmuşdur. Şair İlham Qəhrəmana 

xitabən yazılmış əsərdə “Allah, qərib şairlərik / Anamız da qaçqın, 

köçkün”, - (Qarabağım, 2008:55) deyən müəllif Salamın şerinin 

anasını ağlatdığını qeyd etmişdir. Şeirdə yüksək obrazlılıq 

nümayiş olunmuş, qərib dağların ruhu, Ay, itburnu çiçəyinin 

qoxusu və şairin xiffəti, anasının qanlı yara olan qəlbi, şəhid 

ruhları arasında poetik paralelizm yaradılmışdır: 

O qərib dağların ruhu

Girər şair ruhuna.

Gecə Ay da uçub gələr

Bir həmərsin qoxusuna.

Ay işığı qan kim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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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əmərsinin ləçəyində.

Ayrılıq qanlı yaradı

Anaların ürəyində. 

O çiçəyin qoxusuna 

Oyanar şəhid ruhları. (Qarabağım, 2008:56)

“İşğal” adlı şeirdə müharibədən əvvəlki və sonrakı həyat təsvir 

edilmiş; öncəki mərhələdə adamlar və təbiət rəngarəng lövhələrlə, 

həyat eşqi ilə təsvir edilmişdir. “Bu yolların ucunda ömrümüz 

ləçək-ləçək/ Saralmazdı, solmazdı... / İndi üzü qibləyə qarğış edir 

qarılar!”, (Qarabağım, 2008: 75) - misraları ilə bir ucda tumurcuq, 

ləçək ömrü, digər ucda isə qoca qarını təsvir etməklə, 

müharibənin qısa müddətdə bütün həyat sistemini alt-üst etdiyini 

vurğulanmışdır. Müharibə yalnız insanların deyil, heyvanların, 

quşların, böcəklərin də həyatını korlamış, nizamını pozmuşdur və 
bir milyona yaxın qaçqını olan məmləkət dağılmış qarışqa 

yuvasına bənzəməkdədir. Ömür-gününü başa vurmuş, müharibədə 
övladlarını, yaxınlarını itirmiş qarılar döyüşün qürub mərhələsi 

kimi diqqəti cəlb edir və hərbdən sonra tənha qalan qarılar qarğış 

etməkdədirlər. 

“Ağlama” şerində ömrü talan olan və qürbət eldə qərar tuta 

bilməyən anaların göz yaşları silinməyə çalışılır:

Günləri dərdli-gileyli,

Qürbət elə salmaz meyli,

Il üstə il gəlib xeyli,

Ay ömrü talan, ağlama. (Qarabağım, 2008:81)

Məlum olduğu kimi, hələ 1948-1953-cü illərdə Ermənistanda 

yaşayan Azərbaycan türkləri Stalinin əmri ilə xüsusi məqsədlə 
Azərbaycanın Mərkəzi Aran rayonlarına sürgün edilmiş, dağda, 

yaylaqda yaşamış bu insanlar yeni coğrafi şəraitə uyğunlaşa 

bilməyərək dünyalarını dəyişmişlər, beləliklə, “coğrafi soyqırım” 

həyata keçirilmişdir.  1988-ci illərin deportasiyasında və eləcə d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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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şğal olunan  rayonlardan köçən əhalinin də müəyyən hissəsinin  

bu bölgədə məskunlaşması eyni faciəyə səbəb olmuşdur. Ədəbi 

nümunələr arasında bu baxımdan diqqəti cəlb edən “Qaçqın gəlin” 

şerində həmin tarixi həqiqəti əks etdirən misralara da rast gəlirik: 

Yayda yaylağa gedərlər,

Səni sürdülər arana.

Yayın cırcırama çağı

Mən də duz basdım yarana. (Qarabağım, 2008: 

93)

“Od olub dağıldım bu aləm üstə” şerində oğlunu cəbhəyə yola 

salan və bir xəbər tutmayan ana qəlbinin  təlaş və kədəri əks 

olunmuşdur:

Uçan güllələrdən soruşdum səni,

Yerini demədi, qəhqəhə çəkdi.

Yatdığın səngərdən soruşdum səni,

Dinmədi, önümdə göz yaşı tökdü.

Oğlunu axtaran ananın sualına güllələrin  gülməsi, səngərin isə 
ağlaması bədii təzadla yanaşı, ölümdən xəbər verməkdədir.  

Hədəfinə çatan güllə nəşəli, onun cəsədini qoynuna alan səngər 

isə kədərlidir. 

Bu şeirlər arasında diqqəti xüsusilə cəlb edən poetik 

nümunələrdən biri də “Ağ yuxular və yaşıl ümid” əsəridir. Həcm 

etibarilə də böyük olan bu əsərdə bir qarı nənənin obrazı 

yaradılmışdır. Nəvəsini müharibədə itirən nənə yalnız yuxularında 

xoşbəxt olmaqdadır. Hər gün yatağına girəndə Allaha dua edən 

nənə “Kəndin toz-torpaqlı yolunu görür / Görür ki, tapılıb itkin 

nəvəsi / İtkin nəvənin toyunu görür / Ağlayır – oynayır / Oynayır 

– ağlayır / Laçının havasına / Diksinib yuxuda qəfil / Oyanır / Göz 

açır çadır yuvasına / əllərini qaldırıb (Cadar əlləri ağaca 

bənzəyir)/ Gözlərin yaş yükünə / aparır / Çıraq gözlərin azalan 

nuru – öləziyir” (Qarabağım, 2008: 192) Şeirdə ağ və yaşıl rəng 

ümid və inamı ifadə etməkdəd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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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gililər kontekstində qələmə alınmış şeirlərdən birində 
vağzalısı Yasinə dönən şəhidlərimizin “toy”undan bəhs 

edilməkdədir. “Vağzalını tərsinə çal” şerinin not və sətirləri 

matəmlə köklənmişdir: 

Söyləmədi son sözü anasına,

Yetişmədi sevimli sonasına,

Qan qarışıb bu “toyun” hənasına,

Bəy tərifi çevrilibdi yasinə,

Vağzalını tərsinə çal, tərsinə!.. (Qarabağım, 

2008: 196)

Qeyd edək ki, türkmən şairi Oraz Yağmurun “Qarabağlı ananın 

ağısı” kitabı (2009) və eyniadlı şeri də Azərbaycanlı müəlliflərin 

uyğun əsərləri ilə səsləşməkdədir. Adil Cəmilin anasına ithaf 

olunmuş şeirdə Kəlbəcər qaçqını olan ananın yurd həsrəti ifadə 
edilmişdir.

3. Xocalı soyqırımı və Azərbaycan qadını
1992-ci il 26 fevral tarixində baş verən soyqırımda həlak olan 

vətəndaşların arasında qadın və uşaqlar say çoxluğu təşkil etdiyi 

kimi, bu soyqırımdan zərər çəkmiş qız-gəlin və ağbirçək 

analarımızın sayı çoxdur. Faciə haqqında bir çox ədəbi nümunələr 

qələmə alınsa da, reallıq daha acı olduğu üçün qələm bu gerçəkləri 

təsvir etməkdən aciz qalmışdır. Bu baxımdan qələmə alınan 

əsərlərin bir çoxunda da sadəcə real təsvir yer almaqda, bədii 

rəng qatılmamaqdadır. Bu baxımdan aşağıdakı şeri qeyd edə 
bilərik. “Mənim Xocalı dərdim” adlanan bu əsərdə soyqırımda çox 

ağır işkəncələrə məruz qalan qız-gəlinlərin taleyi heç bir poetik 

boya əlavə olunmadan təsvir edilməkdədir:

Meyidlər üst-üstə oda qalandı,

Ağappaq qar üstə hamilə gə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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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ırılmış qarnından körpə salındı...

Hardandır, nədəndir düşməndə bu kin?... 

(Qarabağım, 2008: 85)

Döyüşdə şəhid olmuş övladların analarını “yetim” adlandıran 

Xəlil Rza Ulutürk onların nalə çəkmiş dillərini “kabab olmaq” 

ifadəsi ilə vermişdir. Bundan başqa, Xocalıda çox faciəli şəkildə 
qətl edilən, körpəsi qucağında ölən anaların ümumiləşdirilmiş 

obrazı da Ulutürk yaradıcılığında qələmə alınmış, çovğunlu qış 

günündə anasının cəsədindən süd əmmək üçün ona yaxınlaşan 

körpənin təsviri verilmişdir. Ağ qarın üzərində laxtalanmış qanı ilə 
donmuş, sinəsindən yaralanmış ananın obrazı tükürpədicidir:

Donmuş torpaq-quru taxta, qan sinəmdə 
laxta-laxta,

Qarmı dolan gözlərimə, ya çovuyan çovğun, 

şaxta?

Körpəmmidir süd axtaran, döş axtaran 

qaranlıqda?

Kiçik, tonbul əllərilə isinirəm mən bu vaxtda,

Qan iyinə qaçdı, gəldi... seyr elə ac yalquzağı,

Qanəməri, südəməri unutmazsan Od torpağı! 

(Qarabağım, 2008: 222)

“Qarabağ gözəli” başlıqlı şeirdə Xocalı soyqırımın 

qurbanlarından olan, həyat yoldaşını cəbhədə itirən və qaçqın 

düşərgəsində yetim qızı ilə tənha qalan qadının obrazı 

yaradılmışdır:

Yağış yağır bu köhnə, təkərləri paslanan

vaqonların üstünə. Göz yaşında islanan

üzünə bu qadının yağış yağır. Vaqonun

qapısında dayanıb qadın baxır. Və onun

içəridə uyuyan xəstə qızı yuxuda

nəsə görüb qışqırır. Bu uşağı qorxudan

nədi? Bir Allah bilir. Hələ on üç il qabaq

Xocalıdan qaçanda qarnındaydı bu uşaq.

O qaçdıqca, elə bil bir az ondan qabaq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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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rnını təpikləyib yüyürürdü uşaq da… (URL-1)

“Xocalı rekviyemi” başlıqlı şeirdə də qoca bir qarının təsviri 

yaradılmışdır. Soyqırımın edildiyi zamana işarətlə “qar”dan, 

əzizlərini müharibə itirib, çadırda təkbaşına yaşayan bir “qarı”dan 

bəhs edən müəllif  torpağın bənizində dırmıq, qarının isə üzündə 
dırnaq yerinin olmasını göstərməsi hələ acısı qaysaqlanmamış 

yaralardan xəbər verir; qarının üzündəki dırnaq yeri yaxınlarının 

ölüm izləridir: 

Qar altında torpaq yatar,

Bənizində dırmıq yeri.

Bu çadırda bir qarı var

Üz-gözündə dırnaq yeri. (Qarabağım, 2008: 214)

Son dövrlərdə yazılmış bayatılarda həmin nənələrin vətən nisgili 

də ifadə olunmaqdadır: 

Yazım payıza döndü,

Gülüm yarpıza döndü,

Vətənin iyi gəldi

Ürəyim buza döndü...... (Qarabağım, 2008: 203)

Dörd misrada bütün faciələri əks etdirə bilən müəllif təzadlar 

vasitəsilə həyat və ölümü simvolizə etməkdədir. Yarpız qoxusu 

vətənin iyini, vətən qoxusu isə ölümü simvollaşdırır. 

4. Çadır şəhərciklərinin qadını
Məlum olduğu kimi, qaçqın düşərgələri olan çadır şəhərcikləri 

müharibədən zərər almış insanların ən acı həyat həqiqətidir və bu 

baxımdan bir çox əsərlərdə çadırlarda yaşayan qadınların və 
ailələrin də dərdləri ifadə edilmişdir. Şeirlərdən birində çadır 

şəhərciyi “Anamın söz əlçiyidi, Atamın cırıq cibidi, Körpələrin 

evciyidi”, (Qarabağım, 2008: 201) - təşbehi ilə ifadə olunur. 

Xüsusilə bu şəhərciklərin daimi sakinləri olan qadınların bel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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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ükən çadırlarda “heç kim Nazim Hikmət olmaq istəmir / 

Yorğundu burada göz qapaqları insanların / əllərini, baxışlarını 

gizlətmək istəyir / göyüzündən insanlar burada / Qonağı-qarası 

olmur / Aşının qarası, küftəsi olmur / Zaman xəlbirlərdə ələnir 

burada” (Qarabağım, 2008: 32) ifadələri ilə acı reallıqlar 

səsləndirilməkdə, insanların yalnız sosial deyil, mənəvi böhranları 

da təsvir edilməkdədir. 

Həyat yoldaşını cəbhədə itirmiş qadınların da ağır yükü, sevgisi 

və vəfası “Ay ata!” şerində qələmə alınmışdır. Çadır həyatı 

yaşayan qaçqın bir uşağın anasının dilindən yazıldığı şeirdə yetim 

qalan ailənin darmadağınlığı və ağır sosial durumu ifadə 
edilmişdir: 

Anam çadırdadır, Hikmət əsgərdə,

Mənsə sürünürəm kənddə, şəhərdə.

Gəl topla ailəni, olaq bir yerdə,

Yolunu gözləyir anam, ay ata! (Qarabağım, 2008: 

217)

Beləliklə, Vətən, övlad, sevgili, nişanlı, həyat yoldaşı itirən 

qadınların ümidi yenə də Azərbaycan ərlərinədir. Həyatları alt-üst 

olmuş bu qadınların yaralarına məlhəm itirilmiş torpaqların geri 

qaytarılması, düşməndən qisas alınması və gənc nəslin bu ruhda 

tərbiyəsi olmuşdur.

II Qarabağ müharibəsi onların bu arzusunu gerçəkləşdi, Vətən 

uğrunda şəhidlik zirvəsinə yüksəlmiş bir qadın kimi bütün 

Azərbaycan xalqının yaddaşına yazılan Arəstə Kərim qızı 

Baxışovanın, general Polad Həşimov və digər əziz şəhidlərimizin 

şücaətləri və Vətən sevgiləri ən yeni yaradıcılıq nümunələrinin 

mövzusuna çevril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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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əticə
Beləliklə, Azərbaycan xalqı XX əsrin başlanğıcında olduğu kimi 

sonlarında da ermənilərin hücumuna məruz qalmış, öncə 
Ermənistandan azərbaycanlılar deportasiya edilmiş, daha sonra 

Azərbaycanın Qərb əraziləri işğala məruz qalmışdır. Qarabağ 

bölgəsi ilə yanaşı, digər qonşu rayonlar da işğal edilmiş, beləliklə, 

bir milyondan çox azərbaycanlı qaçqın və məcburi köçkün kimi 

Azərbaycanın digər bölgələrində məskunlaşmış, illər boyu evsiz, 

vətənsiz yaşamış, məhrumiyyətlərlə üzləşmişdir. İkinci Qarabağ 

müharibəsindən sonra torpaqların müəyyən qismi geri qaytarılmış 

və Zəngilanın Ağalı kəndi ilk olmaqla artıq məcburi köçkünlər 

vətənlərinə qayıtmağa başlamışdır. Bu illər ərzində əhalisinin sayı 

on milyon olan Azərbaycan Respublikasının bir milyon nəfərinin 

qaçqın və məcburi köçkün statusunda olması digər vətəndaşların 

da həyatında izlər qoymuşdur. Bu izlər tarixlə yanaşı, onun daima 

arxa fonu olan ədəbiyyatın da məzmun özəlliklərinin 

müəyyənləşməsində böyük rol oynamışdır. Qadınlar müharibədən 

ən çox zərər çəkən şəxslərdən olmuş, Azərbaycan poeziyasında 

müharibə və köç kontekstində obrazları yaradılmışdır. Xocalıda 

şəhid olan, övladını və əzizlərini itirən və ya qaçqın düşən, 

uşaqlığını, gəncliyini yaşaya bilməyən bu insanlara yüzlərlə şeirlər 

həsr edilmişd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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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cription of the First Karabakh War and female 

characters in Azerbaijani poetry

Elmira Mammadova-Kekech(Baku Eurasian University)

The Karabakh war and its historical consequences are among 

the leading topics in the modern literary process. In other words, 

the historical events of recent decades have changed the subject 

direction of Azerbaijani literature. Deportation of Azerbaijanis 

from Armenia, refugees and obligatory refugees, Karabakh war, 

lost lands, tent cities, homesickness, feelings of alienation, in a 

word, all social and moral problems caused by the war were 

reflected in the creative process, which continued from the end 

of the 1980s. We should note that these issues are reflected in 

the literature of all Turkic peoples, not only Azerbaijan. In this 

regard, we can mention the poetic examples of hundreds of 

Azerbaijani poets, as well as the book " The elegy of a mother 

from Karabakh" by Turkmen poet Oraz Yagmur. In those artistic 

works, we see a generalized artistic charachter of Karabakh 

mothers. With this charachter, a charachter of a strong-willed 

Azerbaijani woman born from suffering was created.

KeyWords: Azerbaijan, Karabakh, war, mother, poem, refugee, martyr, 

ten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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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번역본]
아제르바이잔 시에서 나타나는 카라바흐 전쟁

묘사와 여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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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초록]

현대 문학 전개 과정에서 카라바흐 전쟁과 그로 인한 역사적 결과들

은 시대를 이끈 주제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 최근 수십 년간 벌어진 

역사적 사건들은 아제르바이잔 문학의 주제 방향을 바꾸어 놓았으며, 

1980년대 말부터 아제르바이잔 문학 창작에는 아르메니아에서의 아제

르바이잔인 추방, 난민과 국내 실향민, 카라바흐 전쟁, 잃어버린 영토, 

텐트로 된 도시, 향수병, 소외감 등 한마디로 전쟁으로 인한 모든 사회

적·도덕적 문제들이 반영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아제르바이잔뿐만 아

니라 모든 튀르크 민족의 문헌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제르바이잔 시인 수백 명의 시와 동시에 투르크멘 

시인인 오루즈 야그무르의 ‘카라바흐내기(카라바흐 출신이라는 뜻) 어

머니의 엘리지’도 편찬되었다. 이와 같은 작품들에서 우리는 카라바흐 

어머니들의 전반적인 예술적 이미지를 본다. 이 이미지에서 고통에서 

태어난 강한 의지를 지닌 아제르바이잔 여성 이미지가 형상화되었다.

주제어: 아제르바이잔, 카라바흐, 전쟁, 어머니, 시, 난민, 희생자,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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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쟁이라는 주제는 20세기 아제르바이잔 문학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아제르바이잔 문학에서는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 대조국전

쟁 및 카라바흐 전쟁과 관련된 시와 산문 등 많은 작품이 창작되었다. 

20세기 초 낭만주의 문학의 위대한 대표자인 매햄매드 하디

(Məhəmməd Hadi)와 휘세인 자비드(Hüseyn Cavid)는 철학적 맥락에

서 인간과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며, 대조국전쟁에서도 

시인과 작가들은 ‘모든 것은 전선을 위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 문

제에 몰입했다. 아제르바이잔이 위에서 언급한 두 시대에는 23개월의 

독립 기간을 제외하고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음을 감안할 때, 가장 최

근의 문헌에서 민족해방투쟁과 카라바흐 전쟁의 중요성은 분명해진다. 

세기말에 벌어진 서부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공화국)에서의 아제르

바이잔 튀르크인 제거 과정의 시작과 1990년 1월 20일 사건에 이어서 

카라바흐 전쟁의 발발은 같은 시대에 전쟁을 세 번 겪은 민족의 예술 

창작 과정이 전통과 연속성의 프리즘 안에서 발전하도록 했다. 전쟁기

의 문학에서 여성은 일반적으로 후방의 인물로 묘사된다는 점을 강조

해야 한다. 그러나 카라바흐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 여성들은 호잘르 

집단 학살로 살해됐고 각종 전쟁 지역에서 아르메니아인들로 인해 성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즉 그들이 전쟁의 직접적인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 여성들의 고통 및 애환은 전면에 자리하며 훨씬 더 크고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본 논문은 카라바흐 어머니들, 자매 및 할머니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모든 시민의 일반화된 이미지

를 다룰 것이다. 그런 점에서 ‘왼쪽 다리를 잃은 카라바흐 청년의 동화’

라는 시는 전쟁으로 인한 장애인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 청년의 불행한 

운명을 바탕으로 어머니와 연인의 고통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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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향 상실과 향수병, 아이들의 고통

전쟁 결과 적에 의해 점령된 영토와, 고향을 잃은 후 오랫동안 고국

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열망은 모든 카라바흐 사람들을 고민에 빠지게 

한 문제였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 카라바흐 사람들,

이 시골에서 저 시골로 왕래가 없다.

성공하지 못한 달들을 세라, 카라바흐 사람들, 

우리에게 이것 외에는 일이 없다! (Qarabağım, 2008: 24)

카라바흐 사람들에게는 얼어붙은 시간의 신비가 있는 것 같다. 지리

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조국은 마치 “불완전”을 살아가는 조국의 장애

인 아이와 같이 하나의 희생자이다:

발을 잃었고,

한 명의 검은 젊은이. 

기둥을 잃었고, 

오늘날 카라바흐 젊은이. 

고향 같은 이 젊은이들의,

반은 희생자이다. 

운동 수업에서 일어난 문제-

반은 순교자이다… (Qarabağım, 2008:(30)

시인은 다음 문장에서 ‘왼쪽에는 그늘이 없다, 군인이 고민에 빠졌다 

/ 매 8월 말에 / 무덤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보이는 공허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고통을 가리켰다. 즉, 군인은 그와 함께할 연인의 자리가 

빈 것을 발견했고 고향, 영혼, 몸과 자신의 감정을 잃었다. 

‘전쟁이 끝날 것이다’ 시에서도 같은 내용이 표현되었다. 전쟁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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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후 겪게 될 고통은 희생자의 어머니와 그의 연인의 이미지로 나타났

다. 육체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전쟁에 희생당한 자녀들

을 둔 어머니들과 연인의 희생을 지켜본 여성들의 외로움, 영웅적으로 

죽은 희생자들의 빈 자리는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 영원히 고통을 겪을 

희생자 어머니의 마음속 상처는 다음 구절에 표현되어 있다:

그들은 늘 혼자 울 것이다,

그들은 아들, 아들 하면서 눈을 감을 것이다… ( Qarabağım, 2008:42)

전쟁에서 희생된 이의 약혼자들도 같은 고통, 외로움, 소외감 및 슬

픔의 감정과 빛바랜 희망의 소용돌이에서 알라흐님을 바라보고 살아간

다: 

전쟁은 끝날 것이다… 이는 알라흐님만 알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연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의 마음속 그리움, 슬픔

언제까지 약혼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울 것인가?… (Qarabağım, 2008:43)

‘한 꽃으로 미래’ 시에서는 낭만적 색채와 이미지로 희망 없는 꿈속 

세계에서 백마를 탄 소년의 모습이 등장한다. 이 시는 희생자의 영혼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투로 쓰였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아이를 

낳지 못한 연인들의 엘레지(Elegy)처럼 들리는 이 시에서는 희생자의 

영혼이 하얀 꽃으로 상징화되었다: 

하얀 꽃처럼 벌어진 두 손에 아이 나비가 앉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이같이 요람을 기다릴 것이다. 

다음 봄도 기다릴 것이다,

하나의 꽃으로 내 끝이 올 것이다.

당신에게서 하나의 꽃을 따고 싶으면,

하나의 꽃으로 나의 손들이 갈라질 것이다.(Qarabağım, 2008: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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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카라바흐-나의 검은 심장’ 시에서는 아들이 전쟁에서 사망했

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여 결혼하고 신부를 데려오는 모습을 보지 

못한 어머니들의 이미지가 표현된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이들

의 어머니들 마음속 상처와 두 눈에 고인 눈물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

을 정도다. 시에서는 아이들의 산행 모습이 묘사된다. 산은 아이들이 

도달할 수 없는 나이, 어머니의 고통의 크기, 아이들의 자라나는 키를 

상징한다: 그 산들로 향해 / 가는 그 아이들의 / 어머니의 눈이 바라보

는 / 그 키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Qarabağım, 2008:49)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어머니들의 모습은 현대 문학

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개장미 꽃들’ 시에서는 이것이 잔

잔한 어조로 표현되었다. 시인 일함 개흐래만(İlham Qəhrəman)에게 

헌사된 이 작품에서 ‘알라흐님, 우린 불쌍한 시인들이다/ 우리의 어머

니도 난민이다;-(Qarabağım, 2008:55) 라고 말한 시인의 어머니는 이 

시로 인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시에서는 낯선 산들의 영혼, 달, 개장

미 꽃의 향과 시인의 슬픔, 그 어머니의 피투성이 된 마음과 희생자의 

영혼이 시적으로 평행하게 이미지화됐다: 

그 낯선 산들의 영혼이

시인의 영혼으로 들어간다. 

밤에 달도 날아와서 울 것이다

한 송이 개장미의 향으로.

달빛은 

개장미 꽃잎의 피 같다. 

이별은 피로 된 상처다,

어머니들의 마음에서.

그 꽃의 향으로

희생자들의 영혼이 애탄다. (Qarabağım, 2008:56)

‘침략’이라는 시에서는 전후의 삶이 묘사되었다. 전쟁 이전은 사람들

과 자연이 다채롭고도 사랑스럽게 어울린 시기로 묘사되었다: ‘이 길들



58  國際言語文學 제52호

의 끝에서 우리의 인생이 꽃잎같이 / 시들지는 않았다… / 지금은 키블

라1 쪽으로 늙은이들이 악담한다… (Qarabağım, 2008:75)- 몇몇 문장

에서는 새싹과 꽃잎의 생명, 다른 문장에서는 늙은 여성을 묘사함으로

써 전쟁이 단기간에 삶 전체를 뒤흔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쟁은 사

람뿐 아니라 동물, 새, 곤충의 삶도 망쳐 놓았고, 난민이 약 100만 명 

발생한 나라는 파괴된 개미집처럼 묘사됐다. 전쟁에서 삶을 마감하고 

아이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노파들은 전쟁에서의 일몰 이미지로 

강조되고, 종전 후 홀로 남겨진 노파들은 저주의 말을 되뇐다. 

‘울지 마라’ 시에서는 타국으로 피난을 간 뒤 인생이 망가진 어머니

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시도가 보인다:

나날이 고통스럽고,

타국에 관심 없는,

몇 해가 지나가면서,

인생이 강탈된 자, 울지 마라. (Qarabağım, 2008:81)

알려진 바와 같이 1948~1953년 아르메니아에 거주하던 아제르바

이잔 튀르크인들은 스탈린의 명령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아제르바이

잔의 중부 지역(더운 지역)으로 추방되었다. 원래 산악지대처럼 시원한 

지역에 거주했던 이들은 새로운 지리적 조건에 적응하지 못하여 목숨

을 잃었다. 따라서, “지리적 학살”이 수행되었다. 1988년의 추방과 

1990년대 아르메니아에 의해 침략당한 영토에서 피난 온 주민들의 정

착 중 일부는 이 같은 비극을 일으켰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받는 ‘난

민 며느리’라는 시에서는 그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구절이 나타난다: 

여름에는 산으로 간다,

당신을 더운 지방으로 보냈다.

여름 무더위에 

내가 내 상처에 소금을 놓았다. (Qarabağım, 2008: 93)

1 예배의 방향으로 메카의 카바를 향한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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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되어 이 세상으로 흩어진다’ 시에서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나서 아무 소식을 듣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속 소란과 슬픔이 드러난다:

날아가는 총알들에게 당신은 물었다,

네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았다, 웃었다.

자는 도랑에서 당신은 물었다,

말하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질문에 대한 총알의 웃음과 도랑의 울음은 예

술적 대비일 뿐만 아니라 죽음의 신호이기도 하다. 목표에 도달한 총알

은 기뻐하고, 아들의 몸을 품에 안은 도랑은 슬퍼한다. 

여러 편의 시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작품은 ‘하얀 꿈과 녹색 희망’

이다. 분량이 상당한 이 작품은 할머니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전쟁에서 

손자를 잃은 할머니는 오로지 꿈에서만 행복하다. 매일 침대에 누워서 

잘 때 알라흐에게 기도하는 할머니는 ‘시골의 먼지가 가득 찬 길을 본

다 / 실종된 손자가 발견됐는지를 본다 / 실종된 손자의 결혼식을 본다 

/ 춤을 춘다- 울어요 / 놀란 상태로 / 꿈에서 깬다 / 텐트로 된 집에서 

눈을 뜬다 / 손을 올리면서 /손을 눈물 쪽으로 내민다 / 그의 눈빛이 약

해진다/(Qarabağım, 2008: 192).’ 시에서 흰색과 녹색은 희망과 믿음

을 표현한다.

연인과 관련된 시들 가운데 한 작품에선 바그잘르(vağzalı)2가 야신

(yasin)3으로 바뀐 희생자들의 ‘결혼식’이 다루어진다. ‘바그잘르를 거

꾸로 연주하라’ 시의 음표와 구절들은 애도에 뿌리를 두었다.

마지막 말을 어머니에게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 ‘결혼식’ 분위기에 피가 섞였다,

2 아제르바이잔에서 결혼식 때 부르는 음악

3 장례식 때 부르는 기도



60  國際言語文學 제52호

신랑의 칭찬이 야신으로 바뀌었다,

바그잘르를 거꾸로 연주해라, 거꾸로!...(Qarabağım, 2008: 196)

투르크맨 시인 오라즈 야그무르의 ‘카라바흐내기(카라바흐 출신이라

는 뜻) 어머니의 엘리지’(2009) 시 역시 아제르바이잔 시인들의 작품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아딜 재밀(Adil Cəmil)이 어머니에게 바친 시에

서는 캘배자르(Kəlbəcər) 난민 어머니의 향수병이 반영되었다. 

3. 호잘르 학살과 아제르바이잔 여성

1992년 2월 26일에 발발한 학살로 인해 사망한 시민의 대다수가 남

성과 어린이인 것처럼, 이 대량 학살로 인해 피해받은 여성의 수도 적

지 않다. 비극에 대한 많은 문학적 작품들이 집필됐지만, 현실이 더 씁

쓸한 고로 펜으로 이러한 현실을 묘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학살을 다룬 많은 작품은 사실적인 묘사 위주이며 예술적 색채는 특별

히 더해지지 않았다. ‘나의 호잘르 고통’이라는 작품에서는 학술에서 

가혹한 가문을 당한 여성들의 운명에 시적 색채가 더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묘사되었다:

시체들이 서로 겹겹이 쌓여 불로 태워졌다

하얀 눈 위에서 임산부는,

찢어진 배에서 아기가 나오게 하였다…

적이 이러한 증오를 왜 가지고 있을까?… (Qarabağım, 2008: 85)

전쟁 희생자들의 어머니들을 ‘고아’라고 부르는 핼릴 르자 울루튀르

크는 그 어머니의 ‘신음’을 ‘케밥이 되다’라고 표현한다. 케밥 요리는 

‘숯 위에서 굽고 타는 방식’으로 조리되기 때문이다. 

또한, 호잘르에서 아이를 팔에 안은 채 비극적으로 살해된 어머니의 

일반화된 이미지는 울루튀르크의 창작에서도 볼 수 있다. 눈보라가 몰

아치는 겨울에 어머니의 시체에서 모유를 빨기 위해 다가가는 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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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 표현되었다. 하얀 뱃속에 응고된 피로 얼어붙은 어머니의 모습

이 가슴에 상처를 입힌다:

얼은 땅-마른 나무, 피는 내 가슴에는 피가 응고-응고,

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은 눈인가, 눈보라인가? 서리인가? 

어둠 속에서 우유를, 젖을 찾는 아기가 내 아이인가? 

이 시간에 그의 작고 통통한 손으로 나는 따뜻해진다, 

피의 냄새로 뛰어왔다… 구경하라, 늑대를, 

피를 빠는 자, 모유를 빠는 자를 잊지 않을 것이다, 불의 땅!(Qarabağım, 

2008: 222)

‘카라바흐 미인’이라는 시에서는 호잘르 학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자, 남편을 전쟁에서 잃고 난민캠프에 딸과 남게 된 여성의 이미지가 

표현된다:

오래되고 바퀴가 녹슨 열차들 위에 비가 오고 있다. 

눈물로 젖은 이 여성의 얼굴 위에 비가 오고 있다. 

열차의 문에서 여성이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잠자고 있는 아픈 딸이 꿈속에서 뭔가를 보고 외친다. 

이 아이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알라흐님만 안다. 

13년 전 호잘르에서 도망갔을 때 이 아이는 그녀의 뱃속에 있었다. 

그녀는 앞에서 뛰었을 때 뱃속 아기가 그를 차면서 그보다 앞에서 뛰고 있는 

것 같았다…  (URL-1)

‘호잘르 레퀴엠’(Xocalı rekviyemi)이라는 시에서는 노파의 이미지

가 표상된다. 시인은 학살 당시를 언급하면서 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들을 잃고 텐트 안에서 홀로 살아가는 ‘노파’에 대해 얘기한다. 땅 위의 

갈퀴 자취와 노파의 얼굴에 있는 손톱 자취를 비교하여 제시하는 것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의미한다. 노파의 얼굴에 있는 손톱 자취는 

지인들의 죽음의 자취이다: 

눈 밑에서 땅이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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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는 손톱 자취.

이 텐트에는 노파 한 명이 있다,

얼굴에는 손톱 자취. (Qarabağım, 2008: 214)

최근에 작성된 바야트(bayatı)4들에서는 할머니들의 고향에 대한 그

리움과 슬픔도 반영되었다. 

나의 봄이 가을로 변하였다,

나의 꽃이 박하로 변하였다,

고향의 향이 풍겼다

나의 마음이 얼음으로 변하였다… (Qarabağım, 2008: 203)

위 네 문장으로 전쟁의 비극을 다 반영하는 작가는 삶과 죽음을 대조

를 통해 표현한다. 박하의 향은 고향의 향을, 고향의 향은 죽음을 상징

한다. 

4. 텐트 도시의 여성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난민 텐트와 천막 도시는 전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따라서 텐트에서 생활하

는 여성과 가족의 문제는 많은 작품에서 표현된다. 이 문제를 다룬 시

들 중 한 편에서는 텐트 도시를 ‘어머니의 어휘… 아버지의 찢어진  주

머니다, 아기의 집이다’ (Qarabağım, 2008: 201)라고 은유한다. 이 텐

트 도시 시민인 여성들의 등을 특히 구부리게 하는 것은 ‘아무도 나짐 

히키메트(Nazim Hikmət)가 되고 싶지 않다 /여기서는 사람들의 눈가

가 피곤하다 / 손과 시선들을 숨기고 싶다 / 사람들 집에는 손님이 없다

/ 플로브(전통 음식)에는 고기가 없고 퀴프태(küftə, 고기로 만든 음식)

가 없다 / 여기서 시간은 체에서 걸러진다’ (Qarabağım, 2008: 32)라

는 문장들로 재현된 현실로 설명되는 영적 위기이다.  

4 아제르바이잔 전통 시 장르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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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전쟁에서 잃은 여성들의 무거운 짐, 사랑과 충성은 시 ‘아버

지여!’에서 드러난다. 천막에서 사는 한 난민 아이의 말로 쓰인 이 시에

는 한 가족의 파괴와 어려운 사회의 현실이 표현되었다:

어머니는 천막에 있다, 히크매트는 군대에 있다, 

나는 시골과 도시에서 기어가고 있다. 

가족을 한 곳에 모아라, 같이 있자, 

어머니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여! (Qarabağım, 2008: 217)

따라서 조국, 아이, 연인, 약혼자, 배우자를 잃은 여성들의 희망은 여

전히 아제르바이잔인 남성들에게 있다. 인생이 역전된 이 여성들의 상

처 치유법은 잃어버린 땅의 수복, 적에 대한 복수를 갈망하는 것이었으

며 젊은 세대를 이러한 정신으로 교육하는 것이었다. 

2차 카라바흐 전쟁은 그들의 꿈을 이루게 하였다. 조국을 위해 희생

한 여성으로서 모든 아제르바이잔인의 기억에 자리 잡은 아래스태 캐

림 그즈 바흐소바(Arəstə Kərim qızı Baxışov), 장군 폴라드 해시모브

(Polad Həşimov) 뿐만 아니라 소중한 모든 희생자들의 용기와 사랑은 

문학 창작의 최신 주제로 거듭났다. 

5. 결론

아제르바이잔인들은 20세기 초와 말엽에도 아르메니아인들의 공격

을 받았다. 먼저 아제르바이잔인들은 아르메니아에서 추방되었고, 이

후 아제르바이잔의 서부 영토가 침략되었다. 카라바흐 외 다른 근방 지

역도 점령되어 백만 명 이상의 아제르바이잔인이 난민 및 국내 실향민

이 된 채 아제르바이잔의 다른 지역에 정착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집

과 고향 없이 살았고 궁핍에 직면했다. 

2차 카라바흐 전쟁 이후 토지의 일부분이 반환되었고, 잰길란

(Zəngilan)의 아갈르 시골(Ağalı kəndi)을 시작으로 국내 실향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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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문을 열었다. 그 흘러간 세월 동안 전체 인

구가 천만 명인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인구의 백만 명이 난민과 국내 실

향민이었기에 나머지 인구의 인생도 큰 영향을 받았고 전쟁의 흔적이 

아로새겨졌다. 이러한 흔적은 항상 역사적 배경이 자리하는 문학의 내

용적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여성은 전쟁에서 가장 고

통받는 사람 중 하나였으며, 그들의 이미지는 아제르바이잔 시에서 전

쟁과 이주의 맥락에서 만들어졌다. 호잘르에서 희생당한 이, 자녀나 지

인을 잃은 사람들, 난민이 된 이들,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많은 시가 헌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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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zət]

Zaman keçdikcə Qarabağda və onun ətrafında baş vermiş 

hadisələr bütün mahiyyəti ilə dərk olunur, bu da öz növbəsində 
ədəbiyyatda yaradıcılıq axtarışlarının güclənməsinə, hadisələrin 

müxtəlif baxış bucağından geniş təsvirinə təkan verir. Məqalədə 
görkəmli təhsil qurucusu, şair, yazıçı-publisist Hamlet İsaxanlının 

“Mənim Qarabağım və ya Qarabağ düyünü” əsəri sənədi nəsrin 

orijinal nümunəsi kimi təhillə cəlb olunur. Məqalədə sənədli nəsrin 

bədii ədəbiyyatın bir növü kimi cəmiyyətin ictimai-siyasi 

həyatında baş verən tarixi prosesləri, mövcud problemləri real 

faktlara əsaslanaraq təcəssüm etdiyi qeyd olunur. H.İsaxanlının 

əsərində sənədli nəsrin yazı texnikasından –özünəistinad 

mexanizmlərindən istifadə edildiyi, hər hansı tarixi hadisəni 

xatırlayarkən, onu müəyyən bir semantik kontekstdə yerləşdirdiyi 

konkret nümunələr əsasında təsbit olunur. Məqalədə, həmçinin, 

sənədli nəsrin bədii nəsr üçün qaynaq, mənbə rolu oynadığı da 

qeyd olunur.

Məqalədə “Mənim Qarabağım və ya Qarabağ düyünü” əsərinin 

Azərbaycan nəsrinə yeni poetik-publisistik intonasiya gətirdiyi, 

sənədli nəsrin inkişafına  təkan verdiyi vurğulanır. 

Açar sözlər: Qarabağ diskursu, nəsr, Qarabağ savaşı, mədəni-tarixi    

  faktorlar, etnik milli kimlik, H.İsaxanlı yaradıclığ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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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iriş

Elə bir unvеrsаl düşüncə sistemi yoxdur ki, оnun dахilində 
müəllifin öz siması, öz surəti оlmаsın. Şənətkarın «mən»i həttа ən 

məşhur ideyalara da nüfuz edir, hər həqiqətin аrхаsındа оnun 

subyеktiv bахışlаrı üzə çıхır. 

Görkəmi təhsil qurucusu, şair, yazıçı-publisist Hamlet 

İsaxanlının zəngin, mükəmməl və səmimi poetik “mən”i “Mənim 

Qarabağım və ya Qarabağ düyünü” əsərində bütün rəngarəngliyi 

və bütövlüyü ilə əks olunmuşdur. Məşhur ədəbiyyatşünas 

J.F.Jakkar hesab edir ki, ədəbiyyat hər zaman özünəistinaddır: 

onun yaranmasında  “özü haqqında diskurs” iştirak edir, bu da 

ədəbiyyatla digər nəsnələr arasındakı sərhəddi müəyyənləşdirir. 

Daha sonra Jakkar bir qədər də irəli gedərək daha güclü (məntiqi 

mənada) başqa bir tezis irəli sürür: “Sənət əsərində yeganə real 

şey sənət əsərinin özüdür” (Jakkar, 2011: 12). Biz bu kontekstdə 
Jakkarın irəli sürdüyü tezisin nə dərəcədə doğru olub-olmadığını 

müzakirə etmək fikrində deyilik– bizim üçün vacib olan  “sənədli 

nəsr”ə münasibətdir.

2. Sənədli nəsrin imkanları
XIX əsrin ortalarından etibarən yaranmağa başlayan sənədli 

nəsr bədii ədəbiyyatın bir növü kimi cəmiyyətin ictimai və siyasi 

həyatında baş verən tarixi hadisələri, mövcud problemləri real 

faktlara istinadən təcəssüm edir. Maraq doğuran suallardan biri 

də sənədli nəsrin özünəistinad mexanizmlərindən necə istifadə 
etməsidir, yaxud hansı hallarda sənəd kimi çıxış etməsidir (və 
üstəlik, onun sənədliliyi özü nə dərəcədə üsula çevrilir). Hesab 

edirik ki, iki yanaşma bu  problemin əhatəli şərhinə imkan ver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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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ər: sənədli nəsrin janr özünəməxsusuğu və tarixiik. Belə ki, janr 

yalnız tarixən konkretləşir və özünəqapalı  deyil, müəyyən bir janr 

sistemi daxilində fəaliyyət göstərir və diğər janrlarla əlaqədə 
müəyyənlik qazanaraq janrların hüdudlarında mövcud olan 

mətnlərin yaranmasına imkan verir: bu, xüsusilə sərt janr 

strukturlarına malik olmayan sənədli nəsrə münasibətdə 
əhəmiyyətlidir.

Sənədli nəsrdə səciyyəvi sənəd, fakt, xroniki ardıcıllıq hamı 

tərəfindən qəbul edilmiş düşüncəni, fikri detallarla aydınlaşdırma 

gücünə malik olmalıdır. Zaman və tarix haqqında müşahidə və 
analiz yolu ilə əldə olunmuş nəticələrin bədii ədəbiyyatda əks 

olunması yeni nəsil üçün həmin dövrü tarixilik və müasirlik 

baxımından daha dərindən anlamasına kömək edir. 

3. Mətndə sənədliliyin və bədiiliyin sintezi
H.İsaxanlı “Mənim Qarabağım və ya Qarabağ düyünü” əsərində 

bilərəkdən, şüurlu şəkildə  bədiilikdən(sözün geniş mənasnda) 

imtina edir: mətn “sənəd” dir. Yəni özündən başqa hər şeyə 
şahidik edir və “sənət əsəri” çərçivəsindən kənara çıxır. Bu 

məqamda  bədii nəsrə (“sənət əsəri”nə) münasibətdə paradoksal 

şəkidə iki proses baş verir: müəllif eyni vaxtda bədiilikdən həm 

uzaqlaşma, həm də yaxınlaşma mövqeyindədir. 

Əslində, “Mənim Qarabağım və ya Qarabağ düyünü”nün 

mətnində sənədliliyin diqqət mərkəzində dayanması ilkin qırılma 

nöqtəsidir – mətn özünün, təxəyyül mənasında bədii olmadığını 

iddia edir: və bununla da paradoksal şəkildə həqiqətəbənzərlikdən 

imtina olunur – sənədli nəsrdə sənədlərə əsaslanma, gerçəkliyə, 

reallığa istinad mütləqdir. Heç şübhəsiz, sənədli nəsrin inkişafı, 

hüdudlarının genişlənməsi bədii ədəbiyyatın, obrazlı fik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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ənənələrini zənginləşdirir. Sənədlilik, gerçək faktlara bağlılıq bədii 

nəsr üçün qaynaq, mənbə rolu oynayır. Bədii nəsrin əsasında 

təxəyyül dayandığından real faktlara əsaslanan mövzular öz yerini 

təhkiyə üsulu vasitəsilə sənədli nəsrdə tapır. L.Qinzburqun qeyd 

etdiyi kimi “Janrlar dialektik şəkildə inkişaf edir, sənədli nəsr 

bədii mətni mümkün  formalar və mövzulara zənginləşdirir lakin 

sonra bədii nəsr bu mövzuları mənimsəyərək sənədli mətnə təsir 

edir, xüsusən də nəqletmənin üsullarını, süjetin inkişafını 

müəyyənləşdirir” (Qinzburq, 1970: 65)

Qarabağ, onun qəlbi Şuşa, Ermənistan-Azərbaycan, Dağlıq 

Qarabağ münaqişəsi qələm sahiblərini narahat edən, onları 

yazmağa sövq edən ağrılı bir mövzudur. Yüzlərlə şeir və 
poemalarda, publiistik yazılarda, roman və hekayələrdə bu dogma 

diyarın taleyindən bəhs edilib. Hər bir yaradıcı insan problemə 
özünəməxsus yanaşmış, onu müxtəlif kontekstlərdə təqdim 

etməyə çalışmışlar. 

4. Nəsrdə  Qarabağ diskursu
Hamlet İsaxanlı “Mənim Qarabağım, və ya Qarabağ düyünü” 

əsərində çoxəsrlik tarixə, zəngin mədəniyyətə və ədəbi mühitə 
malik olan, zaman-zaman müharibələr meydanına çevrilən 

Qarabağ bütün rakurslardan canlandırılır. Hadisə və faktlar əsərin 

konsepsiyasına uyğun şəkildə qurulur, sistemləşdirilərək 

ümumiləşdirilir, faktın obrazlaşdırılması baş verir. Hər bir 

bədii-sənədli əsərdə olduğu kimi, burada da müəllifin subyektiv 

yanaşması yer almaqdadır: “..Mən azərbaycanlıyam. Hər 

azərbaycanlının öz Qarabağnaməsi var. Harada dogulduğundan, 

peşəsindən, cinsindən asılı olmadan hər azərbaycanlının bir 

Qarabağ sevgisi, Qarabağ ağrısı var.... Azərbaycan və ermə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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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lqları, Azərbaycan və Ermənistan arasında münaqişələr tarixi, 

xüsusilə son dövrlərdə baş verənlər, mənim öz müşahidələrim, 

başıma gələnlər, Azərbaycan və erməni xalqlarının həyatı və 
qayğıları barədə Azərbaycan və erməni mətbuatında yazılanlar, 

indiki vəziyyətdə nə etməli, gələcəyimiz necə ola bilər suallarına 

cavab axtarışı..”(İsaxanlı, 2022: 8-9)

Müəllif heç bir mübaliğəyə varmadan özünəməxsus təbii və 
səmimi boyalala Qarabağ reallıqlarından, onun mədəni-tarixi, 

ictimai-siyasi həyatından konkret faktlarla söz açır. Faktların 

danılmaz gücünə əsaslanan bu əsər “Nəğmələr gülüstanı” ilə 
oxucunun diqqətini dərhal özünə cəlb edir, dünya mədəniyyətinə 
böyük şəxsiyyətlər bəxş etmiş Qarabağ ədəbi mühitinin  yetirdiyi 

böyük sənət adamlarının həyat və fəaliyyəti oxucunu müəllifin 

mövqeyində durmağa, qələm sahibi ilə həmfikir olmağa səsləyir: 

“Populyar mahnılar, əlbəttə, bəlli məkanın, gözəlliyin, sevginin 

tərənnümündə əvəzsidir, onlar ürəyimizin telləri ilə oynayır. 

Musiqi kimi universal dil varmı? Qarabağın torpağı, suyu və 
havasının tərkibini təşkil edən əsas maddə musiqidir! Qarabağ 

oxuyur!”(İsaxanlı, 2022: 20).

Əsərdə Qarabağın mədəniyyət, musiqi, şeir, sənət beşiyi olan 

Şuşa şəhəri və onun yetirdiyi görkəmli şəxsiyyətlərin fəaliyyəti 

diqqət mərkəzində saxlanılır. Hələ 1830-cu ildən fəaliyyətə 
başlayan Şuşa qəza məktəbinin dünya standartları səviyyəsində 
təhsil verməsi, 1874-cü ildə Zaqafqaziyada ilk dəfə olaraq Şuşa 

şəhər məktəbinin açılması, 1881-ci ildən isə Şuşa Realnı 

Məktəbinin fəaliyyətə başlaması və ana dili ilə yanaşı rus, alman 

və fransız dillərində dərslərin keçirilməsi burada maarifin, elm və 
mədəniyyətin yüksək zirvədə olmasının qürurunu yaşayır. 

1896-cı ildə isə bu qədim mədəniyyət mərkəzində 210 nəfər 

şagirdin təhsil aldığı ikisinifli rus-tatar məktəbinin açılmasını 

təhsi sahəsindəki intibahın ən bariz nümunəsi hesab edir:” Qafq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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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iyanın hakimiyyəti altına keçdikdən sonra Rusiya hökümətinin 

yürütdüyü təhsil siyasəti və yerli  xalqın maddi köməyilə yeni tipli 

məktəblər açılmağa başladı. Şuşa Qafqazın təhsil mərkəzərindən 

biri idi”. (İsaxanlı, 2022: 31)

Tarixi yaddaşda  keçmişə münasibət o zaman aktuallaşır ki, 

cəmiyyət ciddi sosial-mədəni dəyişikliklərdən keçir, ənənəvi 

standartlar və düşüncə stereotipləri dağılır, insanların şüurunda  

fərqli və bəzən də bir-birinin əksi olan dəyərlər sistemi toqquşur. 

Kimiyimizi, mahiyyətimizi keçmisiz təsəvvür etməyən Hamlet 

İsaxanlı babası qaçaq İsaxanın mərdliyi, igidliyi haqqında 

azərbycanlılardan və ermənilərdən eşitdiyi xairələrin işığında 

Qafqaz xalqlarının mürəkkəb və keşməkeşli tarixinə üz tutur: 

“Qafqaz xaqlarının mürəkkəb tarixi var. Qafqaz tarix boyu bir 

tərəfdən digər tərəflərə hərəkət edən böyük hərbi yürüşlərin ayağı 

altında olmuş, böyük güclərin bir-birilə toqquşma meydanında yer 

almış, müxtəlif imperiyaların uzaq, uc əyalətinə çevrilmişdir”(İsa

xanlı, 2022: 31) 

H.İsaxanlının keçmişə aid düşüncələrində bir neçə komponent 

iştirak edir: informativ (tarixi hadisə, şəxs haqqında məlumat), 

konseptual (tarixi prosesin gedişi və mahiyyəti, onun faktorları, 

tarixdə mübarizə edən qüvvələr və s.), aksioloji( (tarixi 

hadisələrin müəyyən prioritetlər baxımından qiymətləndirilməsi). 

Burada əhəmiyyətli cəhət odur ki, taixi keçmiş haqqında 

təəssüratlar müəllifin mütəəssirliyi, emosianallığı kimi empatik 

komponenlərlərlə şərtlənir: o, tarixdə baş verən hadisələrin 

heyranlığını, ağrısını, qürurunu da sanki öz şəxsi həyatından keçib 

gələn bir nəsnə kimi qavrayır. Bu və ya digər tarixi hadisəni 

xatırlayarkən, onu müəyyən bir semantik kontekstdə yerləşdirir: 

“Məskən saldığımız, dincəldiyimiz dağlarda Borçalı-Qarayazı 

aşıqları ilə yanaşı, bəzən erməni sənət adamları ilə görüşlər də 
olurudu. Bizim cəm olduğumuz yerlərdə, o cümədən, Dolama yo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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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yilən yerdə erməni müğənnilərin qarşımızda konsert proqramı 

ilə çıxış etdikləri yadımdadır. Bu. əlbəttə, sovet zamanı idi. 

Erməni müğənnilər azərbaycan, hətta Türkiyə türklərinin mahnı, 

şərqilərini həvəslə ifa edirdilər” (İsaxanlı, 2022: 44)

5. Nəticə
H.İsaxanlı “Mənim Qarabağım və ya Qarabağ düyünü” əsərində 

bir daha inandırır ki, mədəni-tarixi faktorlar həm etnik birliyin 

möhkəm təməl üzərində bərqərar olmasında, həm də digər 

etnoslarla ünsiyyətə girməsində-onların mənəvi dəyərlərinin əxz 

olunmasında əvəzsiz rol oynayırlar. Elə buna görə də klassik “Nə 
etməli?, Yolumuz hayanadır?” suallarına riyazi təfəkkürdən gələn 

dəqiqliklə cavab verir: “ Sülhə gəlmək lazımdır, bəs deyilmi, 

töküldü qan, axdı qan? Bu günü və sabahı düşünək. Hər xalqın 

tarixində faciələr olub. Bu başqa xalqlara əbədi nifrət etməyə 
çağırmasın. Nifrət arada divar hörməkdir ki, bu bizi 

məhdudlaşdırır, divarın o biri üzünü görməkdən məhrum edir. Bizə 
körpü lazımdır, insani münasibətər, iqtisadi və mədəni əməkdaşlıq 

körpüsü nifrət divarlarından yaxşıdır” (İsaxanlı, 2022: 220). 

Hamlet İsaxanlının nikbin ovqat yaradan, düşünməyə sövq edən 

“Mənim Qarabğım və ya Qarabağ düyünü” əsəri Azərbaycan 

nəsrinə yeni bir poetik-publisistik intonasiya gətirdi. Heç 

şübhəsiz, bu əsər Azərbaycan ədəbiyyatında sənədli nəsrin 

inkişafına, bu istiqamətdə yaradıcılıq axtarışlarının güclənməsinə 
təkan verəcəkd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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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ARABAKH DISCOURSE IN
CONTEMPORARY PROSE

Dilbar Zeynalova(Khazar University)

Over time, the events that took place in Karabakh and its 

surroundings are understood in their entirety, which in turn 

encourages the strengthening of creative searches in literature, 

a wide description of the events from different points of view. In 

the article, the document "My Karabakh or the Karabakh Knot" 

by Hamlet Isaxanli, an outstanding educational founder, poet, 

writer-publicist, is analyzed as an original example of prose. In 

the article, it is noted that documentary prose, as a type of 

literature, embodies the historical processes and existing 

problems in the social and political life of society, based on real 

facts. In H. Isakhanli's work, it i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specific examples that documentary prose writing technique - 

self-reference mechanisms are used, and when remembering 

any historical event, he places it in a certain semantic context. 

The article also mentions that documentary prose plays the role 

of source for artistic prose.

The article emphasizes that the work "My Karabakh or the 

Karabakh Knot" brought a new poetic-publicistic intonation to 

Azerbaijani prose and gave impetus to the development of 

documentary prose.

KeyWords: Karabakh discourse, prose, Karabakh war, cultural-histori

cal factors, ethnic national identity, works of H. Isakhan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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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초록]

시대가 흐르면서 카라바흐를 비롯해 그와 관련된 사건들은 비교적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으로 문학에서는 

창의적인 탐구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관점에서 특정 사건을 광범위하게 

설명하려는 시도가 촉진된다. 본 논문에서는 탁월한 교육법의 창시자

이면서 시인이자 작가인 함렛 이사한르(Hamlet Isaxanli)의 나의 카

라바흐 또는 카라바흐의 매듭을 산문의 독창적인 사례로 보고 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다큐멘터리 산문이란 문학의 한 유형으로, 사회

적, 정치적 삶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과정 및 현실적 문제들을 실제 사

실을 기반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사한르는 그의 작품에서 특정 사례들

을 설명할 때 다큐멘터리 산문의 작성 기법인 ‘자기 참조 메커니즘’을 

사용하였다. 이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할 때 특정 의미론적 맥락 

하에 해당 사례들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큐멘터리 산문이 예술적 산문의 원천 역할

을 한다고 보고, ‘나의 카라바흐 또는 카라바흐의 매듭’이 아제르바이

잔 산문에 새로운 시적 분위기를 가져온 동시에 산문 다큐멘터리의 발

전을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카라바흐의 담론, 산문, 카라바흐 전쟁, 민족 정체성, 함렛 

이사한르의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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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작품 내에서 작가 본인의 모습을 반영하지 않은 보편·객관적인 사고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작가가 설정한 ‘나’는 가장 대표적인 생각까

지도 흡수하므로, 어떠한 진실을 설명하고자 하더라도 그의 주관적인 

견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유명한 교육법의 창시자이면서 시인이자 작가인 함렛 이사한르

(Hamlet İsaxanlı)의 작품 나의 카라바흐(Mənim Qarabağım)에서

는 풍부하고 완벽하고 진실한 시적 자아를 통해 작품의 다양성과 완전

성이 표현된다. 저명한 문학 비평가 자칼르(J.F.Jakkar)는 ‘모든 문학은 

자기 참조’라 하였다. 문학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작가 자신에 관

한 담론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작가 자신에 관한 담론은 또한 문학과 

다른 대상 사이의 경계를 정의한다. 나아가 자칼르(Jakkar)는 ‘예술 작

품에서 진정한 것은 예술 작품 자체뿐’이라는 또 하나의 (논리적으로) 

강화된 명제를 제시한다. [3, 1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자칼르

(Jakkar)의 주장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논의하지 않을 것이고, ‘다

큐멘터리 산문’에 대한 태도에 더 초점을 두어 살펴보기로 한다.

2. 다큐멘터리 산문

다큐멘터리 산문은 19세기 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문학의 한 유

형으로 사회적·정치적 삶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과 실제 문제들을 실

제 사실을 기반으로 서술한다. 다큐멘터리 산문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가

지 특징은, 하나는 자기 참조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

는 특정한 상황에서 다큐(문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다큐멘터리 산문이 지닌 장르적 특수성과 역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장르는 역사적 맥락에서 구

체화되고, 특정 장르 체계 내에서 작동하므로 자족적이지 않다. 또한 

다른 장르와의 관계에 있어 확실성을 확보함으로써 해당 장르를 벗어

나지 않는 선에서 텍스트를 창작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고정적인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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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다큐멘터리 산문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점이

다.

다큐멘터리 산문은 특정한 문서, 사실, 사고의 시간적 순서나 어떠한 

생각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시간과 역사에 대한 관찰

과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문학에 반영한다면 새로운 세대에게 그 시

대를 역사성과 근대성 측면에서 보다 깊이 이해시킬 수 있다.

3. 텍스트에서 다큐멘터리와 문학성의 합성

이사한르는 작품 『나의 카라바흐 또는 카라바흐의 매듭』에서 고의

적으로 예술성을 거부한다. 그 이유는 텍스트는 ‘다큐’(문서)로, 자신 

이외의 모든 것을 증언하며 '작품'의 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 지점

에서 예술적 산문(‘작품’)과 관련하여 두 가지 역설적 과정이 발생하는

데, 바로 작가가 예술과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가까워지기

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나의 카라바흐 또는 카라바흐 매듭이라는 텍스트에서 다큐

멘터리의 초점은 타 장르와 가장 먼저 구분되는 지점이다. 텍스트는 상

상적 의미에서 비예술적이라고 주장하기에 역설적으로 사실주의를 포

기한다. 반면 다큐멘터리 산문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므로 현실을 참조

하는 것이 필수이다. 이러한 다큐멘터리성, 다시 말해 실제 사실에 대

한 애착은 예술적 산문의 원천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의심할 여지 

없이 다큐멘터리 산문의 발전과 확장은 문학과 비유적 사고의 전통을 

풍부하게 한다. 긴츠부르크(Qinzburq)가 말했듯이 “장르는 변증법적으

로 발전한다. 따라서 다큐멘터리 산문은 형식과 주제를 통해 문학 텍스

트를 풍부하게 하며, 문학 산문은 이러한 주제를 흡수하고 다큐멘터리 

텍스트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스토리텔링의 방식과 줄거리의 

전개를 정한다.” (2, 65)

카라바흐와 카라바흐의 핵심인 수사,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카

라바흐 분쟁은 작가와 시인들의 근심을 야기하는 주제이자 그들로 하

여금 글을 쓰게 하는 고통스러운 주제이다. 해당 지역의 운명에 관해 



산문에서 관찰되는 카라바흐 담론  79

수백 편의 시와 시집, 저널리즘, 소설 및 일화에서 이미 이를 언급하고 

있으며, 각 창작자는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다양한 맥

락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 산문에서 카라바흐 담론

함렛 이사한르의 작품 나의 카라바흐 또는 카라바흐의 매듭은 수 

세기 전의 역사와 해당 시기의 풍부한 문화 및 문학적 환경을 묘사하고 

있으며 때때로 전쟁터가 되었던 카라바흐를 모든 각도에서 되살려내었

다. 그러한 역사적 사건과 사실은 작품의 사상을 기반으로 구성되고 체

계화되고 요약되며 이미지화된다. 다른 예술-다큐멘터리 작품과 마찬

가지로 여기에도 작가의 주관적인 접근 방식이 표현된다. “나는 아제르

바이잔인이다. 각 아제르바이잔인에게는 각자의 카라바흐나매스가 있

다. 다시 말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성이 무엇인

지와 상관없이 각 아제르바이잔인에게는 카라바흐를 향한 사랑과 아픔

이 있다. (중략)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민족, 아제르바이잔과 아

르메니아 간의 갈등의 역사(특히 최근에 일어난 일들), 자기 자신에 대

한 관찰, 자신에게 일어난 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민족들의 삶

과 문제에 대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언론에 쓰여진 내용, 그리

고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에 관한 질문의 답변은… (후략)”(1, s.8-9)

작가는 어떠한 과장 없이 카라바흐의 현실과 그 문화적-역사적, 사

회-정치적 삶을 특정한 사례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고 진솔하게 이야기

한다. 이와 같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의 힘을 바탕으로 쓰인 이 작품은 

곡 <노래의 정원>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독자로 하

여금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위대한 카라바흐 출신인들의 삶과 활동을 

작가의 입장에서 공감하도록 요구한다. ‘물론 대중가요는 특정 장소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묘사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가요들은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린다. 음악만큼 보편적인 언어가 있는가? 카라바흐의 땅, 

물과 공기를 이루는 핵심 요소는 음악이다! 카라바흐는 노래를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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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20)

작품은 카라바흐의 문화, 음악, 시, 예술의 요람인 수사시와 이 지역

의 뛰어난 인물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컨대, 1830년부터 

운영되어 온 수사 개자 학교(Şuşa qəza məktəbi)는 세계 수준의 교육

을 제공하는 곳이며 1874년에는 트랜스코카시아에서 최초로 수사 시

립학교(Şuşa şəhər məktəbi)가 개교하였고 1881년에 수사 레알니 학

교(Şuşa Realnı Məktəbi)가 개교하였다. 이들 학교에서 모국어와 함께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이 지역의 교

육, 학술 및 문화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사한르는 1896년

에 고대 문화 센터라 할 수 있는 수사 도시에서 210명의 학생들이 공부

하는 러시아-타타르 학교가 개교하였다는 사실을 교육 분야 르네상스

의 가장 분명한 근거로 제시했다. “코카서스가 러시아의 지배를 받은 

후 러시아 정부의 교육 정책과 지역 주민들의 재정 지원으로 새로운 유

형의 학교들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수사는 캅카스의 교육 중심

지 중 하나가 되었다” (1,s.31)

역사적 기억 속에서 과거에 대한 태도는 사회 문화적 변화 과정에서 

중시된다. 사회 문화적 변화 과정에서는 전통적인 기준과 고정관념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다양하고 서로 대조적인 가치 체계

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민족 정체성과 본질을 과거를 기반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는 작가는 

아제르바이잔인들과 아르메니아인들의 기억 회상을 통해 자신의 할아

버지 이사한의 용기있는 행동을 묘사하면서 캅카스 민족들의 복잡한 

격동의 역사를 살펴본다. “캅카스 민족에게는 복잡한 역사가 있다. 역

사적으로 코카서스는 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대규모 군사 

작전의 근거지였고 강대국들이 서로 충돌하는 곳이었으며 여러 제국들

의 외딴 영토가 되곤 하였다.”(1,s.31) 

과거에 대한 이사한르의 생각은 몇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

째는 정보적 요소(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보, 역사 인물에 대한 정보), 

둘째는 개념적 요소(역사적 과정의 흐름과 특성, 그의 요인들, 역사에

서 도전하는 분들 등), 셋째는 공리학적 요소(특정 우선 순위 측면에서 

역사적 사건 평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 과거에 대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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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가의 감동이나 감성과 같은 공감적 요소를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점이다. 작가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감탄, 고통, 자부심을 

자기 개인의 삶을 관통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기억할 때 그는 그것을 특정한 의미론적 맥락에 둔다. “우리가 거주하

고 쉬는 산에서는 보르찰르-가라야즈(Borçalı-Qarayazı, 지역 이름)

와 아스그인들(전통 음악을 연구하며 악기를 연주한 사람들)과 함께했

고 때로는 아르메니아 예술가들과도 만날 수 있었다. 우리가 모였던 곳

들, 특히 돌라마 길(Dolama yolu)이라고 알려진 곳에서 아르메니아 가

수들이 우리 앞에서 콘서트를 했던 것들이 기억난다. 물론 이때는 소련 

시대였기에 아르메니아 가수들이 아제르바이잔과 터키인들의 음악과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있었다.”(1,s.44) 

5. 결론

이사한르의 작품 “나의 카라바흐 또는 카라바흐의 매듭”에서는 문화

적, 역사적 요인들이 민족 공동체를 견고한 토대로 구성하며, 다른 인

종 그룹과 의사소통함으로써 그들의 도덕적 가치를 발전시키는 데 없

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한다. 이사한르는 고전 질문인 “무엇을 할까?, 우

리의 길은 어디로 갈까?”와 같은 질문들에 수학적 사고에 입각해 정확

히 다음과 같이 답한다. “평화가 필요하다, 피가 흘렀다는 것으로 충분

하지 않은가?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자. 모든 역사는 저마다 비극이 있

다. 이 때문에 다른 민족들을 영원히 혐오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증

오는 서로 간에 벽을 쌓는 것이며, 우리에게 벽의 다른 면을 보지 못하

도록 막음으로써 한계를 짓는다. 우리에게는 다리가 필요하다. 인간관

계, 경제적-문화적 관계의 다리가 증오의 벽보다 낫다.” (1,s.220). 

낙관적이면서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함렛 이사한르의 작품 ≪나

의 카라바흐 또는 카라바흐의 매듭≫은 아제르바이잔 산문에 새로운 

시적 어조를 형성했다. 이 작품이 아제르바이잔 문학의 다큐멘터리 산

문 발전과 창의적인 연구 강화를 자극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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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zət]

Qarabağ ən qədim yaşayış məskənlərimizdən biridir. Burada 

yaranmış folklor mətnləri də istər formaca, istər janrca, istərsə də 
məzmunca müxtəlifdir. Xüsusilə 19-cu əsrdə millətlərin özünü 

tanıması və idrak etməsi ilə yazılı ədəbiyyatda folklor mətnlərinə 
müraciətin çoxaldığı bir vaxtda Qarabağda yayılmış folklor 

mətnlərinin yazılı ədəbiyyatda istifadə edilməsinin səbəbi də məhz 

bu müxtəliflikdir. Qarabağda yayılmış miflər, nağıllar, əfsanələr, 

atalar sözləri, bayatılar yazılı ədəbiyyatda bəzən dəyişdirilərək, 

bəzən isə olduğu kimi istifadə edilmişdir. Qarabağ folklor mühiti 

orada yetişmiş ziyalıların fəlsəfi fikirlərinin formalaşmasında da 

ciddi rol oynayır. Bunu da Qarabağlı ədiblərin əsərlərindən 

asanlıqla görmək mümkündür.

Bu tədqiqatın məqsədi Qarabağ bölgəsində yayılmış folklor 

mətnlərinin yazılı ədəbiyyatda istifadə məqamlarını və şəkillərini 

araşdırmaqdır. Qeyd edək ki, araşdırmamız həm yazılı, həm də 
şifahi ədəbiyyatda mövcud mətnlərdən istifadə edilərək 

işlənmişdir. Daha öncə folklor və yazılı ədəbiyyatın qarşılıqlı 

əlaqəsi haqqında araşdırmalar aparılsa da, məqaləmiz məhz 

Qarabağda yayılmış mətnlərin ədəbiyyatda işlənməsinə dair ilk 

elmi yazıdır. Bu məqalə özəlliklə, ədəbiyyatda işlənmiş Qarabağ 

folklor mətnlərini, ədəbiyyat və folklor janrlarının oxşarlığını 

araşdıran tədqiqatçılara yardımçı olacaq. Tədqiqat zamanı 

mətnlərin toplanması, araşdırılması və qarşılıqlı müqayisəsi 

metodlarından istifadə edilmişdir. 

Açar sözlər: Qarabağ folkloru, Folklor janrları, folklor, yazılı ədəbiyy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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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iriş

Folklor və yazılı ədəbiyyat bir-biri ilə qarşılıqlı əlaqədə olsa da, 

folklor mətnləri süjet, motiv baxımından çox vaxt yazılı 

ədəbiyyatın qaynağıdır. Yazılı ədəbiyyatdakı süjetlərin təməli 

əsasən şifahi xalq ədəbiyyatından alınmışdır. Çünki folklor 

insanlar tərəfindən uydurulmuş mətnləri tədqiq edir. Mövcud 

süjetlər o və ya bu şəkildə həyatı anladır. Buna görədir ki, tarix 

boyu bir çox şair və yazarımız öz əsərlərinin mövzusunu 

folklordan almışlar. Məsələn, elə Nizaminin və Füzulinin “Leyli və 
Məcnun” əsəri bildiyimiz kimi, məşhur bir rəvayətdən alınmışdır 

(Qəzənfərqızı vs. 2014: 202). Kamal Abdullanın “Yarımçıq 

əlyazma”sında çağdaş milli şüurumuzda tarixin real dərki yerinə 
tarix haqqında obrazlı təsəvvürlər üstünlük təşkil edilərək əslində 
iki əks prosesin tarixin mifləşdirilməsi və mifin tarixləşdirilməsi 

proseslərinin izlənilməsinə imkan yaratmışdır (Abdulla,2012). 

Buradavurğulamaqistərdikki,dünyaədəbiyyatındafolklorunənçoxmi

fjanrınamüraciətedilmişdir.Əslində,“mifinədəbiyyatdakıəksiyazarın

gerçəkdənmövcudolmayan,ancaqgerçəklikləqidalananvəxəyalının

məhsuluolanbirdildənyaranır”(Garipervs.,2012:32).Mifolojivarlıqla

rinsanınzehnidünyasındasimvolikmənadaşıyırlar.Bunagörədə“mifd

əinsanınmaddivəmənəvihərtərəfliəksimövcuddur”(Dağ,2017:66). 

Dünya ədəbiyyatında ən çox mif janrına müraciət etsə də, 

Azərbaycan ədəbiyyatında folklorun bir çox janrlarına müraciətin 

şahidi oluruq. 

Ümumiyyətlə, yazılı ədəbiyyatda folklor mətnlərinin kütləvi 

şəkildə istifadəsinə 19-20- ci əsrlərdə başlanmışdır. Folklorla 

yazılı ədəbiyyatın yaxınlığı bir də milli özünə qayıdışla bağlıdır. 

Repressiyadan sonra aradan keçən 30-35 illik fasilə və 1960-cı 

illər nəslinin ədəbiyyata gəlməsi ilə vəziyyət dəyişdi. Milli oyanış, 

milli özünüdərk 1970-80-ci illər ədəbiyyatının əsas aparıc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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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ologiyası oldu. Xalqın mənəvi sərvətini yazılı ədəbiyyata 

gətirərək milli yönümlü ədəbiyyatın yaranmasına da təkan verildi 

(Qəzənfərqızı, 2022: 76). 

2. Folklor Mətnlərinin Ədəbiyyatda İşlənmə Formaları
Yazılı ədəbiyyatda folklor mətnlərinə müraciətin iki forması 

vardır: 1. Müəllif folklordan aldığı mətnin orijinallığını pozmur, 

olduğu kimi saxlayır,  2. Müəllif folklor mətninin məğzini yazdığı 

əsərə uyğun dəyişdirir (Bayat, 2012: 356). 

Orijinallığı pozulmayan mətnlər əsasən əsərlərin içərisində bir 

fraqment şəklində olur. Olduğu kimi verilən janrlar içərisində ən 

çox atalar sözləri, məsəllər, lətifələr bir çox hallarda miflər və 
nağıl-dastanlardır. Yazıçılar bu örnəklərin motivlərinə toxunmur, 

dəyişiklik etmirlər. İkinci növ müraciət isə əsasən yazıçıların 

folklor mətninə subyektiv yanaşması nəticəsində dəyişikliklər 

edərək işlədilir. İkinci növ müraciət bəzən yenidən folklorlaşa 

bilir. Xalq mətnin orijinal vəziyyətini unudaraq müəllifin müdaxilə 
etdiyi vəziyyətini yadında saxlayır. Məsələn, M.Təhmasibin  

Sovetlərin öz ideologiyalarına uyğun şəkildə dəyişdirdiyi Koroğlu 

dastanı xalq arasında məşhurlşadı, orijinal variantı isə unuduldu 

(Təhmasib, 1969).

3. Yazılı Ədəbiyyatda İşlənmiş Qarabağ Folklor Örnəkləri
Qarabağ ən qədim yaşayış məskənlərimizdən biridir. Burada 

yaranmış folklor mətnləri də istər formaca, istər janrca, istərsə də 
məzmunca müxtəlifdir. Xüsusilə 19-cu əsrdə millətlərin özünü 

tanıması və idrak etməsi ilə yazılı ədəbiyyatda folklor mətnlərin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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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üraciətin çoxaldığı bir vaxtda Qarabağda yayılmış folklor 

mətnlərinin yazılı ədəbiyyatda istifadə edilməsinin səbəbi də məhz 

bu müxtəliflikdir. Qarabağda yayılmış miflər, nağıllar, əfsanələr, 

atalar sözləri, bayatılar yazılı ədəbiyyatda bəzən dəyişdirilərək, 

bəzən isə olduğu kimi istifadə edilmişdir. Yazılı ədəbiyyatda 

folklor mətnlərinə müraciət xüsusilə, milli özünüdərk axını 

gücləndikdə kütləviləşir. 19-cu yüzildə dünya millətlərinin 

“milliləşmə” uğrunda apardıqları mübarizə Azərbaycan 

yazıçılarından da yan keçməmişdir. Ədiblər ədəbiyyata folklor 

mətnlərini gətirərək çatdırmaq istədikləri fikri daha tez və daha 

kəsdirmə yoldan edirdilər. N.Vəzirov,  Ə.Haqverdiyev, 

Y.V.Çəmənzəminli, Ü.Hacıbəyli  bu durumdan məharətlə istifadə 
etmişdir. 

Qarabağ mühitində yetişən Molla Pənah Vaqif aşıq şeir 

şəkillərində olduqca gözəl əsərlər yazmışdır. O bir-birindən 

uğurlu gəraylı, qoşma, müxəmməsləri xalq üslubunun şirinliyi ilə 
yazılı ədəbiyyatın subyektiv yanaşmasını birləşdirərək bədii 

ədəbiyyatda əks etdirməyi bacarmışdır (Vaqif, 2004). Yaşadığı 

mühitin folklor hadisələrini əsərlərində canlandıran bir digər 

şairimiz Xurşidbanu Natavandır. Onun şeirlərində yuxu görmə 
motivi, nəzir vermə, göz dəyməsinə inam, bulaq başında qızların 

su gətirməsi və s. kimi bir çox motivlərdən istifadə edilmişdir: 

“Duş gördüm ki, gəlibsən külbeyi-ehzanıma/ Ol zaman nəzr 

elədim canı-dilim qurbanə mən”  (Xurşidbanu, 2004: 21) 

misrasında iki önəmli folklor hadisəsi (yuxugörmənin xəbər 

mahiyyəti daşıması, nəzir verməklə şükran hissinin bildirilməsi) 

öz əksini tapmışdır. 

Artıq vurğuladıq ki, folklor materiallarından ədəbiyyatda geniş 

istifadəyə 19-cu yüzildən başlanmışdır. Məsələn, N.Vəzirov 

“Sonrakı peşmançılıq fayda verməz” (2005: 42), “Daldan atılan 

daş topuğa dəyər”(2005: 24), “Adı var özü yox”, “Nə əkərsə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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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u biçərsən” (2005: 183), “Yağışdan çıxdıq yağmura düşdük” 

(2005: 79) və s. atalar sözlərini əsər adı kimi istifadə etmişdir. Bu 

atalar sözlərini İlkin Rüstəmzadənin 2012-ci ildən 2018-ci 

illərdək Qarabağdan toplayıb nəşr etdirdiyi 10 cildlik “Qarabağ: 

folklor da bir tarixdir” kitabının bütün cildlərində görmək 

mümkündür (Rüstəmzadə, 2012-2018). Bunu Qarabağın başqa 

məşhur dramaturqu Ə.Haqverdiyev də tətbiq etmişdir. Onun 

“Yeyərsən qaz ətini, görərsən ləzzətini” (2005: 27) əsəri də öz 

adını atalar sözündən almışdır. Bu atalar sözləri Qarabağda geniş 

yayılmış, xalq tərəfindən intensiv şəkildə işlədilmişdir. 

Ümumiyyətlə, Ə.Haqverdiyev Qarabağda yayılmış mif, lətifə və s. 

folklor mətnlərindən məharətlə istifadə etmişdir. Özəlliklə Pir 

(2005: 165), “Şəbih” (2005: 163), “Şeyx Şəban” (2005: 179), 

“Seyidlər ocağı” (2005: 230) kimi hekayələrin Qarabağda geniş 

yayılmış pirlər və ocaqlar haqqında mətnlərin (Rüstəmzadə, 2012: 

72-136. Rüstəmzadə, 2012a: 54-91) təsiri ilə yazıldığını görmək 

mümkündür. Bu əsərlər tənqid edilmək məqsədilə yazılsa da, biz 

mətnlərin içərisində xalqın inanc sisteminin, gündəlik məişətinin, 

xalq arasında yayılmış rəvayət, lətifə, nağıl-dastanların izini açıq 

aydın görürük. Bu da yazarın yetişdiyi mühitin təsirində qaldığını 

göstərir. Qarabağ mühiti folklor materialları ilə o qədər zəngindir 

ki, istər-istəməz yazarların bu mətnlərə müraciət etməsi labüd hal 

almışdır. Bu gün Azərbaycan ədəbiyyatını və hətta kinosunu 

bəzəyən ən şah əsərlər  arasında məhz Qarabağdan yetişmiş 

yazarların qələmindən çıxmış pyes, libretto, opera, dram, hekayə 
və sairədir. Üzeyir Hacıbəylinin “Arşın mal alan”, “O olmasın bu 

olsun” musiqili komediyaları daha sonra kinofilm şəklində 
çəkilmişdir. Burada yazıçı qədim xalq adəti olan qız bəyənmə, 

qızqaçırma, bəy-xan-naib münasibətini öz şərhi ilə təsvir etməklə 
bərabər həm də çox məşhur bir süjeti dəyişərək olduqca uğurlu 

bir addım atmışdır. “O olmasın bu olsun” əsərində Gülnaz v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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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tam bəyin qarşılıqlı oxuduqları “Qızım sənə yaylıq alım – al 

dədə qurbanın olum/ Qızım sənə başmaq alım – al dədə qurbanın 

olum/ Qızım səni ərə verim – yox dədə qurbanın olum” (2005: 

250-251) mahnısının orijinal variantı xalq arasında  “Qızım sənə 
yaylıq alım – yox dədə qurbanın olum/ Qızım sənə başmaq alım – 

yox dədə qurbanın olum/ Qızım səni ərə verim – ver dədə 
qurbanın olum” (Qəzənfərqızı, Özəl arxiv) şəklindədir. Yaxud 

“Arşın mal alan” əsərində “bir nəfər molla, üç manat pul, bir kəllə 
qənd, şütt-tamam, vəssalam”  (2005: 307) misraları da xalq 

arasında geniş yayılmış “evlilik təklifi”dir ki, yazar süjeti olduğu 

kimi əsərinə daxil etmişdir. Bunlarla yanaşı Ü.Hacıbəyli “Əsli və 
Kərəm” (2005: 82), “Koroğlu” (2005: 174) “Rüstəm və Söhrab” 

kimi dastanları musiqili komediya şəklində yazmaqla yanaşı, həm 

də Qarabağda geniş yayılmış iki folklorik obraz Natəvan və Şah 

Abbas haqqında da əsər yazmışdır. Natavan sonuncu Qarabağ 

xanı İbrahim xanın varisidir, şairdir. Şah Abbas Səfəvilərin 

hökmdarıdır. Qarabağda hər iki obraz haqqında kifayət qədər 

rəvayət və lətifə mövcuddur. Məsələn, “Şah Abbas və Kəlniyyət” 

(Rüstəmzadə, 2013: 258), “Şahım ayaqyolundakı söz” 

(Rüstəmzadə, 2012: 376), “Şah Abbasla bərəçi” (Rüstəmzadə, 

2012: 340) lətifələri, “Şah Abbas və üç cavan” (Rüstəmzadə, 

2013: 203), “Şah Abbas və vəziri” (Rüstəmzadə, 2013: 91) 

rəvayətləri, “Şah Abbasla naxırçı qızı” (Rüstəmzadə, 2012a: 266), 

“Şah Abbasla dərvişlər” (Rüstəmzadə, 2012a: 311), “Şah Abbas 

və oğrular” (Rüstəmzadə, 2012: 232), “Şah Abbas və üç bacı” 

(Rüstəmzadə, 2012: 233), “Şah Abbasla bostançı” (Rüstəmzadə, 

2012: 236), “Şah Abbasla soyğunçular” (Rüstəmzadə, 2012: 243) 

nağılları və s. geniş yayğındır. Xalq arasında Xurşidbanu Natavan 

haqqında yayılmış mətnlər daha çox alicənab, düşüncəli, vicdanlı 

biri olmasından bəhs edir (Qəzənfərqızı, şəxsi arxiv). Haqlarında 

lətifə, nağıl, rəvayət qoşulmuş bu iki obrazı öz əsərind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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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ləşdirməklə yazar folklorun yardımı ilə şair-hökmdar 

qarşılaşmasını gerçəkləşdirmişdir. 

Qarabağda yetişmiş bir digər yazarımız Y.V.Çəmənzəminlidir. 

Onun da əsərlərində kifayət qədər folklor materiallarına müraciət 

var. Xüsusilə, “Qızlar bulağı” romanı (Çəmənzəminli, 2005) qədim 

atəşpərəstlik-Zərdüştlük inancı haqqındadır. Burada bir qız öz 

atası və qardaşı tərəfindən evlilik təklifi alır və bu o dövr üçün 

adətdir, törədir. Qız isə törəyə qarşı çıxaraq bunu istəmir və 
hadisələr axını başlayır. Bu süjet məşhur “Qıllıcanın nağılı”nı 

xatırladır. Nağılda da ata ölmüş arvadının yerinə qızına aşiq olur, 

onunla evlənmək istəyir, ancaq qız atasını istəmir və evdən qaçır, 

hadisələr elə gətirir ki, o gedib şahzadə ilə evlənir (Qəzənfərqızı, 

Şəxsi arvix). 

Burada bir haşiyəyə çıxıb qeyd etməliyik ki, Qarabağ 

mühitindən onlarla müəllif öz əsərlərində folklor mətnlərinə 
müraciət etsə də, biz özəlliklə 18-19-cu yüzillərdə yazmış 

ədiblərə müraciət etdik. Bunda məqsədimiz dünyanın hər yerində 
yayğın olan folklor mətnlərinə müraciət edilən 19-20-ci 

yüzillərdə bu tendensiyanın ölkəmiz ziyalıları tərəfindən də 
olduqca peşəkar səviyyədə aparıldığını göstərməkdir.

4. Nəticə
Qarabağ qədim mədəniyyət beşiyidir. Burada minillərin 

ağuşundan süzülüb gəlmiş kültür, tarix var. Bu dərinlikdə kültürün 

bədii əsərlərdə öz əksini tapmaması mümkün deyil. Hər bir yazar 

yetişdiyi mühitin təsiri ilə formalaşır. Başdan-ayağa folklor, 

qədim mədəniyyət ilə zəngin Qarabağ mühiti də yazarlara təsir 

etməyə bilməzdi. Qarabağdan folklor mətnlərindən özəlliklə 
rəvayət, atalar sözləri, lətifələr, nağıl və dastanlar bəd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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ədəbiyyatda öz əksini tapmağı bacarmışdır. Folklor mətnlərinə 
müraciətlə yazılmış əsərlərin ədəbiyyat tariximizdə öz yerini qızıl 

hərflərlə yazıb göstərməsi bir daha xalqın təfəkküründən süzülüb 

gəlmiş mətnlərin mükəmməlliyindən xəbər verir. Bu mətnlərə 
müraciət edən yazarlar öz əsərlərini ölməzlik zirvəsinə çatdıra 

bilmişlər. Bunun ən böyük səbəbi əsərlərdəki süjet və motivlərin 

xalqa doğma olması və xüsusi bir maraq ilə oxunmasıdı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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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E OF FOLKLORE ON THE
CREATION OF LITERATURE AND

PHILOSOPHICAL THOUGHT
-BASED ON TEXTS COLLECTED FROM

KARABAKH-

Aynur Qazanfarqizi(Khazar University)

Karabakh is one of our oldest settlements. The folklore texts 

created here are also diverse in terms of form, genre, and 

content. Especially in the 19th century, when the appeal to 

folklore texts in written literature increased due to the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nations, this diversity is the 

reason for the use of folklore texts spread in Karabakh in written 

literature. Myths, tales, legends, and proverbs spread in 

Karabakh were sometimes changed in written literature, and 

sometimes used as they were. The folklore environment of 

Karabakh also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philosophical ideas of intellectuals who grew up there. This can 

be easily seen from the works of Karabakh writ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oints and types 

of folklore texts that are common in the Karabakh region in 

written literature. It should be noted that our research was 

developed using existing texts in both written and oral literature. 

Although earlier studies were conducted on the interaction 

between folklore and written literature, this article is the first 

scientific paper on the literary processing of the texts sprea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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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bakh. This article will be especially helpful to researchers 

who study Karabakh folklore texts developed in literature, and 

the similarity of literature and folklore genres. During the 

research, the methods of collecting, examining and mutual 

comparison of texts were used.

KeyWords: Karabakh folklore, Folklore genres, folklore, writte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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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초록]

카라바흐는 우리의 가장 오래된 정착지 중 하나이다. 이곳에서 생성

된 민속 텍스트는 형식, 장르, 내용 면에서 다채롭다. 특히 19세기에는 

각 민족의 자기 인식 및 이해의 발달로 기록문학(written literature) 

분야에서의 민속 텍스트 참조가 증가하였다. 이 시기 카라바흐에서 퍼

진 민속 문학 텍스트들이 널리 활용된 이유는 바로 이 다양성 때문이

다. 카라바흐에 퍼진 신화, 동화, 전설, 속담 등은 문학에서 기록된 원

형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고 변주를 거치며 사용되기도 했다. 카라바흐

의 민속적 환경은 그곳에서 자란 지식인들의 철학적 사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카라바흐 작가들의 작품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카라바흐 지역에서 퍼진 민속 텍스트들의 기록문

학에서의 활용법 및 형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록문학 및 

구전 문학의 기존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민속과 문예의 상호

작용에 대한 선행연구가 존재하나, 본 연구는 카라바흐에서 퍼진 텍스

트들의 문학 활용법을 다룬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는 문학에서 활용

된 카라바흐 민속 텍스트 및 문학과 민속 장르와의 유사성을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는 텍스트의 수

집, 연구 및 상호 비교 방법이 사용되었다.

주제어: 민속, 카라바흐 민속, 민속 장르, 기록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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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민속과 기록문학은 서로 상호작용하나, 구전 민속 문학은 종종 줄거

리와 주제 측면에서 기록문학의 원천이다. 기록문학 줄거리의 기초는 

주로 구전 문학에서 가져오게 된다. 민속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텍스

트를 연구하기 때문이다. 줄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삶을 설명한다. 그

러한 연유로 역사를 통틀어 많은 시인과 작가가 작품의 주제를 민속에

서 가져왔다. 예들 들어,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인물인 니자미 갠재비

(Nizami Gəncəvi)와 퓌줄리(Məhəmməd Füzuli)의 작품 ‘레일리와 매

즈눈’(Leyli və Məcnun)은 유명한 전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Qəzənfərqızı vs. 2014: 202). 카말 압둘라(Kamal Abdulla)의  ‘미완

성 원고’ 에서는 우리의 현대 민족의식 관점에서 역사에 대한 진정한 

이해보다는 역사에 대한 구상적 아이디어가 선호되었다. 이는 사실 역

사의 신화화와 신화의 역사화라는 과정을 가능하게 했다.(Abdulla, 

2012). 여기서 세계 문학에서 민속의 신화 장르가 가장 많이 참고되었

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실제로 ‘문학에서 신화의 반영은 저자의 현

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상상의 산물의 언어로 만들어진다’(Gariper vs., 

2012:32). 신화적 존재는 인간의 정신 세계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

다. 따라서 ‘신화에는 인간의 물질적-정신적 즉, 포괄적인 반영이 있

다’(Dağ, 2017: 66). 여타 세계 문학에서는 신화 장르를 주로 참고하지

만 아제르바이잔 문학에서는 다양한 민속 장르를 참고하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기록문학에서 민속 텍스트의 대규모 사용은 19세기와 

20세기에 시작되었다. 민속과 기록문학의 친밀함은 민족적 자각

(national self-return)과도 관련이 있다. 탄압 이후 30~35년의 공백

기와 1960년대 문학이 도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민족 각성, 민족

적 자각은 1970~80년대 문학의 주요 이념이 되었다. 민족의 도덕적 

부(富)를 문학으로 가져옴으로써 민족적 문학 창작 역시 장려되었다

(Qəzənfərqızı, 2022: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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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문학에서 민속 텍스트들의 활용 형식

기록문학에서 민속 텍스트를 활용하는 형식은 두 가지다: 첫째로 저

자는 민속에서 가져온 글의 원천성(originality)을 침해하지 않고 그대

로 유지한다. 둘째로 저자는 자신이 집필하는 작품에 맞게 민속 텍스트

의 본질을 바꾼다(Bayat, 2012: 356). 원천성을 유지하는 텍스트들은 

주로 작품 내에서 파편 형태로 존재한다. 원형 그대로 제시되는 장르 

중 대부분은 속담, 래티패(lətifə1), 때로는 신화나 동화-서사시인 경우

가 많다. 작가들은 이러한 작품들의 모티브를 다듬거나 변형하지 않는

다. 두 번째 유형의 활용은 주로 작가들이 민속 텍스트에 주관적으로 

접근한 결과 발생하는 변경 양식이다. 두 번째 유형의 활용은 때때로 

다시 민속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텍스트의 원본을 잊어버리고 저자가 

변경해서 사용한 형태를 기억한다. 예를 들어 매햄매드휘세인 태흐마

시브(Məmmədhüseyn Təhmasib)는 소련이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바

꾼 코로굴르 서사시(Koroğlu dastanı)로서 대중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

고 원작은 잊혀졌다(Təhmasib, 1969). 

3. 기록문학에서 활용되었던 카라바흐 민속의 사례들

카라바흐는 우리의 가장 오래된 정착지 중 하나이다. 이곳에서 생성

된 민속 텍스트는 형식, 장르, 내용 면에서 다채롭다. 특히 19세기에는 

각 민족의 자기 인식 및 이해의 발달로 기록문학(written literature) 

분야에서의 민속 텍스트 참조가 증가하였다. 이 시기 카라바흐에서 퍼

진 민속 문학 텍스트들이 널리 활용된 이유는 바로 이 다양성 때문이

다. 카라바흐에 퍼진 신화, 동화, 전설, 속담 등은 문학에서 기록된 원

형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고 변주를 거치며 사용되기도 했다. 기록문학

에서는 민속 텍스트들의 활용이 특히, 민족적 자각(national 

self-awareness)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대중화된다. 19세기의 ‘국유

1 아제르바이잔 민속 장르. 유머러스한 내용의 작은 사건이나 완전한 생각을 표현하는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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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nationalization)를 위한 세계 국가들의 투쟁은 아제르바이잔 작가

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저자들은 민속 텍스트를 문학으로 가져옴으

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더 빠르고 간결하게 전하였다. 내재

프 배이 배지로브(Nəcəf bəy Vəzirov), 유시프 배지르 채맨재민리

(Yusif Vəzir Çəmənzəminli), 위제이르 하즈배일리(Üzeyir Hacıbəyli)

가 이 점을 잘 활용하였다.

카라바흐에서 자란 몰라 패나흐 와기프(Molla Pənah Vaqif)는 아스

그 시 장르들을 잘 활용해서 아름다운 시들을 썼다. 그의 개라을르

(gəraylı), 고스마(qoşma), 뮈햄매스(müxəmməs)들은 민속 양식의 달

콤함과 기록문학의 주관적 접근 방식을 결합하여 문학에서의 반영을 

가능하게 하였다.(Vaqif, 2004). 본인이 살던 당시의 환경을 자신의 작

품에서 재현하는 다른 시인 중 한 명은 후르시드바누 나타반

(Xurşidbanu Natavan)이다. 그는 시에서 꿈꾸는 모티브, 나쁜 시선으

로부터 받은 악운에 대한 믿음 등 다양한 모티브를 활용하였다. ‘꿈속

에서 나의 슬픔이 방으로 오는 것을 봤다/그때 나는 나 자신을 당신을 

위해 바치면서 희생하기로 했다’ (Xurşidbanu, 2004: 21) 앞의 문장에

서 두 가지의 중요한 민속 현상이(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꿈속 

공간과 제물을 바침으로써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반영되었다. 

위에서 민속 텍스트들이 문학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점이 19세

기부터였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내재프 배이 배지로브(Nəcəf 

bəy Vəzirov)는 ‘나중의 후회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이미 엎지른 물

이다, 2005: 42), ‘뒤에서 던진 돌은 발목을 찬다’(소 잃고 외양간 고친

다, 2005: 24), ‘이름이 있어도 그 자신이 없다’(Adı var özü yox), ‘뿌

린 대로 거둔다’(Nə əkərsən, onu biçərsən, 2005: 183), ‘비를 벗어나

니 폭우를 맞았다’(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다, 2005: 79) 등의 

속담을 작품의 제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속담들을 일킨 뤼스탬자

대(İlkin Rüstəmzadə)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카라바흐에서 수집

하여 출판한 10권의 ‘카라바흐: 민속도 하나의 역사다’라는 책의 각 권

에서 찾아볼 수 있다(Rüstəmzadə, 2012-2018). 카라바흐 출신 유명

한 극작가인 애브뒬래힘 배이 하그베르디예브(Əbdürrəhim bəy 

Haqverdiyev) 역시 이를 자신의 작품에 적용하였다. 그의 ‘거위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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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야 그 맛을 알 수 있다’(If you eat goose meat, you will see its 

taste)라는 작품의 제목도 속담에서 따왔다(2005: 27). 이 속담들은 카

라바흐에 널리 퍼져 사람들이 자주 사용한 것이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하그베르디예브는 카라바흐에 퍼진 신화, 래티패 등의 민속 텍스트를 

완벽하게 사용하였다. 특히. 피르2(Pir ,2005: 165), 새비흐(Şəbih, 

2005: 163), 세이흐 사반(Şeyx Şəban, 2005: 179), 세이들래르 오자

그(Seyidlər ocağı, 2005: 230) 같은 이야기들이 카라바흐에서 널리 

알려진 피르에 대한 텍스트들(Rüstəmzadə, 2012: 72-136. 

Rüstəmzadə, 2012a: 54-91)을 바탕으로 집필되었음이 확인된다. 비

록 이 작품들은 비판 목적으로 집필되었지만, 본문에서 사람들의 신앙 

체계, 일상, 사람들 사이에 알려진 전설, 래티패, 동화-서사시들의 흔적

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는 작가가 자신의 성장 환경에서 영향 받았음

을 보여준다. 카라바흐의 환경은 민속자료들이 너무 풍부하여 작가가 

필연적으로 이러한 텍스트 자료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날 

아제르바이잔 문학과 심지어 영화를 장식하는 가장 걸작인 작품 중에

는 카라바흐 출신 작가들이 쓴 연극, 리브레토3, 오페라, 극, 이야기 등

이 있다. 위제이르 하즈배일리(Üzeyir Hacıbəyli)의 ‘아르슨 말 알

란’(Arşın mal alan), ‘그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하세요’(O olmasın bu 

olsun) 뮤지컬 코미디는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작가는 전

통 민족 풍습인 예비 신부를 좋아하는 풍습, 신부를 납치하는 전통 등

을 묘사하는 것과 동시에 유명한 장면을 교체하면서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하세요’에서 주인공 귈나즈

(Gülnaz, 딸)와 루스탐(Rustam, 아버지)이 서로에게 부르는 노래에서 

‘딸아, 너에게 수건 사 줄까-아버지, 사 주세요/ 딸아, 너에게 구두를 

사 줄까?- 아버지, 사 주세요/ 딸아, 너를 시집보낼까?-아버지, 아니

요’(2005: 250-251)의 원본은, 즉 민속에서 쓰이는 버전은 다르다. 원

본에서는 ‘딸아, 너에게 수건 사 줄까-아버지, 사지 마세요/ 딸아, 너에

게 구두를 사 줄까?- 아버지, 사지 마세요/ 딸아, 너를 시집보낼까?-아

2 사람들이 신성한 장소로 여기며 방문하는 곳

3 오페라, 오페레타, 가면극, 오라토리오, 칸타타, 뮤지컬 등 극적인 형태의 음악 작

품에 쓰이거나 쓰이도록 계획된 텍스트, 즉 대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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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 네 시집보내주세요’(Qəzənfərqızı, Özəl arxiv)이다.  

또한 위제이르 하즈배일리의 ‘애슬리와 캐램’(Əsli və Kərəm, 2005: 

82), ‘코로굴르’(Koroğlu, 2005: 174),  ‘뤼스탬와 쇠흐랍’(Rüstəm və 
Söhrab) 같은 서사시들은 뮤지컬 코미디의 형식과 함께 카라바흐에서 

널리 알려진 민속 창작물의 주인공 두 명인 나태반(Natəvan)과 사흐 

압바스(Şah Abbas)와 관련해 창작되었다. 나태반은 마지막 카라바흐 

칸인 이브라힘 칸(İbrahim xan)의 후계자이자 시인이다. 사흐 압바스

(Şah Abbas)는 사파비 제국의 후손이다. 카라바흐에는 양 주인공에 대

한 많은 전설과 래티패가 있다. 예를 들어, ‘사흐 압바스와 캘니예

트’(Şah Abbas və Kəlniyyət(Rüstəmzadə, 2013: 258), ‘사흐 압바스

와 3명의 젊은이’(Şah Abbas və üç cavan, Rüstəmzadə, 2013: 203), 

사흐 압바스와 도둑들(Şah Abbas və oğrular(Rüstəmzadə, 2012: 

232), ‘사흐 압바스와 3명의 자매’(Şah Abbas və üç bacı, Rüstəmzad

ə, 2012: 233) 등의 동화가 인기가 있다. 

후르시드바누 나태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그가 주로 관대하고 사려 

깊으며 정직한 사람으로 묘사되었다(Qəzənfərqızı, şəxsi arxiv). 사람

들이 래티패와 전설로 많이 재창조했던 이 인물을 작가가 자신의 작품

에 가지고 왔고, 민속의 도움으로 작가는 시인과 통치자의 만남을 재현

하였다. 

카라바흐에서 성장한 또 다른 작가 한 명은 유시프 배지르 채맨재민

리(Yusif Vəzir Çəmənzəminli)이다. 그의 작품에서도 민속 텍스트가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그의 소설 ‘소녀들의 원천’(Qızlar bulağı, 

Çəmənzəminli, 2005) 고대 조로아스터교 시대에 존재했던 신앙에 대

해 이야기한다. 여기서 소녀는 아버지와 남동생에게 청혼 받으며 이는 

당대의 풍습이었다. 소녀가 풍습을 반대하며 사건의 흐름이 시작된다. 

이 장면은 유명한 ‘글르자의 동화’(Qıllıcanın  nağılı)를 떠오르게 한다. 

이 동화에서도 아버지가 아내가 죽은 다음 자신의 딸에게 반한다. 그는 

딸과 결혼하고 싶어하지만, 딸은 아버지와의 결혼을 거부하고 집을 떠

나게 된다. 결국 딸은 왕과 결혼하게 된다(Qəzənfərqızı, Şəxsi arvix). 

여기에 덧붙여 카라바흐에서 성장한 다수의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서 

민속 텍스트를 활용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18~19세기에 살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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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의 창작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19~20세기 전 세계의 기록

문학에서 민속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주류 경향이었고 이 경향이 아

제르바이잔에서도 전문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연구의 주

된 목적이었다. 

4. 결론

카라바흐는 고대 문화의 요람이다. 이곳에는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 

내려온 문화와 역사가 있다. 이러한 깊이를 지닌 문화가 예술 작품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작가는 그가 성장한 환경의 영향

에 의해 형성된다. 민속과 고대 문화가 풍부한 카라바흐의 환경 역시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카라바흐 민속 텍스트 중에

서 특히 전설, 속담, 래티패, 동화 및 서사시가 문학에 반영되었다. 민

속 텍스트를 활용해 창작된 작품들이 문학사에서 자기 자리를 황금 글

자로 새겨넣은 것은 민중의 마음을 스쳐 지나간 문헌의 우수성을 보여

준다. 이 텍스트들을 활용한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불멸의 절정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작품 속 줄거리와 모티브가 민

중에게 고유하여,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읽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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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ülasə]

Qarabağ xanlarının “dürri-yekta”sı Xurşidbanu Natəvan 

Qarabağ şeiriyyətinin həzin ruhlu, lirik şeirlər müəllifi kimi XIX 

əsr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nə imza atmışdır. Gözəl rəsmlər 

çəkən, əl işləri göz oxşayan Natəvan həyatdan çox gənc getmiş 

16 yaşlı oğlunun həsrətilə yazdığı qəsidələri, həyat, əbədilik və 
digər mövzularda şeirləri ilə ədəbiyyatda “qəmli ana” obrazının 

tərənnümçüsüdür. Xurşidbanunun Qarabağda həyata keçirdiyi 

xeyriyyə tədbirləri şairəni təkcə yaşadığı mahalda deyil, 

Qarabağdan kənarda da şöhrətləndirmişdir. 

“Məclisi-üns” ədəbi məclisi məclislər içərisində əlaqələrinə 
görə seçilirdi. Xan qızı Natəvanın evində toplaşan məclisin əsas 

məzmununu ədəbiyyatın öyrənilməsi təşkil edirdi. 

X. Natəvan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ndə lirik şairə, hüzünlü 

eşq qəzəllərinin müəllifi və rəssam kimi şöhrət tapmışdır.

Natəvan yaradıcılığının böyük bir hissəsini şairin şəxsi faciəsi 

ilə əlaqədar olaraq 1885-1886-cı illərdə yazdığı silsilə şeirləri 

təşkil edir. Bu əsərlərdə oğlunun ölümü ilə ağır matəmə batan, 

mənəvi sarsıntılara məruz qalan və göz yaşları içərisində boğulan 

bədbəxt ananın ah-naləsi eşidilir. Qəmli şeirlərlə yanaşı Natəvan 

yaradıcılığına təbiətlə bağlı şeirlər silsiləsi də daxil etmişdir. Onun 

“Bənövşə”, “Qərənfil”, “Gül”, “Pərvanə”, “Bülbül” və s. şeirləri el 

arasında sevilmiş, mahnılar bəstələnmişdir. 

Şairə el arasında hər zaman hörmətlə yad edilmiş, haqqında 

gözəl rəvayətlər yaranmışdır. 

Açar sözlər: Qarabağ ədəbi mühiti, Ədəbiyyat, Natəvan, Xan qızı, 

Məclisi-ü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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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iriş

XIX əsr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çox zəngin, məhsuldar, 

rəngarəng, maraqlı və eyni zamanda ziddiyyətlidir. Azərbaycan 

ədəbiyyatında hələ ədəbi üslubların qalması şəraitində realizmin 

ədəbi yaradıcılıq metodu kimi meydana gəlməsi dramaturgiyanın, 

milli mətbuatın, professional ədəbi tənqidin, estetik fikrin, bir sıra 

janrın və formaların ilk dəfə meydana çıxması məhz bu əsrlə 
bağlıdır.

XIX əsrdə Qarabağ ədəbiyyatı “qızıl dövrünə” qədəm qoyub, 

Şuşa Qafqazın mədəniyyət mərkəzinə çevrilmişdir. Şuşalı rəssam, 

şair, alim Mir Möhsün Nəvvabın tərtib etdiyi “Tərkireyi-Nəvvab” 

əsərində bu şəhərdə yaşamış yüzədək ədibin adı çəkilir. Böyük 

şairə Xurşidbanu Natəvan, Aşıq Pəri, “Qarabağnamələr”in 

müəllifləri olan tarixçi yazarlar Mirzə Adıgözəl bəy, Mirzə Camal 

Cavanşir, Mirzə Mehdi Xəzani, Əhməd bəy Cavanşir və s. bu 

dövrün tanınmış simalarıdır.

Bu dövürdə Şuşada fəaliyyət göstərən "Məclisi-üns" poetik 

məclisinə Xurşidbanu Natəvan, “Məclisi-fəramuşan”a 

(“Unudulmuşlar məclisi”) isə Mirzə Möhsün Nəvvab başçılıq 

edirdi. Poetik məclislər arasında sıx əlaqə mövcud idi və şairlər 

bir-biri ilə yazışırdılar. Bütövlükdə XIX yüzilliyin ədəbiyyatı, 

Qarabağ ədəbi məktəbinin yeni yüksək mərhələsi sayılan XX 

yüzilliyin ədəbiyyatına keçid üçün möhkəm zəmin hazırlamışdır.

XIX əsrdə Şuşada yaranıb fəaliyyət göstərən şeir-sənət 

məclisləri – “Məclisi-üns” və “Məclisi-fəramuşan” (sonradan 

“Məclisi-xamuşan” adlanır) ədəbi məclislərinin də ədəbi töhfələri, 

maarifin, mədəniyyətin inkişafındakı xidmətləri ilə Şuşa adının 

ədəbiyyat tarixinə yazılmasında rolunu unutmaq olmaz. Bu 

məclislərdə şairlər şeirləşmiş, xanəndələr, sazəndələr şeirlərə 
mahnı qoşmuş, Qarabağ musiqisini dünyaya yaymış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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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zərbaycan ədəbiyyatının “Dürrü Yektası”
- Xurşidbanu Natəvan

Xurşidbanu Natəvan,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ndə 
özünəməxsus yerlərdən birini tutmuş xanım şairələrdən biridir. O, 

əbədi və əzəli yurdumuz olan Qarabağımızın dilbər guşələrindən 

biri olan Şuşada anadan olmuşdur. 

Azərbaycan ədəbiyyatının “dürrü yektası” olan Xurşidbanu 

Natəvan 15 avqust 1832-ci ildə xan ailəsində doğulmuşdur. Onu 

Qarabağ xanlıqlarının son vərəsəsi olduğu üçün ailədə “Dürrü 

yekta - Tək inci”, xalq içində isə “Xan qızı” ləqəbi ilə çağırmışlar. 

Onun atası Qarabağın sonuncu hakimi Mehdiquluxan Cavanşir, 

anası isə Gəncə hakimi Cavad xanın nəticəsi Bədircahan bəyim 

olmuşdur (Tağıyev, 2011: 9). 

O, kiçik yaşlarından saray tərbiyəsi görmüş, xüsusi 

tərbiyəçilərdən, mirzələrdən dərs almışdır. Öz ana dili ilə yanaşı 

ərəb və fars dillərini də mükəmməl öyrənmiş, məktəb yaşlarından 

şeirlər yazmağa başlamışdır (Məlikzadə, 2017: 5). 

Natəvan yaradıcılığa XIX əsrin 50 -ci illərində "Xurşud" 

təxəllüsü ilə başlamışdır. Lakin bu imzayla yazdığı şeirlərin çox az 

hissəsi günümüzə gəlib çatmışdır. 1870 -ci ildən etibarən şair 

özünə “Natəvan” (köməksiz, xəstə, zəif, natamam) təxəllüsü 

götürərək dərin məzmunlu qəzəllərini yaratmışdır (Məmmədov, 

2004: 4). Ərəb və fars dillərini mükəmməl bilən Natəvan Nizami, 

Füzuli və Nəvai kimi nəhəng klassiklərin əsərlərini mütaliə edir və 
onların yaradıcılığından bəhrələnirdi (Tağıyev, 2011:9).

Müstəsna hafizəyə malik olan Natəvan yaradıcılığının coşqun 

çağları Qarabağ ədəbi məclislərinin fəaliyyət göstərdiyi dövrlə sıx 

bağlıdır. Xurşidbanunun dünyagörüşünün formalaşmasında yaxı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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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humları hesab edilən Qasım bəy Zakir, Mirzə Camal Cavanşir 

Qarabaği, Mirzə Adıgözəl bəy Qarabaği və Əhməd bəy Cavanşirin 

böyük rolu olur (Məmmədov, 1989: 72). 

Onun şeirləri hələ sağlığında dildən dilə düşmüş, müasirləri 

arasında əlyazma şəklində yayılmışdır. Təxəllüsündən məlum 

olduğu kimi, Xurşidbanu Natəvan şeirimizə narahat bir ilhamla, 

şikayətçi bir ruhla gəlmişdir. Füzulidə olduğu kimi, onun 

lirikasında da sevinclə kədər birləşərək vəhdət yaratmışdır. Şair 

bir çox şeirində bu cür təzadların və ictimai ziddiyyətlərin dərin 

fəlsəfi mənasını axtarmış, ədalətlə haqsızlığı, səadətlə bədbəxtliyi 

törədən səbəblərin mahiyyətini açmağa çalışmışdır (Məmmədov, 

2004: 11). 

Natəvan təkcə yazdığı şeirlərlə deyil, xeyirxahlığı ilə də ad 

çıxarmışdı. O, Qarabağın abadlaşdırılması, Şuşanın mədəni 

görkəm alması haqqında ciddi düşünmüşdür. 1873-cü ildə yüz min 

manat sərf edərək yeddi kilometrlik məsafədən sıldırım qayaların 

döşü ilə Şuşaya içməli su çəkdirmişdir. Onun çəkdirdiyi bu bulaq, 

xalq arasında "Xan qızı bulağı" adı ilə məşhurlaşmışdır 

(Məlikzadə, 2017: 45).

Yüksək ideyalarla, pak niyyətlərlə yaşayan bu qeyrətli qadın, 

şəhər sakinlərinin yüz illik arzusunu həyata keçirdikdən sonra 

bulaq çəkdirmiş, su ambarı, hamam, buzxana tikdirmiş və park 

saldırıb xalqın istifadəsinə vermişdir. Əsl mənada Natəvan vətənin 

rifahı naminə canını, varını əsirgəməyən, xalq yolunda ürəyini 

məşəl edən el anası olmuşdur (Məmmədova, 2022: 46).

1858-ci ildə xöşbəxt bir təsadüf nəticəsində Bakıda məşhur 

fransız yazıçısı A. Düma ilə Natəvan rastlaşmışdır. Onlar 

Abşeronda birgə gəzintiyə çıxmış, ayrılarkən bir-birinə qiymətli 

hədiyyələr təqdim etmişlər. Natəvanın Bakıdan Şıx kəndinə daş 

yol çəkdirməsi haqqında ilk məlumatı da A. Dümanın “Qafqaza 

səyahət” kitabında öz əksini tapmışdır. (Məmmədov, 197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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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əvan xan qızı olsa da şəxsi həyatından, taleyindən razı 

qalmamışdır. O, hələ uşaqlıqdan bir sıra uğursuzluqların acısını 

dadmalı olmuşdur. Xurşidbanunun uşaqlığı xanlığın iflası ilə bir 

vaxta düşmüşdür. Ailədə hökm sürən məyusluq, pərişanlıq və 
əsəbilik ona da təsir etmişdir. Odur ki, o bədəncə zəif, cılız bir 

uşaq kimi böyümüşdür (Tağıyev, 2011: 78).

Natəvanın gəncliyi də fərəhsiz keçmişdir. 1850-ci ildə Natəvan 

Qafqaz canişini Vorontsovun təkidi ilə dağıstanlı knyaz Xasay xan 

Usmiyevlə izdivaca məcbur edilir. Beləliklə, Natəvanın xöşbəxt 

ailə qurmaq arzusu da puça çıxmışdır. Natəvan insan ləyaqətinin 

alçaldılmasına, şəxsi arzuların buxovlanmasına etirazını 

bildirərkən, öz şeirlərində taleyindən acı-acı şikayətlənmiş, 

dövrünü vəfasızlıqla, xəyanətdə ittiham etmişdir:

Dövrü dönmüş dövr dövran etmədi kamımca, ah!

Düşmənimdir, bilməzəm kim, nə etmişəm dövranə mən! 

(Tağıyev, 2011: 27)

Bütün bunlarla yanaşı, 16 yaşlı oğlu Mir Abbası itirən Natəvanın 

şeirlərinə bədbin ruh hakim kəsilir. Oğul dağına tablaşmayan 

Natəvanın səhhəti pozulmuş, xəstə yatmışdır. Üzüntü və ruhi 

iztirab Xurşidbanunu rahat buraxmamış ağlamaqdan gözlərinin 

nuru getmiş, ayaqları taqətdən düşmüşdür. “Ağlaram”, “Olaydı”, 

“Getdi”, “Sənsiz”, “Ölürəm” şeirlərini, şairə dünyadan nakam 

ayrılan oğluna həsr etmişdir. 

Şairənin "Könlüm" qəzəlinin mətlə beyti onun faciəli günləri, 

kədərli həyatı ilə çox yaxından səsləşir:

Baxın bu Natavan zara, günü bəxti kimi qarə
Gəzər Məcnun tək avarə, mənim naşad olan könlüm

(Məmmədov, 1979: 48). 

Natəvanın 1886-cı ildə tərtib etdiyi və hal hazırda Respublika 

Əlyazmalar fondunda saxlanılan 227 səhifədən ibarət "Gül dəftəri" 

adlı məşhur albomunda on üç şeiri, naturadan çəkdiyi təsvirlər v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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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üasirlərinin lirik parçaları toplanmışdır. Şairlərdən M. R. Fəna, 

M. Məmai, H. Yüzbaşıyev albomdakı tikmə və şəkillərə 
mənzumələr həsr etmiş və Xurşidbanunun sənətkarlığını Şərqin 

məşhur rəssamları, nəqqaşları ilə müqayisə etmişlər (Məmmədov, 

2004: 34).

Natəvanın yaradıcılığını əsasən 4 qismə ayırmaq olar. Bura 

aşiqanə şeirlər, təbiət gözəlliklərinə həsr edilmiş şeirlər, 

müasirlərinə yazdığı mənzumələr və hüznlü şeirlər daxildir. 

Azərbaycan ədəbiyyatında xüsusi yeri olan şairənin qəzəlləri istər 

öz dövründə, istərsə də bu gün xanəndələr tərəfindən 

sevilə-sevilə ifa edilir. Natəvan yaradıcılığında daha çox hüznlü 

şeirlər yer alıb. 

Xurşidbanu Natəvan 1897-ci il oktyabrın 1-də vəfat edib, 

məzarı Ağdamın "İmarət" qəbristanında yerləşir.

Natəvanın əlyazmaları, şəxsi geyim və əşyaları arxiv və 
muzeylərimizdə saxlanılır (Əliyeva, 1970: 42).

Şairənin Bakıda heykəli, Şuşada büstü, Ağdamda qəbirüstü 

abidəsi qoyulub. Şuşadakı büstü ermənilər tərəfindən vəhşicəsinə 
güllələnib,və tullantı metal kimi satılıb. Azərbaycanın hakimiyyət 

orqanlarının səyləri ilə həmin büst aşkar edilərək Bakıya gətirilib. 

Hazırda İncəsənət Muzeyində açıq səma altında nümayiş etdirilir 

(Tağıyev, 2011:23).

3. Qarabağ Ədəbi Mühiti - “Məclisi-üns”
XIX əsrdə Qarabağda iki ədəbi məclis- “Məclisi-üns” və 

“Məclisi-fəramüşan” fəaliyyət göstərib. Bu məclis üzvlərinin 

əksəriyyəti mədrəsə və mollaxanalarda ərəb və fars dillərində 
təhsil almış savadlı şairlər idilər. Məhz buna görə onlar əsərlərini 

iki dildə- ərəb və fars dillərində yazırdılar. Buna baxmayar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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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zbək şairi Əlişir Nəvainin bu məclislərdə böyük həvəs və maraqla 

öyrənilməsi nəticəsində Mirzə Həsən Yüzbaşov Qarabaği, Abdulla 

bəy Asi və başqaları özbək dilində də gözəl qəzəllər yazmışdılar 

(Qarayev, 2010:140)

F. Köçərli Şuşa ədəbi məclislərinin ümumən şeirimizin 

inkişafındakı rolundan danışarkən qeyd etmişdir: “Xüsusən 

Qarabağ şairləri nəhəng qartallar kimi Şuşa dağlarının poetik 

zirvəsində məskən salaraq, öz fövqlərindən poeziyaya ton 

vermişlər” (Köçərli, 1926: 54).

XIX əsrin ikinci yarısında təşkil edilən ədəbi məclislər içərisində 
həm iştirakçılarının sayına, həm də başqa ədəbi məclislərlə 
əlaqələrinə görə xüsusi yeri olan "Məclisi- üns", Şamaxı 

(“Beytüs-səfa”) və Lənkəran (“Fövcül-füsəha”) ədəbi 

məclislərinin qızğın fəaliyyət göstərdiyi bir zamanda Şuşa 

şəhərində təşkil edilmişdi (Qarayev, 2010:149)

“Məclisi-üns” yalnız şairlərin deyil, Şuşa xanəndələrinin də çox 

sevdikləri yer idi. Hacı Hüsü, Məşədi İsi, Kaştazlı Haşım və başqa 

xanəndələr “Məclisi-fəramuşan”la yanaşı, onun da yığıncaqlarında

 iştirak ediblər. 

“Məclisi-üns” (“Dostluq məclisi”) ədəbi məclisi 1864-cü ildə 
Şuşada şair Mirzə Rəhim Fənanın təşəbbüsü ilə təşkil edilmişdir. 

Məşğələləri şair Hacı Abbas Agahın evində keçirilən bu məclisin 

əvvəllər dörd üzvü var idi (Qarayev, 2010:155)

1864-cü ildən 1872-ci ilə kimi adsız fəaliyyət göstərən və 
üzvlərinin sayı az olan məclis 1872-ci ildən Xurşidbanu Natəvanın 

təklifi ilə Agəhin mənzilindən onun sarayına keçərək fəaliyyətini 

orada davam etdirməyə başlayır.

1872-ci ildə Xurşidbanu Natəvanın məclisi öz himayəsinə 
götürməsi onun məşğələlərini daha da canlandırmış, məclis 

üzvlərinin sayı çoxalıb otuza yaxınlaşmış və şöhrəti Qarabağın 

hüdudlarını aşmışdır. “Məclisi-üns”də tanınmış Qarabağ şairlə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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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ə yanaşı məşhur xanəndə və sazəndələr də iştirak etmişlər 

(Qarayev, 2010:158).

“Məclisi-üns”də qayda-qanuna, ədəb-ərkana, nizam-intizama 

ciddi riayət olunmasına xüsusi diqqət yetirilirdi. “Məclisi-üns”ün 

fəaliyyəti müntəzəm şəkil aldıqca və üzvlərinin sayı çoxaldıqca 

onun sədası Şamaxı, Şəki, Bakı, Naxçıvan, Lənkəran, Gəncə və 
digər şəhərlərə yayılır.

Natəvanın 20 ilə qədər rəhbərlik etdiyi “Məclisi-üns” də 
Azərbaycan, fars dilləri ilə yanaşı, çığatay dilində də qiymətli 

mənzumələr yaranmışdır. Məclisdə klassiklərdən tərcümələr 

edilmiş, Xaqani, Nizami və Füzuli kimi qüdrətli qələm sahiblərinin 

əsərlərinə nəzirələr yazılmışdır.

Qarabağ şairləri Azərbaycanın bir çox şəhərləri ilə birlikdə, 

Tiflis, Orenburq, Həştərxan, Buxara, Mərv, Bombey, Kəlkətə və 
Bağdad şəhərləri ilə də ədəbi əlaqə saxlamışlar. Bu məclislərdə 
adlı-sanlı şair, musiqiçi və rəssamların sənətkarlığı izlənmiş, 

onların incəsənətə gətirdikləri yenilik müzakirə edilmişdir. Bu 

zaman Xurşidbanunun ilhamla qələmə aldığı “Eylər”, “Gətirir”, 

“Mən idim”, “Sən idin”, “Bənzətdim” və “Ölürəm” rədifli ürəyə 
yatan qəzəlləri Azərbaycan şairləri arasında şövqünü artırmışdır. 

Qarabağ, Şəki, Şirvan, Bakı, Quba, Gəncə, Naxçıvan, Ordubad 

şairləri Natəvan əsərlərindəki yüksək sənətkarlıqdan təsirlənərək, 

onlarca nəzirə və təxmis yazmışlar. Məclis şairlərinin şeirlərində 
“kibr, riya və qürurdan uzaq” dostluq, sədaqət, alicənablıq və 
humanizm ruhunda ünsiyyət etmək səciyyəvi xüsusiyyət olub 

(Məlikzadə, 2017: 67).

Zaman keçdikcə “Məclisi-üns”ə yeni-yeni şairlər gəlsə də, 

bunların, əlbəttə, hamısı eyni dərəcədə fəaliyyət göstərməyib. 

“Məclisi-üns” üzvlərinin tərtib etdikləri cünglərdə və digər 

əlyazmalarında olan müşairələrdən görünür ki, X.Natəvan, 

H.A.Agəh, M.Ə.Növrəs, M.H.Yuzbaşov, M. Məmai, Mirzə Sadı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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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ran, M.H.Səfa, İ.Rüstəmbəyov məclisin əsas nümayəndələri 

olublar (Məmmədov, 1989: 112).

1890-cı illərin əvvəllərindən Natəvanın həyatında baş vermiş 

bir sıra kədərli hadisələrdən sonra (oğlu Mirabbasın və əri Seyid 

Hüseynin ölümü, böyük oğlunun Şuşanı tərk edib Rusiyaya 

getməsi və s.) “Məclisi-üns” əvvəllər olduğu kimi qızğın fəaliyyət 

göstərmirdi. Burada şeir-sənət, musiqi ətrafında qızğın mübahisə 
və müşairələr əvəzinə X.Natəvanın xəstəliyi ilə əlaqədar söhbətlər 

gedir, ona şeirlər həsr edilərək tezliklə sağalması arzulanırdı. 

“Məclisi-üns”ün fəaliyyəti 1897-ci ilədək - X.Natəvanın 

vəfatına qədər davam edib. Onun üzvləri artıq “şeir bazarının 

güllərinin solduğunu”, “bülbüllərin susduğunu”, “dostluq məclisi 

başçısının aralarından getdiyini” - məclisin dağıldığını təəssüflə 
qələmə alıblar (Məmmədov, 1989: 114).

4. Nəticə
Qarabağ ədəbi mühiti XVIII əsrdən başlayaraq Azərbaycan 

ədəbiyyatında ilk olaraq realist şerin əsasını qoyaraq, XIX əsrdə 
realizm ədəbi metodunun yaranmasına, möhkəmlənməsinə və 
inkişafına səbəb olmuşdur.

Azərbaycan ədəbiyyatının inkişafında müxtəlif dövrlərdə 
yaranmış ədəbi məclislərin önəmli rolu olmuşdur. Belə məclislər 

zaman-zaman təkcə Bakıda deyil, ölkənin müxtəlif şəhərlərində 
fəaliyyət göstərmiş və bir çox parlaq imzaların tanınmasına yol 

açmışdır. XIX əsri belə ədəbi məclislərin meydana çıxması 

baxımından ən məhsuldar dövr kimi qiymətləndirmək olar. Həmin 

dövrdə, Gəncədə “Divani-hikmət”, Bakıda “Məcməüş-şüəra”, 

Şamaxıda “Beytüs-Səfa”, Qubada “Gülüstan”, Lənkəranda 

“Fövcül-füsəha”, Qarabağda “Məclisi-üns” və “Məclisi-fəramuş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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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lanan ədəbi məclislər Azərbaycandan kənarda da çox 

məşhurlaşmışdır. 

2022-ci il avqust ayının 15 də Azərbaycan ədəbiyyatının xanım 

şairlərindən olan, Xurşidbanu Natəvanın anadan olmasının 190 ili 

tamam olur. Klassik ədəbi ənənələrimizi yaşadan, yüksək 

humanizm ideyaları, dərin lirizm ifadə edən yaradıcılığı və unikal 

şəxsiyyəti sayəsində Natəvan dövrün ədəbi mühitinin 

formalaşmasına mühüm təsir göstərərək xalqımızın mədəni irsinin 

zənginləşməsinə töhfələr vermişd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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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9th century Karabakh Literary Environment
and Khurshudbanu Natavan

Asim Mammadov(Mingachevir State University)

Gunel Mammadova(Nigde Omer Halisdemir University)

Khurshidbanu Natavan, the "dürri-yekta"(the only pearl) of the 

Karabakh khans, signed the history of the 19th century 

Azerbaijani literature as the author of sad, lyrical poems of the 

Karabakh poetry. Natavan, who paints beautiful paintings and has 

beautiful handiwork, is a glorifier of the image of a "sad mother" 

in literature with her odes written by longing for her 

16-year-old son, who passed away too young, and poems on 

life, eternity and other topics. Khurshidbanu's charity events in 

Karabakh made the poetess famous not only in her 

The literary assembly "Majlisi-uns" was chosen according to 

its connections among the assemblies. The main content of the 

gathering in the house of Khan's daughter Nateva was the study 

of literature.

Kh. Natavan gained fame in the history of Azerbaijani literature 

as a lyric poet, the author of sad love ghazals and an artist.

A large part of Natavan's work is a series of poems written in 

1885-1886 in connection with the poet's personal tragedy. In 

these works, the lamentation of the unhappy mother, who is 

deeply saddened by the death of her son, who suffered spiritual 

shocks and drowned in tears, can be heard. In addition to sad 

poems, Natavan also included a series of poems about natur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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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 work. Her poems "Violet", "Carnation", "Rose", "Butterfly", 

"Nightingale" etc. were loved by the people and songs were 

composed.

The poet has always been remembered with respect among 

people, and beautiful stories have been created about her.

KeyWords: Karabakh literary environment, Literature, Natavan, Khan 

girl, Majlisi-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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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초록]

카라바흐 칸의 딸로서 ‘유일한 진주’로 불렸던 후르시드바누 나태반

(Xurşidbanu Natəvan)은 카라바흐의 슬프고 서정적인 시의 저자로서 

19세기 아제르바이잔 문학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화가로서 아름다

운 손놀림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던 나태반은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자기 아들을 그리워하며 개시대(qəsidə1)시를 썼으며, 그 

외에도 삶, 영원 및 기타 주제에 대한 시를 다수 지어 문학의 ‘슬픈 어

머니’로 불리고 있다. 나태반은 카라바흐에서 자선 행사도 수행했는데, 

이로 인해 그의 거주 지역인 카라바흐 외 지역에서도 이름을 알릴 수 

있었다. 그가 속한 ‘매즐리시-위느스’(Məclisi-üns2) 문학회는 협력의 

면에서 다른 문학회와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 회원들이 문학을 배우고

자 칸의 딸인 나태반의 집에 모였기 때문이다. 나태반은 아제르바이잔 

문학사에서 서정시인이자 슬픈 사랑 가잘(qəzəl3)의 저자와 화가로 명

예를 얻었다. 상당수의 그의 작품은 1885년부터 1886년까지 나태반 

자신의 개인사에서 비롯된 비극과 관련하여 썼던 일련의 시들로 구성

되어 있다. 이들 작품들에서는 아들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도덕적 격

변으로 고통받고(영적인 충격을 받고) 눈물에 잠긴 불행한 어머니의 한

탄(애도)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슬픔을 드러내는 작품이 있는 한

편, 그의 작품에는 자연에 관한 일련의 시들도 포함되어 있다. 일례로 

‘제비꽃 속’, ‘카네이션’, ‘꽃’, ‘나이팅게일’과 같은 시들이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았고, 노래로 작곡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나태반은 대중에게 

존경받는 시인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그에 관한 미담이 전해지고 있다.

주제어: 카라바흐 문학 환경, 문학, 나태반, 칸의 딸, 매즐리시-위느스

1 까시다(아랍어): 고전 아랍 시 장르이다. 주제는 다양하지만 보통 송가로 쓰였으며 

위대한 역사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찬양하는 긴 서정시이다.  

2 우정의 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3 가잘(아랍어): 고전 아랍 시 장르이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별의 고통과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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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세기 아제르바이잔 문학사는 매우 풍부하고 생산적이며 다채롭고 

흥미롭고 동시에 모순적이다. 아제르바이잔 문학에 남아 있는 기존의 

문학적 양식에 문학적 창의성을 더하는 한 방법으로서 리얼리즘이 출

현(탄생)하였는데, 이는 금세기의 다양한 문학 장르이자 형태로서 드라

마투르기(dramaturgy), 국내 언론, 전문 문학 비평, 미학적 견해 등과 

관련이 있다. 

19세기에 카라바흐 문학은 황금기를 맞았고 슈샤는 코카서스의 문

화 중심지가 되었다. 슈샤 출신 화가이자 시인인 미르 뫼흐쉰 냅바브

(Mir Möhsün Nəvvab)가 작성한 ‘태르키레이-냅바드(Tərkireyi-Nəvv

ab)’라는 작품에서는 이 도시에서 살았던 백명 이상의 문학자들의 이름

이 거론되어 있다. 위대한 시인 후르시드바누 나태반, 아스그 패리, ‘카

라바흐나매’ 작품들의 저자이자 역사 학자들인 미르재 아드괴잴 배이

(Mirzə Adıgözəl bəy), 미르재 자말 자반시르(Mirzə Camal 

Cavanşir), 미르재 메흐디 해자니(Mirzə Mehdi Xəzani), 애흐매드 배

이 자반시르(Əhməd bəy Cavanşir ) 등은 당시의 유명한 인물들이다. 

당시 슈샤에서 운영되었던 문학회로 후르시드바누 나태반이 이끄는 

‘매즐리시-위느스’(Məclisi-üns) 문학회와 미르재 뫼흐쉰 냅바브

(Mirzə Möhsün Nəvvab)가 이끄는 ‘매즐리시-패라뮈산’(Məclisi-fəra

muşan) 문학회가 있었다. 두 문학회는 시인 간에 편지를 주고받는 등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19세기의 문학은 카

라바흐 문학파의 새로운 전성기로 여겨지는 20세기 문학으로의 이행

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19세기에 슈샤에서 설립된 시와 예술 문학회(단체)인 ‘매즐리시-위

느스’과 ‘매즐리시-패라뮈산(이후 ‘매즐리시-하무산’으로 명칭 바뀜)’

과 같은 문학 단체들은 슈샤라는 이름을 문학사에 기록하여 문학계에 

기여하고 교육 및 문화 발전을 일으키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이 

문학회(단체)들에서 시인들이 시를 낭송하고 작곡가들이 이 시들을 바

탕으로 노래를 작곡함으로써 카라바흐 음악을 세계로  퍼뜨릴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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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아제르바이잔 문학의 ‘유일한 진주’ - 후르시드바누 나
태반

- 후르시드바누 나태반은 아제르바이잔 문학사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여성 시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아제르바이잔의 영원한 고대의 영

토인 카라바흐의 매력적인 도시인 슈샤에서 태어났다.

아제르바이잔 문학의 "독특한 진주"인 그는 1832년 8월 15일 칸 가

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카라바흐 칸국들의 마자막 상속인이었기 때문

에 집안의 ‘유일한 진주’로 불렸으며 대중에게는 ‘칸의 딸’(칸의 소녀)

이라는 호칭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의 아버지는 카라바흐의 마지막 칸

인 메히디굴루칸 자반시르(Mehdiquluxan Cavanşir)였고, 어머니는 

갠재 칸인 자바드(Cavad xan)의 손녀 배디르자한 배임(Bədircahan 

bəyim)이었다(Tağıyev, 2011: 9). 

나태반은 어린 시절부터 유능한 보육자와 교사들로부터 왕실 교육을 

받았으며 모국어 외에도 아랍어 및 페르시아어를 능숙하게 익히고 학

창 시절부터 시 창작을 시작하였다(Məlikzadə, 2017: 5). 

나태반은 1850년대에 ‘후루스드’라는 필명으로 문학 창작을 시작하

였다. 그러나 해당 필명으로 작성된 시들의 상당 부분이 오늘날까지 전

해지지 않고 있다. 그 후 1870년대부터는 ‘나태반’(Natəvan1)이라는 

필명(가명)을 사용하여 깊은 뜻을 지닌 가잘들을 창작하였다(Məmməd

ov, 2004: 4). 아랍어와 페르시아어에 능통했던 나태반은 니자미, 퓌줄

리, 알리셰르 나보이와 같은 위대한 고전의 작품을 읽고 그로부터 영향

을 받았다(Tağıyev, 2011:9).

나태반의 시 창작의 전성기는 카라바흐 소재 문학회(단체)가 활발히 

활동한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의 가까운 친척으로 여겨지는 가

슴 배이 자키르(Qasım bəy Zakir), 미르재 재말 자반시르 가라바기

1 나태반’(Natəvan)의 뜻: helpless, 환자, 약하다, 불완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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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zə Camal Cavanşir Qarabaği), 미르재 아드괴잴 배이 가라바히

(Mirzə Adıgözəl bəy Qarabaği)와 애흐매드 배이 자반시르(Əhməd 

bəy Cavanşir)는 나태반의 세계관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Məmmədov, 1989: 72). 

나태반의 시들은 시인 생전에도 인기가 많아 동시대인들 간에 원고 

형태로 퍼지기도 했다. 그의 필명(가명)에서도 보이듯이, 후르시드바누 

나태반은 불안한 영혼과 불평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아제르바이잔 시를 

꾸몄다. 아제르바이잔의 위대한 시인 퓌줄리(Füzuli)의 작품과 마찬가

지로 나태반의 시에도 슬픔과 기쁨이 상호 결합되어 있다. 시인은 다수

의 작품을 통해 그러한 대조와 사회적 모순의 깊은 철학적 의미를 찾으

면서 정의와 부정, 행복과 불행을 야기하는 이유의 본질을 밝히려고 노

력했다(Məmmədov, 2004: 11). 

한편, 나태반은 그의 작품뿐만 아니라 자선 활동으로도 유명했다. 그

는 카라바흐의 개선(복원)과 슈샤의 문화적 모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했다. 1873년, 그는 10만 마나트를 들여 슈샤인들을 위해 7킬로미터의 

거리에서 가파른 바위들을 거쳐 식수가 배급되게 했다. 이 식수는 사람

들 간에 ‘칸 딸(소녀)의 식수’라 불렸다(Məlikzadə, 2017: 45). 나태반

은 도시 공동체를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과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식수 배급이라는 도시 시민들의 백년 꿈을 이룬 후 저수지, 목욕탕, 얼

음집, 공원 등을 지어 공공 사용을 위해 개방했다. 나태반은 진정한 의

미에서 조국의 복지를 위해 목숨과 재산을 아끼지 않고 백성 앞에서 마

음을 불태웠던 민족의 어머니였다(Məmmədova, 2022: 46).

1858년 나태반은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한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르 

뒤마 페르(Aleksandr Düma)를 우연히 만났다. 그들은 함께 압세론

(Abşeron, 지역 이름)을 여행하였고 떠날 때 값진 선물을 주고 받았다. 

두마의 '카프카스로 여행' 저서에서는 나태반이 바쿠에서 스크 마을

(Şıx kəndi)로 통하는 식수대를 만들었다는 일화가 최초로 언급이 되

어 있다(Məmmədov, 1979: 28).

나태반은 칸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의 삶과 운명에 순응하

지 않았다. 칸국의 멸망 시기에 유년 시절을 보낸 나태반은 어려서부터 

일련의 실패의 고통을 맛보아야 했다. 당시 왕가 내에 만연한 좌절,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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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분노의 정서가 그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몸이 약하고 마

른 아이로 성장하였다(Tağıyev, 2011: 78).

나태반의 청년 시절은 더욱 비극적이었다. 1850년 나태반은 캅카스 

부왕령의 부왕(Virrey)직인 보론트소브(Vorontsov)의 요구에 따라 다

게스탄 크냐지2 하사이 칸 우스미예브(Xasay xan Usmiyev)과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된다. 이후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나태반의 꿈도 물거

품이 되고 만다.

나태반은 인간 존엄성의 파괴와 개인 욕망에 대한 통제를 반대하며, 

작품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통렬하게 한탄하고 불신과 배신이 만연한 

시대적 상황을 비판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흐!D

내 원수 같다, 내가 세상에 무슨 짓을 했기에! (Tağıyev, 2011: 27)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태반은 당시 16세였던 아들(Mir Abbası)를 

잃었고, 그의 슬픔은 당시 작품에 잘 반영되어 있다. 아들을 잃은 아픔

을 견디지 못한 나태반은 건강을 잃고 병들었다. 슬픔과 정신적 고통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고 눈빛은 눈물로 사라져 갔으며 다리는 피로해졌

다. 나태반은 ‘나는 울 것이다’(Ağlaram), ‘그는 갔다’(Getdi), ‘너없

이’(Sənsiz), ‘나는 죽고 있다’(Ölürəm)와 같은 작품들을 세상을 일찍 

떠난 아들에게 바쳤다. 

나태반의 가젤 ‘내 마음’은 그러한 그의 비극의 날들, 슬픈 삶을 묘사

한다: 

환자 나태반을 보라, 그의 인생과 운명이 삶과 똑같이 깜깜하다.

그의 마음이 마치 매즈눈처럼 한가하고 기쁨 없이 밭을 헤매었다. 

(Məmmədov, 1979: 48). 

2 동유럽의 제후 작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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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반은 1886년에 ‘꽃의 공책이라는 유명한 앨범을 제작했는데, 이

는 현재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원고 재단에 보관되어 있다. 227쪽가량

의 이 앨범은 나태반의 13개의 시, 자연을 그렸던 그림, 그의 동시대인

들의 서정적인 시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태반은 미르재 래힘 패나(Mirzə Rəhim Fəna), 매모 배이 매마이

(Məmo bəy Məmai)의 앨범에 있는 자수와 그림에도 시 작품을 선사했

다. 이들은 나태반의 예술성을 동양의 유명한 예술가 및 화가들과 비교

하였다(Məmmədov, 2004: 34).

나태반의 작품은 사랑에 대한 시, 자연의 아름다움에 바쳤던 시, 동

시대인을 위해 쓰여진 시와 슬픔의 감정을 다룬 시라는 네 가지로 분류

된다. 아제르바이잔 문학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의 가젤들은 

나태반 당시부터 현대까지 하낸대(xanəndə3들의 노래를 통해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1897년 10월 1일에 사망하여 아그담(Ağdam) 시에 묻

혔으며, 나태반의 원고, 개인 옷 및 소지품은 기록 보관소(archives) 및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Əliyeva, 1970: 42).

나태반은 바쿠에서는 동상으로, 슈샤에서는 흉상으로 기념되었고, 

묘비는 아그담에 안치되었다. 슈샤에 있는 그의 흉상은 아르메니아인

들에게 의해 잔인하게 총격당하여 철거되었으나 이후에 아제르바이잔 

정부 기관들의 노력으로 흉상이 발견되어 바쿠로 옮겨졌다. 현재는 미

술박물관의 야외 전시회에 전시되어 있다(Tağıyev, 2011:23).

3. 카라바흐의 문학 환경: ‘매즐리시-위느스’

19세기에는 카라바흐에 ‘매즐리시-패라뮈산’과 ‘매즐리시-위느스’

라는 2개의 문학회(문학 단체)가 존재하였다(활동하였다). 이 문학회

(문학 단체) 회원들의 대다수는 매드래세(mədrəsə4)나 몰라하나

(mollaxana5)에서 교육받으면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능통하게 하

3 아제르바이잔 전통 음악인 무감(muğam)을 부르는 사람, 가수를 가리킨다.

4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에서 신학과 더불어 현대의 일반 과목도 교육하는 학교나 대

학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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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식인인 시인들이었다. 이로 인해 이 시인들의 작품은 대개 아랍어

와 페르시아어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들 문학회(단체)에서 우즈벡 시

인 알리셰르 나보이가 지대한 열정으로 배우고 창작한 덕분에 미르재 

해산 유즈바쉬 가라바히(Mirzə Həsən Yüzbaşov), 압둘라 배이 아시

(Abdulla bəy Asi) 등의 시인들이 우즈벡어로 아름다운 가젤들을 저술

하기도 하였다(Qarayev, 2010:140)

피루둔 배이 쾨챌리(Firidun bəy Köçərli)는 슈샤의 문학회(문학 단

체)에 관해 이렇게 묘사하였다. ‘특히 카라바흐 시인들은 거대한 독수

리처럼 슈샤 산들의 시적 정상(제일 높은 곳)의 정착하여 자신들 고유

의 세계관으로 시에 독특한 어조를 부여했다’(Köçərli, 1926: 54).

19세기 후반에 건립된 문학회(문학 단체) 중에서 회원 수가 압도적

이고 다른 문학회(문학 단체)들과의 협력 면에서 특수한 위상을 차지했

던 단체는 ‘매즐리시-위느스’였다. 이 단체가 슈샤에서 활동을 했던 시

기에 사마흐(Şamaxı) 시에서는 ‘베이튀스-새파’(Beytüs-səfa) 문학회

(단체)가 활동하였고, 랜캐란(Lənkəran) 시에서는 ‘푀브쥘-퓌새

하’(Fövcül-füsəha) 문학회(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Qarayev, 

2010:149).

‘매즐리시-위느스’는 시인들뿐 아니라 슈샤의 하낸대들에게도 사랑

받는 곳이었다. 하즈 휘쉬(Hacı Hüsü), 매새디 이시(Məşədi İsi), 카스

탖르 하슴(Kaştazlı Haşım) 등 하낸대들이  ‘매즐리시-패라뮈산’과 함

께 ‘매즐리시-위느스’의 행사에 참여하였다. 

‘매즐리시-위느스’ 문학회는 1864년 슈샤에서 시인인 미르재 래힘 

패나(Mirzə Rəhim Fəna)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초기에는 이 문학회

(단체)에 4명의 회원이 있었고 행사도 주로 하즈 압바스 아가흐(Hacı 

Abbas Agah)의 집에서 진행되었다(Qarayev, 2010:155).

1864년부터 1872년까지 이름없이 활동하여 회원도 많지 않았던 이 

문학회는 1872년부터 나태반의 제안으로 하즈 압바스 아가흐의 집에

서 궁전으로 옮겨져 활동하게 된다. 

1872년부터 ‘매즐리시-위느스’는 나태반이 담당하기 시작했고, 이

5 몰라(molla, 이슬람교의 법과 교리에 대해 정통한 사람을 가리켜 쓰는 존칭)가 수

업을 하는 신학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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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문학회(단체)가 성장세를 보이면서 회원수가 30명으로 증가하여 카

라바흐 외 지역에서도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다. ‘매즐리시-위느스’에

는 유명한 카라바흐 시인들과 하낸대와 사잰대(sazəndə6)들도 참여하

고 있었다(Qarayev, 2010:158). 

‘매즐리시-위느스’에서는 규칙, 매너, 질서를 엄격히 지키는 데 각별

한 주의를 기울였다. 한편 ‘매즐리시-위느스’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회원이 늘어나면서 사마흐(Şamaxı), 새키(Şəki), 바쿠(Bakı), 

나흐치반(Naxçıvan), 랜캐란(Lənkəran), 갠재(Gəncə) 등 도시에까지 

소식이 퍼지기도 했다.

나태반이 20년간 이끌었던 ‘매즐리시-위느스’에서는 아제르바이잔

어 및 페르시아어와 함께 차가타이어로도 원고들이 저술되었다. ‘매즐

리시-위느스’에서는 고전 시인들의 작품들이 번역되어, 나자미, 해가

니, 뤼줄리 등 시인들의 작품들을 토대로 내지래들이 저술되었다. 

카라바흐 시인들은 아제르바이잔의 많은 도시들과 함께 트빌리시, 

오렌부르크, 아스트라한, 부하라, 메르브, 봄베이, 캘커타, 바그다드와

도 문학적 관계를 맺었다. 이 모임들에서 유명한 시인, 가수 및 화가들

의 창작이 관찰되어 그들이 예술에 가져온 혁신들이 논의되었다.  

나태반이 열정을 가지고 저술한 ‘나였다’(Mən idim), ‘나는 죽고 있

다’(Ölürəm), ‘너였다’(Sən idin)와 같은 가젤들은 아제르바이잔 시인

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다. 카라바흐, 새키, 시르반, 구바, 갠재, 나흐

치반, 오르두바드 등 도시의 시인들이 나태반 시들의 영향을 받아 수많

은 내지래를 저술하였다. ‘매즐리시-위느스’ 시인의 시는 "오만과 교만

과는 거리가 먼" 우정, 충성, 관대함, 휴머니즘의 정신으로 소통하는 것

이 특징이었다(Məlikzadə, 2017: 67).

시간이 흐르면서 ‘매즐리시-위느스’에 새로운 시인들이 참가하였으

나 기존 시인들과 동일하게 활동하지 않았다. ‘매즐리시-위느스’의 회

원들이 작성한 원고를 보면 나태반, 아개흐, 뇌브래스, 유지바스오브, 

매마이, 피란, 새파가 모임의 주 멤버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əmmədov, 1989: 112).

6 사즈(saz,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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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에 나태반 인생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들 이후(아들과 남편

의 죽음, 큰아들이 슈샤를 떠나 러시아로 이주함 등) ‘매즐리시-위느

스’는 예전만큼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았다. ‘매즐리시-위느스’에서는 

이제 문학, 시, 예술 등에 관한 논의보다 나태반의 병과 관련된 얘기들

이 더 이어졌다. 그리고 나태반에게 많은 시들이 바쳐져 그가 빨리 회

복되기를 기원했다.

‘매즐리시-위느스’는 1897년 나태반의 사망으로 활동을 중지하였

다. 멤버들이 ‘시 시장의 꽃이 시들었다’, ‘우정 모임의 지도자가 우리를 

떠났다’, ‘나이팅게일이 침묵하였다’ 등의 표현으로 유감을 나타내었다

(Məmmədov, 1989: 114).

4. 결론

카라바흐의 문학은 18세기부터 시작하여 아제르바이잔 문학에서 리

얼리즘 시의 토대를 최초로 마련하였고 19세기에 리얼리즘 문학적 방

법의 출현, 강화 및 발전으로 이어졌다. 

아제르바이잔 문학의 발전사에는 서로 다른 시대에 출현한 문학 단

체(문학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모임들은 바쿠뿐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의 여러 도시에서 열렸고 작가들이 대중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문학 단체의 출현으로 볼 때 19세기는 

가장 생산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시기에는 갠재에서는 ‘디바

니 히크매트’(Divani-hikmət), 바쿠에서는 ‘매즈매위스-쉬애라’(Məc

məüş-şüəra), 사마흐에서는 ‘베이튀스-새파’(Beytüs-Səfa), 구바에

서는 ‘귈뤼스탄’(Gülüstan), 랜캐란에서는 ‘푀브쥘-퓌새하’(Fövcül-füs

əha), 카라바흐에서 ‘매즐리시-위느스’과 ‘매즐리시-패라뮈산’라는 문

학 단체(문학회)들이 아제르바이잔 이외의 지역으로도 이름을 알렸다. 

2022년 08월 15일에 아제르바이잔의 여성 시인 중 하나인 나태반이 

태어난지 190년이 된다. 우리의 고전 문학 전통을 살리는 동시에 자기 

고유의 휴머니즘적 아이디어, 깊은 서정성을 표현하는 창작 능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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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나태반은 당대의 문학적 환경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침으

로써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의 풍요로움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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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이동사건을 표현할 

때 이동사건의 [방식]과 [경로]에 대한 어휘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이동사건에 대한 동영상을 중국

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중 모어 화자에게 보게 한 후, 이들이 각각의 이

동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하는지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화 양상과 한·중 모어 화자의 어휘화 양상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동사건의 어휘

화 양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가 ‘(V1-어)(V2-어)(가다/오다)’, ‘V경로’, ‘V방식’, ‘VP1+연결어미+VP2’ 

등에서 비교적 일치하는 어휘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방식]과 [경

로]에 대한 인식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어휘화 양상은 중국어 모어 화자의 그것과 달랐다. 세 집단의 화자의 

경우 주로 [경로]와 [방식]을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한다. [경로]에 대

해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88%, 한국어 모

어 화자는 86%, 중국어 모어 화자는 84%로 나타났다. 반면 [방식]의 

경우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52%, 한국어 모어 화자는 45%, 중국

어 모어 화자는 82%로 나타났다. 즉, 중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방식]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

으며 [경로]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어 모어 화자는 주로 

[방식]과 [경로]를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하는 경향이 많아서 [방식]을 

인식하는 비율(84%)과 [경로]를 인식하는 비율(82%)에서는 큰 차이

가 없었다.

주제어: 이동사건, 어휘화, 방식, 경로, 제2 언어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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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목표어인 한국어로 이동사건을 

표현할 때 [방식]과 [경로]에 대한 어휘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화 양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 모

어 화자의 한국어 어휘화 양상과 중국인 모어 화자의 중국어 어휘화 양

상을 살펴본 후, 그것을 바탕으로 비교·분석할 것이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이동사건에 대한 범언어적 어휘화 유형을 L2습득 영역으로 확

장하는 데 있다. L2학습자가 이동사건을 모국어(중국어)와 유형론적으

로 다른 목표어(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Talmy(1985, 2000a,b) 이후, 언어유형론 분야에서 이동사건의 범

언어적 어휘화 유형을 둘러싼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어의 이동사건 어휘화 관련 선행연구에는 

Choi ＆ Bowerman(1991), 채희락(1999), 임지룡(2000), Slobin(2004), 

이숙(2007), 홍연옥(2013), 맹경흠 ·전욱(2018), 이연화(2018) 등이 

있다. 중국어의 이동사건 어휘화 관련 선행연구에는 柯理思(2003), 沈

家煊(2003), Tai(2003), 劉岩(2013), 鄧宇·李福印(2017)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제2언어습득 연구로도 확장되었다. 관련 선행연구들에

는 Cadierno(2004), Park(2008), 김정숙(2011), Larranage et. 

al.(2012), 劉岩(2014), 최원희·김희숙(2015), 정지윤(2019), Park(2020) 

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루어

진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이 시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

인 학습자는 이동사건에 대한 어휘화 양상은 어떻게 나타내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어휘화 양상의 윤곽이 보인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연

구대상으로 하여 이동사건에 대한 어휘화 양상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

하기 위해 한·중 모어 화자의 이동사건에 대한 어휘화 양상과 비교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먼저 2장에서는 기본적인 이동사건의 어휘화 이론과 한

국어과 중국어의 어휘화 양상에 대한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고, 3장에

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 대해서 기술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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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4장에서는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동사

건의 어휘화 양상을 살펴보고 한 ·중 모어 화자의 어휘화 양상을 비교

하면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이동사건의 어휘화 양상에 대해 분석하

고자 한다.

2. 이동사건과 어휘화 유형론

2.1. Tamly(2000b)의 어휘화 양상 이론

Tamly(2000b: 25)에서는 기본 운동사건(Motion Event)을 “한 물

체가 다른 물체에 관하여 이동(MOVE)하거나 위치(Be Located)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 운동사건의 의미요소는 크게 전경, 배경, 운동, 경

로이다. 여기서 전경(Figure)은 실제 움직이거나 개념적으로 움직이는 

물체이다. 배경(Ground)은 전경의 경로나 위치를 기술할 수 있는 하나

의 참조 틀이고, 또 그 틀 안에 있는 정지된 참조 물체이다. 경로(Path)

는 전경이 배경에 관하여 지나가는 통로, 또는 전경이 있는 장소이다. 

운동(Motion)은 운동사건 중에서 해당 물체의 존재나 위치 관계를 가

리킨다. 운동사건은 외부의 관련사건(co-event)도 종종 관련이 있는

데, 그중에서 방식이나 원인이 가장 빈번하다. 방식(Manner)은 움직임

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원인(Cause)은 움직임을 만드는 외부 

요인이다.

인간은 이동에 대한 기본 의미요소 개념을 공유하지만 이동을 언어

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Tamly(2000b: 221-224)에 따르면 이동

과 관련된 개념요소 중에서 [경로]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왜냐

하면 [경로]는 다른 개념요소 [전경], [운동], [배경] 등의 관계를 나

1 Talmy(2000b: 25)의 논의에서, 운동사건(Motion Event)은 이동과 위치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경이 배경에 관하여 위치의 변동을 발생한 위

치이동 사건만을 연구 대상으로 취하고 ‘존재’와 같이 정지된 위치사건을 연구 대

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운동(Motion)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

고 주로 이동(MOVE)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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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기 때문이다. 세계 언어들은 이동사건에서 경로를 나타내는 통사

적 성분을 기준으로 동사틀 언어2와 위성틀 언어3로 나뉜다.

V-언어는 이동사건의 의미요소인 [경로]가 주요동사(main verb)로 

표현되는 언어이다. 스페인어를 포함한 로망스어족의 언어들, 일본어, 

한국어, 타밀어, 폴리네시아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스페인어의 예문을 

제시하면 아래 (1)과 같다.

(1) La bottle    Salió          de la cueva flotando. (스페인어)(Tamly 

2000b: 224)

 [전경]     [운동+경로]    [배경]      [방식]

The bottle exited(moved-out) from the cave floating. (영어 직역)

(1)에서 [전경]은 La bottle이고, [배경]은 la cueva이다. 그리고 동

사 ‘salió’에는 ‘to exit’의 [경로]가 융합되어 있고, 동명사 ‘flotando’

에는 [방식]이 융합되어 있다. 이처럼 V-언어에는 [경로]의 의미 성분

은 주동사에 융합되어 있으며 [방식]과 [원인] 요소는 종속절이나 부

사절 표현과 같은 별개의 성분으로 표현된다.

S-언어는 [경로]가 동사에 융합되지 않고, 마치 위성(satellite)4처

2 verb-framed languages. 이하 논문에서는 ‘V-언어’라고 약칭한다. 

3 satellite-framed languages. 이하 논문에서는 ‘S-언어’라고 약칭한다.

4 Talmy(2000b: 222)는 ‘동사 위성어’를 동사와 자매 관계에 있고 동사 어근의 근

처에 있는 문법 범주이다. 위성어는 접사나 독립된 단어일 수 있다. 따라서 위성

어는 영어의 동사 전치사(particles), 독일어 분리와 분리할 수 없는 동사 접두사, 

라틴어 또는 러시아어의 동사 접두사, 중국어의 동사 보어 등의 문법 범주가 포함

된다.

그러나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 영어의 위성어(satellites)는 영어의 전치사

(prepositions)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위성어는 동사와 같은 구조이고 전치사는 

명사 목적어와 같은 구조이다. 이 규칙과 일관되게, 배경 명사가 생략되면, 배경과 

함께 나타나는 전치사도 같이 생략되지만 위성어는 남아 있다. 예를 들어, “He 

was sitting in his room and then suddenly ran out (of it).”에서 만약 ‘it’이 생

략된다면, 그것과 함께 구조되는 전치사 ‘of’도 생략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사 

‘run’과 함께 구조되는 ‘out’은 제자리에 남아 있다(Talmy 2000b: 107). 이런 관

점에 따라 한국어의 조사(‘-에’, ‘-로’...)는 위성어로 볼 수 없다. 중국어에서도 예

를 들면서 “筆從桌子上滾下來”에서 ‘下來’는 위성어이고 ‘从’는 전치사(개사)이지 

위성어로 분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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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동사 주위의 성분인 불변화사 등 위성어들을 통하여 표현하는 언어

이다. 로망스어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도-유럽어 즉, 영어, 독일어, 러

시아어 중국어, 오지브와어(Ojibwa), 핀란드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영

어의 예문을 제시하면 아래 (2)와 같다.

(2) The bottle floated        out   of the cave. (영어)(Tamly 2000b: 66)

[전경]    [운동+방식]   [경로] [배경]

(2)에서 the bottle은 [전경]이고, the cave는 [배경]이다. 핵심적 

요소인 [경로]를 위성어인 ‘out’로 어휘화되고, 동사 ‘float’에는 [운동

+방식]을 나타낸다. 즉, S-언어에서 [방식] 및 [원인] 요소는 주동사

에 융합되고 [경로]는 부수적인 요소인 위성의 형태로 별도로 표기된

다.

 

2.2.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화 양상

Talmy(1985, 2000a,b)에서는 한국어는 V-언어, 중국어는 S-언어

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아쉽게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Talmy(1985, 2000a,b) 이후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동사건 어

휘화 유형에 대한 논의들이 뒤따랐다. 한국어의 이동사건 어휘화 관련 

선행연구에는  Choi ＆ Bowerman(1991), 채희락(1999), 임지룡

(2000), Slobin(2004), 이숙(2007), 홍연옥(2013), 맹경흠 ·전욱

(2018), 이연화(2018) 등이 있다. 중국어의 이동사건 어휘화 관련 선

행연구에는 柯理思(2003), 沈家煊(2003), Tai(2003), 劉岩(2013), 鄧

宇·李福印(2017)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견해는 서로 차이를 보여 

하나의 통일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는 이들이 각각 특정 종

류의 이동사건만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의 경우 이동사건의 종류5에 따라 다른 어휘화 유

5 행위성(agentivity)에 따라 이동사건은 자발적 이동사건, 비사역적 이동사건, 사역

적 이동사건으로 나눈다.

자발적 이동사건(self-agentive motion event)은 전경이 스스로 이동하는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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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Choi ＆ Bowerman 1991, 리우하이

러·김성주 2022). 다음은 이를 보여주는 예이다. 

(3) 학생이    책을   사물함 안으로 밀어넣었다. (사역적 이동구문, V-언어)

[행위주] [전경] [배경]       [원인][운동+경로]

(4) 가. 여자가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자발적 이동구문, ?V-언어)

    [전경]  [배경] [방식][경로][운동+직시]

나. 여자가 방으로 들어간다. (자발적 이동의 이동구문, ?V-언어)

    [전경][배경] [경로][운동+직시]

(5) 가. 종이 배가 물을 따라 떠    내려간다. (비사역적 이동구문, ?V-언어) 

     [전경]  [배경]   [방식][경로][운동+직시]

나. 공이   높은 곳에서 내려온다. (비사역적 이동구문, ?V-언어)

    [전경]    [배경]  [경로][운동+직시]

(3)에서 ‘밀다’는 [원인]을 표현하고 ‘넣다’는 [운동+경로]를 표현하

기 때문에 V-언어의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리우하이러·김성주

(2022)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한국어는 사역적 이동구문에서 전형적

인 V-언어 유형의 특징을 지니는 언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4-5)에서는 (3)과 같은 융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연쇄적인 형식

에서 ‘가다’ 및 ‘오다’의 의미 요소는 [운동+직시]로 융합되어 가장 중

요한 동사가 되고, [방식]과 [경로]는 별도의 동사에 의해 명시되기 때

문에 이런 연쇄적인 형식은 한국어의 어휘화 유형의 논란거리가 되었

다. (4-5)와 같은 어휘화 양상을 가지고 한국어를 V-언어로 볼 수 없

다는 선행연구들에는 Choi ＆ Bowerman(1991), 임지룡(2000), 진현

(2010)이 있다. 또한 [경로]과 [방식]이 별도의 동사에 의해 명시되고 

두 개의 성분 중 어느 것이 주동사인지 구분하기 어럽기 때문에 한국어

말한다. 여기의 전경은 자기 통제력이 있는 생명체이다.  

사역적 이동사건(agentive motion event)은 행위자가 전경을 이동시키는 사건을 

말한다.

비사역적 이동사건(nonagentive motion event)은 전경이 스스로 이동한 사건처럼 

보인데 어떤 외부의 힘으로 발생시킨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Talmy, 2000b: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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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새로운 유형, 즉, Slobin(2004)가 언급한 E-언어6라고 제안하기도 

한다(홍연옥 2013, 이연화 2018). 

그러나 (4-5)의 ‘(V1-어)(V2-어)(가다/오다)’과 같은 어휘화 양상은 

[경로]가 동사로 어휘화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국어는 V-언어로 볼 

수 있다. 또한 [직시]는 [경로]의 하위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본 연구

는 채희락(1999)와 리우하이러·김성주(2022)의 주장과 같이 한국어를 

‘V-언어’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현대 중국어의 경우 이동사건의 종류의 따라 어휘화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데(柯理思 2003, 리우하이러·김성주 2022), 다음 (6), (7), (8)

의 예에서 이를 볼 수 있다.

(6) 가. 女孩     走        進      房间。(자발적 이동구문, S-언어)

   [전경]  [운동+방식][경로]  [배경]

    여자    걷-       들-     방

    여자가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 女孩       進           房间。(자발적 이동구문, V-언어)

    [전경]   [운동+경로]   [배경]

    여자      들-           방

    여자가 방으로 들어간다.

(7) 가. 筆    從桌子上   滾             下來。(비사역적 이동구문, S-언어)

   [전경] [배경]    [운동+방식]   [경로]

    펜   책상-에서  구르-          내려오-

    펜이 책상에서 굴러떨어졌다.

나. 一列火車  過            橋。(비사역적 이동구문, V-언어)

    [전경]   [운동+경로]   [배경]

    열차     건너-         다리

    열차가 다리를 건넌다.

(8) 人      把木塞 (從红酒瓶上)       拔     出來了。(사역적 이동구문, S-언어)

[행위주]  [전경] ([배경]) [운동+원인][경로]

6 Slobin(2004)에서는 V-언어와 S-언어 이외에도 제3의 유형으로 E-언어

(equipollently-framed language)를 추가하였다. E-언어는 [방식]과 [경로]가 동

등한 문법인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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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코르크 마개(와인병-에서) 뽑-   나오-

사람이 코르크 마개를(와인벙에서) 뽑았다.

(6가, 7가)와 같이 [방식]과 [경로]의 어휘화 양상은 ‘走進, 滚下来’

와 같이 ‘동사-방향보어’ 구조로 나타난다. ‘走，滚’라는 동사는 [운동

+방식]으로 융합하고 [경로]는 ‘進, 下来’ 등의 방향보어7로 표현된다. 

이를 통해 중국어는 자발적 이동사건에서 S-언어의 특징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6나, 7나)의 ‘進, 過’ 등의 방향보어는 [운동+경로]로 

융합하고 독립적으로 주동사를 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발적 이동

사건과 비사역적 이동사건에서 V-언어 유형의 특징도 나타나기 때문

에 중국어도 V-언어 유형의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8)의 

사역적 이동사건에서는 중국어가 ‘동사-방향보어’ 구조로 주로 나타나

기 때문에 S-언어의 특징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S-언어이면서 동시에 V-언어 유형의 특징을 가

지고 있는 언어라고 하겠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4)와 (6)은 같은 이동장면인 ‘한 여자

가 방에 들어간다’에 대해 표현한 것이나 두 언어에서 같은 이동사건을 

어휘화 할 때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는 (4나)의 방식 동사 ‘걷다’의 사용 유무

가 의미적, 통사적 성립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4나)의 

‘들어가다’가 (4가)의 ‘걸어 들어가다’보다 많은 것을 보였다. (6)의 중

국어 예문은 이와 다르다. (6가)의 ‘走進’과 같은 ‘방식동사-방향보어’

의 구조나 (6나)의 ‘進’과 같은 ‘방향동사’의 구조로 어느 것을 써도 문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중국어에서는 방향동사인 ‘進’보다 ‘방식동사

+방향보어’ 구조인 ‘走進’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위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국어에서 주동사는 직시 동사이고, 

7 여기서 말하는 방향보어는 중국어 문법에서 추향보어(趋向补语)라고 말한다. 刘月

华·潘文娱·故韡(2019: 543)에서는 ‘방향보어’는 동사 뒤에 붙어서 쓰여 보어(补语)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來, 去, 上, 下, 進, 出, 回, 過, 起, 開, 到’와 같은 

단순 방향보어 및  ‘来, 去’와 나머지 단순 방향보어 ‘上, 下, 進, 出, 回, 過, 起, 

開, 到’로 합쳐서 구성된 ‘上來,下來, 上去, 下去, 出來, 出去, 進來, 進去, 過來, 過

去, 回來, 回去,  起來, 開來, 開去, 到...來, 到...去’의 복합 방향보어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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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경로]는 두 개의 개별 동사로 표현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방식동사는 주동사에 종속된 하나의 부가성분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선

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어나 영어에서는 방식이 주요 동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이 어렵다. 이러한 언어들의 특정한 제약으

로 인해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어 모어 화자의 [방식]과 [경로]의 어

휘화 빈도가 달라진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현저성의 관점에서 보면 S-언어는 방식 

현저성이 높은 언어이고, V-언어는 방식 현저성이 낮은 언어라는 점이

다(Slobin, 2004). 하선정(2019)에서는 영어와 같은 S-언어에서는 방

식이 주동사에 의해 어휘화되어 생략이 쉽지 않지만, 한국어와 같은 

V-언어에서는 방식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로 표현할 때 방식동사(‘walked into’…) 대신에 

경로동사(‘entered’…)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

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어떤 유형의 어휘화 양상이 나타나는지

와 또 위의 (4)뿐만 아니라 전체 이동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한 어휘화 

양상이 나타나는지는 4장에서 논증하겠다.

2.3. 선행연구

이동사건의 범언어적 어휘화 유형 연구는 제2언어습득(SLA) 방면에 

적용되고 있다. 제2언어습득 연구자들은 제2언어(L2) 학습자의 이동사

건 어휘화 양상을 활발하게 연구해 왔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제2언어와 모국어의 어휘화 유형이 서

로 달라, 제2언어 성인 학습자들은 제2언어로 이동사건을 어휘화할 때 

장애를 겪고 부정적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선

행연구들은 주로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눈다. 먼저 V-언어 모어 화

자인데 S-언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들에는 Park(2008), 김정숙(2011), 劉岩(2014), 최원희·김희숙

(2015), 정지윤(2019), Park(2020)이 있다. 또한 S-언어 모어 화자인

데 V-언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들에

는 Cadierno(2004), Larranage et. al.(201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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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언어 모어 화자인데 S-언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는 학습자를 대

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이동사건을 구성하는 의미요소 중 [경로]와 

[방식]이 어휘화될 때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보이는 모국어 전이 및 영

어 어휘화 양상을 살펴본 논의가 있다(Park 2008, 김정숙 2011, 최원

희·김희숙 2015, 정지윤 2019, Park 2020). 또한 劉岩(2014)에서는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들이 습득한 현대 중국어 이동사건의 표현 오류

를 통해 모국어가 V-언어인 학습자가 S-언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의 

어휘화 유형이 목표어로 전이하면서 체계적인 오류를 일으킨다고 하였

다. 

Cadierno(2004)에서는 모국어가 덴마크어(S-언어)인 학습자가 스

페인어(V-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이동사건 경로의 복잡성

(complexity)과 정교화(elaboration)에 대한 모국어 전이의 증거가 일

부 존재하며, 모국어의 어휘화 양상이 확실히 목표어로 전이되어 체계

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Larranage et. al.(2012)에서는 

서로 다른 세 언어 능력 수준을 가진 영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를 연구대

상으로 한 이동사건의 표현 언어자료에 대한 [경로]와 [방식]의 어휘

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스페인어 제2언어 습득의 초기 단계에

서는 모국어 전이가 중요한 역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고급 학습자에게

도 모국어 전이가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는 이동사건을 어휘화하는 과정에서 S-언어의 화자가 V-언어의 화자

에 비해 [방식]을 인식하는 비율이 보다 더 높다고 했다. 그리고 학습

자에게 [방식]에 대한 어휘화 과정에서 특히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사

건에 대한 표현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

와도 관련이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도 V-언어인 한국어로 [방식]

을 어휘화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이동사건’을 표현

할 때 [방식]과 [경로]의 의미요소를 어떻게 어휘화하는지를 실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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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이동사건을 담고 있는 동

영상을 보여주고 그 상황을 문장으로 만들어 답하는 방식으로 언어자

료를 수집하여, 이동사건 표현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를 진행하

기 위해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표현한 언어자료 이외에도 한·중 

모어 화자의 언어자료와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험 대

상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중 모어 화자,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

누어 실험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본 실험은 2022년 5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14일 동안 세 집단 화

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9 한국어 모어 화자10와 

중국어 모어 화자11 20명 씩을 실험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CKSL의 평균 연령은 23세이다. 남성 화자 1명과 여

성 화자 19명이다. TOPIK 5, 6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 실험

에서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학습자의 수준이 너

무 낮으면 회피전략을 사용하여 필요한 언어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KNS의 평균 연령은 23세이고, 남성화자 6명, 여성 화자 14명으로 

구성되었고, CNS의 평균 연령은 21세이고 남성 화자 4명과 여성 화자 

16명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다.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한 이동사건 동영상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12

 8 원래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어 모어 화자에 대한 실험도 리우하이러·김성주

(2022)에서 진행했으나 실험 내용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 모어 

화자, 중국어 모어 화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전체를 대상으로 재실험을 하게 

되었다.

 9 Chinese Korean Second-language Learner. 이하 논문에서는 ‘CKSL’라고 약칭

한다.

10 Korean Native Speaker. 이하 논문에서는 ‘KNS’라고 약칭한다.

11 Chinese Native Speaker. 이하 논문에서는 ‘CNS’라고 약칭한다.

12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기존의 동영상을 이용할 때 리우하이러·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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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에 사용한 이동사건 동영상 목록

주(2022)의 기준을 따랐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이동사건의 종류별에 따라 자발

적 이동사건, 사역적 이동사건 그리고 비사역적 이동사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

다. 이를 [경로] 범주에 따라서 [출발], [통과], [도착], [미경과]로 나누었다. 

[도착]의 범주는 다시 전경이 지표의 지점에 도착하였는지, 지표의 지점에 향해 

가다가 멈추었는지에 따라 도착과 미도착으로 나누었다. [출발]의 경로 범주에서

는 전경이 지표에서 출발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것과 지표에서 출발하여 

동일한 곳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누었다. [미경과]는 ‘어떤 물체가 제자리에서 돌

다’와 같이 전경이 배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여건상 자체 제작하기 어려

운 동영상은 기존 동영상을 활용했다.

이동사건 

종류
경로 범주 내용

자발적 

이동사건

출발
1. 여자가 방에서 나온다. 

2. 여자가 계단을 내려온다.

통과
3. 여자가 다리를 건너왔다.

4.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넜다.

도착

도착
5. 여자가 방으로 들어갔다.

6. 고양이가 냉장고 위로 뛰어올라갔다.

미도착
7. 여자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멈추었다. 

8. 고양이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멈췄다.

미경과
9. 아이가 비탈길을 뛰어 올라가고 있다.

10. 고양이가 빙빙 돌고 있다.

비사역적

이동사건

출발

분리
11. 비행기가 이륙했다. 

12. 펜이 책상에서 굴러떨어졌다.

미분리
13. 눈물이 (눈에서) 흘렀다.

14. 새싹이 돋아났다.

통과
15. 열차가 다리를 지나갔다.

16. 종이 뭉치가 컵 위로 날아갔다. 

도착

도착
17. 종이비행기가 나뭇잎 위로 떨어졌다.

18. 자동차가 집으로 들어갔다.

미도착
19. 펜이 컵 쪽으로 굴러가다가 멈추었다. 

20. 공이 골대로 굴러가다가 멈추었다. 

미경과
21. 공이 계단으로 통통 튀면서 내려갔다.

22. 종이배가 개울을 따라 떠내려간다.

사역적 

이동사건
출발

23. 와인병의 코르크 마개를 뽑았다.

24. 여자가 사물함에서 책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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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연구문제를 다루었다. 

1) CKSL이 한국어로 이동사건을 표현할 때 어떠한 어휘화 양상이 

나타나는가?

2) CKSL이 [방식]과 [경로]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4. 이동사건 어휘화 양상 분석

4.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화 양상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KSL)의 어휘화 양상은 주로 이동동사를 중

심으로 [경로]와 [방식]의 의미요소가 어떻게 어휘화되는지를 살펴보

았다. 각 동영상에 대한 CKSL의 답변을 모두 분석하여 아래 ＜표 2＞

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2＞ CKSL의 이동사건의 어휘화 양상

통과
25. 사람들이 종이 구멍 안으로 공을 통과시키고 있다. 

26. 남자가 발로 공을 차서 네트 너머로 넘겼다/찼다. 

도착

도착
27. 여자가 책을 책상 위로 던져놓았다.

28. 여자가 사물함에 책을 넣었다.

미도착
29. 남자가 친 골프공이 홀컵을 향해 굴러가다가 멈추었다.

30. 여자가 캐리어를 아래층으로 들고 가다가 멈추었다.

미경과
31. 남자가 팽이를 치고 있다.

32. 남자가 원반을 돌리고 있다.

유

형
어휘화 양상

어휘화 

유형
예문

[방식]과 [경

로]에 대한 인식

1

(V1-어)(V2-어)(가다/오

다)

V-언어

1-1

V경로-어가다/오다 여자가 교실에서 나온다. ① [경로]

V방식-어가다/오다 여자가 다리를 걸어간다. ② [방식+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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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SL의 어휘화 양상은 총 네 가지 ‘(V1-어)(V2-어)(가다/오다)’, ‘V

경로’, ‘V방식’, ‘VP1+연결어미+VP2’로 나타났다. 첫 번째 어휘화 양상인 

‘(V1-어)(V2-어)(가다/오다)’는 [방식]과 [경로]가 복합동사처럼 연쇄

적인 형식이다. 이런 양상은 다시 ‘가다/오다’로 취하는 복합어인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1-1과 1-2는 ‘가다/오다’로 취하는 복합어 형태이

고, 이와 달리 1-3은 ‘굴러떨어지다’와 같은 ‘V방식/원인-어V경로’ 형태이

다. 또한 ‘(V1-어)(V2-어)(가다/오다)’은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

에 따라 유형별로도 나눌 수 있다. 1-1의 ‘V경로-어가다/오다’는 [경로]

만 인식하고 어휘화한 것이라서 ‘① [경로]’로 표시하고, 나머지 1-1의 

‘V방식-어가다/오다’와 1-2의 ‘V1-어V2-어가다/오다’ 그리고 1-3의 ‘V

방식/원인-어V경로’는 [방식]과 [경로]에 대해 인식하고 어휘화하기 때문에 

‘② [방식+경로]’로 표시한다.

두 번째 어휘화 양상인 ‘V경로’는 단순 경로동사 ‘건너다, 넣다’ 등을 

주동사로 사용했다. 여기서는 [경로]만에 대해 인식하기 때문에 ‘① 

[경로]’로 표시한다.

세 번째 어휘화 양상인 ‘V방식/원인’는 단순 방식동사(돌다, 뛰다)나 원

인동사(던지다)를 주동사로 사용했다. 이는 [방식/원인]에 대해 인식하

는 것이기에 ‘③ [방식]’으로 표시한다.

네 번째 어휘화 양상인 ‘VP1+연결어미+VP2’는 [방식/원인]이 개별 

부사어류로 절에 첨가되어 나타난다. [방식]과 [경로]에 대해 모두 인

식하고 어휘화하기 때문에 ‘② [방식+경로]’로 표시한다. 

한편, ‘(V1-어)(V2-어)(가다/오다)’과 ‘V경로’, 그리고 ‘V방식/원인’은 한국

어의 어휘화 유형인 ‘V-언어’로 분류하였다. [경로]가 동사로 어휘화

1-2
V1-어V2-어가다/

오다

고양이가 냉장고 위로 뛰어 올

라간다.
② [방식+경로]

1-3 V방식/원인-어V경로 펜이 책상에서 굴러떨어진다. ② [방식+경로]

2 V경로 사람이 다리를 건넌다. ① [경로]

3 V방식/원인 고양이가 빙빙 돈다. ③ [방식]

4 VP1+연결어미+VP2 미정
남자가 공을 발로 차서 공을 

네트 위로 넘겼다.
② [방식+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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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에서 V-언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Talmy(2000a,b)

가 말한 이동사건의 어휘화 유형(S-언어와 V-언어)은 단문인 이동사

건에 대한 분류이기 때문에 ‘VP1+연결어미+VP2’은 ‘미정’으로 처리했

다(리우하이러·김성주 2022: 45-50).

CKSL의 경우 이동구문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593개의 문장을 추출

해 냈다. ＜표 2＞의 어휘화 양상과 비율을 상세하게 나타내면 아래 

＜표 ３＞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３＞ 이동사건 종류에 따른 CKSL의 이동사건의 어휘화 양상 

및 비율

자발적 이동사건과 비사역적 이동사건에 관한 어휘화 양상은 각각 

58%와 46%로 주로 [경로]와 [방식]이 연쇄적인 ‘(V1-어)(V2-어)(가

다/오다)’(복합동사) 형식으로 어휘화된다. 그러나 사역적 이동사건에

서는 ‘(V1-어)(V2-어)(가다/오다)’의 하위 유형인 ‘V방식/원인-어V경로’의 

형식으로 어휘화되며 그 비율은 9%로 나타났다.

주동사가 경로동사로 어휘화된 ‘V경로’는 자발적 이동사건에서는 

20%로, 사역적 이동사건에서는 39%로 나타난다. 그리고 비사역적 이

13 ‘x’는 어휘화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유형 어휘화 양상
자발적 

이동사건

비사역적 

이동사건

사역적 

이동사건

어휘화 

유형

1

(V1-어)(V2-어)(가다/오다) 58% 46% 9%

V-언

어

1-1
V경로-어가다/오다 39% 17% x13

V방식-어가다/오다 7% 15% x

1-2 V1-어V2-어가다/오다 5% 4% x

1-3 V방식/원인-어V경로 7% 10% 9%

2 V경로 20% 49% 39%

3 V방식/원인 13% 2% 28%

4 VP1+연결어미+VP2 9% 3% 24% 미정

통합 4가지 양상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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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건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인 49%로 나타난다.

주동사가 방식동사와 원인동사로 어휘화된 ‘V방식/원인’은 자발적 이동

사건에서는 그 비율이 13%로 나타나고, 비사역적 이동사건에서는 2%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역적 이동사건에서는 28%로 그  비율

이 높게 나타난다.

어휘화 양상인 ‘VP1+연결어미+VP2’는 자발적 이동사건에서 9% 나

타나고, 비사역적 이동사건에서는 3%밖에 나타나지 않다. 그리고 사역

적 이동사건에서는 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한·중 모어 화자 두 집단의 어휘화 양상도 아래 ＜표 ４＞，＜표 

５＞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４＞ KNS의 이동사건의 어휘화 양상

＜표 2＞와 ＜표 ４＞를 통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CKSL의 어휘화 양

상의 유형은 KNS의 어휘화 양상의 유형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 CNS의 어휘화 양상은 아래 ＜표 ５＞14와 같다.

14 ＜표 ５＞에서 사용하는 약호는 아래와 같다. 

    preposition인 전치사[개사(介词)]는 이하 논문에서 ‘PP’라 약칭한다.

   satellite인 위성어는 이하 논문에서 ‘Sat’라 약칭한다.

유

형
어휘화 양상

어휘화 

유형
예문

[방식]과 [경

로]에 대한 인식

1

(V1-어)(V2-어)(가다/오

다)

V-언어

1-1
V경로-어가다/오다 여자가 교실에서 나온다. ① [경로]

V방식-어가다/오다 여자가 다리를 걸어간다. ② [방식+경로]

1-2
V1-어V2-어가다/

오다

고양이가 냉장고 위로 뛰어 올

라간다.
② [방식+경로]

1-3 V방식/원인-어V경로 펜이 책상에서 굴러떨어진다. ② [방식+경로]

2 V경로 사람이 다리를 건넌다. ① [경로]

3 V방식/원인 고양이가 빙빙 돈다. ③ [방식]

4 VP1+연결어미+VP2 미정
남자가 공을 발로 차서 공을 

네트 위로 넘겼다.
② [방식+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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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５＞ CNS의 이동사건의 어휘화 양상

CNS의 이동사건의 어휘화 양상은 총 다섯 가지 ‘V+Sat(DC)’, 

‘V+Sat(DC제외)’, ‘V경로’, ‘VP1+VP2(연동구문)’，‘사자구조[四字結

構]’로 나타났다. 첫 번째 어휘화 양상인 ‘V+Sat(DC)’는 ‘방식동사나 

원인동사+방향보어’로 구성된 형식이다. 여기서 방향보어는 다시 단순 

방향보어와 복합방향보어로 나눌 수 있다. ‘V+Sat(DC)’는 [방식]과 

[경로]에 대해 인식하고 어휘화하기 때문에 ‘② [방식+경로]’로 표시

한다. 

두 번째 어휘화 양상인 ‘V+Sat(DC제외)’는 ‘방식동사나 원인동사’와 

‘전치사[개사(介词)]’로 구성된 형식이다. 첫 번째 어휘화 양상과 구분

하고자 ‘V+Sat(DC제외)’를 한 유형으로 별도로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에 따라 유형별로도 나눌 수 있다. ‘동사+

개사’인 ‘滾向’와 같은 형식은 동사는 [방식]을 융합화하고 ‘개사’는 이

동의 도착점이나 도착점으로 이동하는 방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로]

를 융합한다. 그래서 ‘② [방식+경로]’로 표시한다. ‘개사+동사’인 

‘在...上奔跑’와 같은 형식은 주로 어디에서 움직이는 것을 어휘화하는 

것이고 주로 미경과 이동사건을 표현한 것이다. 이동동사는 단순 [방

식]을 어휘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③ [방식]’로 표현한다. 

   verb인 동사는 이하 논문에서 ‘V’라 약칭한다.

   directional complemen인 방향보어는 이하 논문에서 ‘DC’라 약칭한다.

유

형
어휘화 양상

어휘화 

유형
예문

[방식]과 [경

로]에 대한 인

식

1 V+Sat(DC)

S-언어

一個女生走進教室。

② [방식+경로]筆從桌子上滾下來。

2 V+Sat(DC제외)
一個足球滾向球門。

一個男孩在斜坡上奔跑。 ③ [방식]

3 V경로 V-언어 女生進教室。 ① [경로]

4 VP1+VP2(연동구문) 미정 球被人用工具推著穿過了障礙物。 ② [방식+경로]

5 사자구조[四字結構] 미정 新芽破土而出。 ② [방식+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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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어휘화 양상인 ‘V경로’는 단순 경로동사 ‘上, 下, 进 ,出，上

来，出去’ 등을 주동사로 사용했다. 여기서는 [경로]에 대해서만 인식

하기 때문에 ‘① [경로]’로 표시한다.

네 번째 어휘화 양상인 ‘VP1+VP2(연동구문)’는 [방식/원인]을 어휘

화한 동사와 [경로]를 어휘화한 동사로 이루어진 형식이다. [방식]과 

[경로]에 대해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하기 때문에 ‘② [방식+경로]’로 

표시한다.

다섯 번째 어휘화 양상인 ‘사자구조[四字結構]’는 [방식]과 [경로]

를 융합한 서술어인 사자구조로 어루어진 형식이다. [방식]과 [경로]

에 대해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하기 때문에 ‘② [방식+경로]’로 표시한

다.

한편, ‘V+Sat(DC)’와  ‘V+Sat(DC제외)’는 중국어의 어휘화 유형인 

‘S-언어’로 분류하였다. 주동사는 [방식]이나 [원인]를 어휘화하고 동

사와 자매 관계가 있는 방향보어나 개사 등으로 [경로]를 어휘화하는 

점에서 ‘S-언어’로 보았다. ‘V경로’는 [경로]가 동사로 어휘화된다는 점

에서 ‘V-언어’로 분류하였다. ‘VP1+VP2(연동구문)’과 ‘사자구조[四字

結構]’는 Talmy(2000a,b)가 말한 이동사건의 어휘화 유형(S-언어와 

V-언어)은 단문인 이동사건에 대한 분류이기 때문에 이 두 유형은 ‘미

정’으로 처리했다(리우하이러·김성주 2022: 50-54).

CKSL, KNS와 CNS 세 집단의 어휘화 양상 및 비율을 분석한 것을 

동영상 3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동영상 3: 여자가 다리를 건너왔다.

(9) KNS:

가. 여자가 다리를 건넜다.(17명/85%) ① [경로]

나. 여자가 다리를 걸어갔다.(2명/10%) ② [방식+경로]

다. 여자가 걷고 있다.(1명/5%) ③ [방식]

(10) CKSL:15

15 실제 실험에서는 (10가)의 경우 ‘다리를 건너다’와 ‘여자가 다리를 건너고 있어

요’가 조사되었으나 이들을 (10가)의 범주로 다루었다. 본고에서는 어휘화 양상

에 대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맞춤법에 어긋난 것이나 동사의 시제, 상, 존대법 등

의 문법 범주는 분석하지 않았다.



150  國際言語文學 제52호

가. 여자가 다리를 건넜다.(7명/37%) ① [경로]

나. 여자가 다리를 건너간다(지나간다).(8명/42%) ① [경로]

다. 여자가 다리를 걸어가고 있다.(3명/16%) ② [방식+경로]

라. 여자가 다리 위를 걷는다.(1명/5%) ③ [방식]

(11) CNS: 

가. 女生   過     橋了。(6명/ 30%) ① [경로]

    여자  건너-  다리

    여자가 다리를 건넜다.

나. 女生   走   過     橋。(9명/45%)/女生從橋上走過來了。(3명/15%)

    여자  걷- 건너-  다리 ② [방식+경로]

    여자가 다리를 걸어 건넜다.

다. 女生   在橋上     走。(2명/10%) ③ [방식]

    여자  다리-위에서  걷-

    여자가 다리 위에서 걷고 있다.

   

(9), (10), (11)을 통해서 세 집단의 동영상 3의 어휘화 양상을 살펴

보았다. CKSL 집단에서 경로동사 ‘건너다’를 주동사로 사용하는 어휘

화 양상(V경로)은 37%로 나타나고, ‘건너가다, 지나가다’의 어휘화 양

상(V경로-어가다/오다)은 42%로 나타난다. ‘걸어가다’의 어휘화 양상(V

방식-어가다/오다)은 16%로 나타난다. ‘걷다’의 어휘화 양상(V방식)은 

5%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KNS 집단에서 경로동사 ‘건너다’를 주동사로 사용하는 어휘화 양상

(V경로)은 85%로 나타나고, ‘걸어가다’의 어휘화 양상(V방식-어가다/오

다)은 10%로 나타난다. ‘걷다’의 어휘화 양상(V방식)은 5% 밖에 나타나

지 않았다. 

CNS 집단에서 경로동사 ‘過’를 주동사로 사용하는 어휘화 양상(V경

로)은 30%로 나타나고, ‘走過, 走過來’의 어휘화 양상(V+Sat(DC))은 

60%로 나타난다. ‘走’의 어휘화 양상(V방식)은 10% 밖에 나타나지 않았

다.

이런 방식으로 세 집단의 어휘화 양상 및 비율을 분석하였다. 모든 

결과를 제시할 수 없어서 다른 동영상의 어휘화 양상은 뒤에 논의에 따

라 몇 개를 더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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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말하자면 CKSL의 어휘화 양상은 KNS의 어휘화 양상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CKSL의 어휘화 유형도 KNS의 어휘화 

유형과 같이 V-언어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형적인 V-언어 유형

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9), (10), (11)을 통해 세 집단의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

을 분석해 볼 수 있다. CKSL 집단에서 [경로]만 인식하는 비율은 79% 

15명, [방식]과 [경로]을 모두 인식하는 비율은 16% 3명, [방식]만 인

식하는 비율은 5% 1명에 불과하였다. CKSL 집단에서 이동사건의 [경

로]를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①[경로]+②[방식+경로])의 

약 95%, [방식]을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③[방식]+②[방식

+경로])의 약 21%로 [경로]는 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지만 [방식]은 

인식하지 않고 어휘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KNS 집단에서 [경로]만 인식하는 비율은 85% 17명, [방식]과 [경

로]을 모두 인식하는 비율은 10% 2명, [방식]만 인식하는 비율은 5%

인 1명에 불과하였다. KNS 집단에서 이동사건의 [경로]를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①[경로]+②[방식+경로])의 약 95%, [방식]을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③[방식]+②[방식+경로])의 약 15%

로 [경로]는 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지만 [방식]은 인식하지 않고 어

휘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을 통해 CKSL 집단과 KNS 집단은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CNS 집단에서는 [경로]만 인식하는 비율은 30% 6명, [방식]과 [경

로]을 모두 인식하는 비율은 60% 12명, [방식]만 인식하는 비율은 

10% 2명에 불과하였다. CNS 집단에서 이동사건의 [경로]를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①[경로]+②[방식+경로])의 약 90%, [방식]을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③[방식]+②[방식+경로])의 약 70%

로 나타났다. [방식]과 [경로]를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하는 경향이 많

다. [방식]과 [경로]를 인식하고 어휘화하는 비율이 다 높게 나타난다. 

전체적인 이동사건에 대한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은 다음 4.2

절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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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

CKSL이 이동사건에 대한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

한 결과는 ＜표 ６＞과 같다. 잘 비교할 수 있는 관점에서 한·중 모어 

화자 두 집단의 비율도 ＜표 ６＞ 안에 같이 제시하였다.16 

＜표 ６＞ KNS, CKSL, CNS의 [방식]과 [경로]의 인식 비율

＜표 ６＞에 의하면 CKSL이 전체 이동사건의 약 31%로 [방식]과 

[경로]를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하였다. [경로]만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의 약 55%이고, [방식]만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

의 14%이다.

KNS가 전체 이동사건의 약 40%의 경우에서만 [방식]과 [경로]를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하였다. [경로]만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

체의 약 48%이고. [방식]만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의 12%이

다.

CNS가 전체의 약 66%의 경우 이동사건에서 [방식]과 [경로]를 모

두 인식하고 어휘화하였다. 한편 [경로]만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의 약 18%, 그리고 [방식]만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약 16%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 집단이 이동사건 어휘화에서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먼저 CNS에 비해 KNS와 CKSL은 단순 경로동사로 

[경로]의 표현 빈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KNS와 CKSL은 

16 위의 ＜표 2＞，＜표 ４＞, ＜표 ５＞의 한국어의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

에서 1-1, 1-2, 1-3의 어휘화 양상과 중국어의 1, 4와 5의 어휘화 양상은 모두 

‘②[방식+경로]’로 분석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통사구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2절의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 빈도수를 계산하는 과정

에서 이런 통사구조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KNS CKSL CNS

① [경로] 48% 55% 18%

② [경로+방식] 40% 31% 66%

③ [방식] 12% 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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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S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KNS는 CNS(18%)에 비해 거의 3배 많

은 [경로] 어휘화한 것(48%)을 사용한다. CKSL에서는 단순 경로동사 

‘①[경로]’를 어휘화한 빈도(55%)가 CNS의 비율(18%)보다 월등히 높

다.

다음은 세 집단의 이동사건의 [방식]과 [경로] 각각의 어휘화 비율

을 더 간략하게 비교한 표이다.

＜표 ７＞ KNS, CKSL, CNS의 [방식]과 [경로]의 인식 비율(간략)

CKSL이 이동사건의 [경로]를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의 약 

86%, [방식]을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45%로 [경로]는 주로 인식

하는 경향이 많지만 [방식]은 인식하지 않고 어휘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KNS가 이동사건의 [경로]를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의 약 

88%, [방식]을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52%로 [경로]는 주로 인식

하는 경향이 많지만 [방식]은 인식하지 않고 어휘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즉, CKSL과 KNS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CNS의 경우 [경로]를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약 84%, [방식]을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82%다. 주로 [방식]과 [경로]를 모두 인식

하고 어휘화하는 경향이 많아서 [방식]과 [경로]를 어휘화하는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다.

이를 종합하면 세 집단의 화자의 경우 주로 [경로]와 [방식]을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하는 반면 [방식]의 경우는 KNS, CKSL과 CNS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52% vs 45% vs 82%). 이는 CNS가 KNS와 

CKSL에 비해 [방식]을 많이 인식하고 어휘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 같은 이동사건의 [경로]와 [방식]을 인식하고 어휘화하는 비율의 

차이로 세 집단이 인식하고 어휘화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

KNS CKSL CNS

[경로]

(①[경로]+②[방식+경로])
88% 86% 84%

[방식]

(②[방식+경로)+③[방식])
52% 45%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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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CNS에 비해 KNS와 CKSL이 [방식]에 대

한 관심이 적으며 KNS, CKSL에서 [경로]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

다.

CKSL, KNS와 CNS 세 집단이 [방식]과 [경로]에 대해 인식하는 차

이는 다음의 동영상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동영상 12인 

‘펜이 책상에서 굴러떨어졌다’에 대한 세 집단의 어휘화 양상은 아래 

(12), (13), (14)로 나타난다.

(12) KNS:

가. 펜이 책상에서 떨어진다.(5명/25%) ① [경로]

나. 펜이 책상에서 굴러떨어진다.(12명/60%) ② [방식+경로]

다. 펜이 책상에서 구르다가 (바닥으로) 떨어진다.(3명/15%)

② [방식+경로]

(13) CKSL: 

가. 펜이 책상에서 떨어진다.(17명/85%) ① [경로]

나. 펜이 책상에서 굴러떨어진다.(3명/15%) ② [방식+경로]

(14) CNS: 

가. 筆   掉了。(1명/5%) ① [경로]

    펜  떨어지-

    펜이 떨어졌다.

나. 筆  從桌子上   滾     下來。(17명/ 85%) ② [방식+경로]

    펜 책상-에서  구르-  내려오-

    펜이 책상에서 굴러떨어졌다.

다. 筆   滾動著  掉      下了   桌子(2명:10%) ② [방식+경로]

    펜  구르-   떨어지- 내리-  책상

    펜이 구르다가 떨어졌다.

‘펜이 책상에서 굴러떨어졌다’라는 이동사건에서 ‘V경로’인 ‘떨어지

다’를 어휘화할 때 (13가)와 같이 CKSL은 85%의 어휘화 비율로 나타

난다. 여기서는 [경로]에 대해서만 인식하기 때문에 ‘① [경로]’의 비

율은 85%이다. (13나)의 ‘V방식/원인-어V경로’인 ‘굴러떨어지다’는 [방식]

과 [경로]에 대해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하기 때문에 ‘② [방식+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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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은 15%로 나타난다.

KNS의 경우 ‘V경로’인 ‘떨어지다’를 어휘화하는 것에 있어서 (12가)

와 같이 5%밖에 어휘화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경로]에 대해서만 인식

하기 때문에 ‘① [경로]’의 비율은 5%밖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 

(12나)의 ‘V방식/원인-어V경로’인 ‘굴러떨어지다’와 (12다)는 ‘VP1+연결어

미+VP2’인 ‘구르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다’는 [방식]과 [경로]에 대해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하기 때문에 ‘② [방식+경로]’의 비율은 총 75%

로 나타난다.

CNS가 (14가)의 ‘掉’와 같이 ‘V경로’인 어휘화 양상이 5%밖에 나타나

지 않았다. (14나)의 ‘V+Sat(DC)’인 ‘滚下来’와 (14다)는 ‘VP1+VP2

(연동구문)’인 ‘滚动着掉下’는 [방식]과 [경로]에 대해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하기 때문에 ‘② [방식+경로]’의 비율은 총 95%로 나타난다.

이 이동사건에서 CKSL은 [방식]인 ‘구르다’를 15%밖에 어휘화하지 

않았다. 반면 CNS는 95%의 비율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동영상의 어

휘화 양상을 통해 CKSL이 모어인 중국어의 전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CKSL이 [방식]에 대해 많이 어휘화하지 않고 [경

로]만 주로 어휘화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첫

째, 연구 대상인 CKSL의 한국어 능력 수준이 TOPIK 5~6급으로 한국

어 구사 능력이 높았기 때문에 KNS의 V-언어의 특징이 나타난다. 둘

째, V-언어의 화자가 [방식]을 생략하여 어휘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S-언어의 화자에 비해 [방식]을 인식하는 비율이 보다 더 낮다. S-

언어에서는 [방식]이 주동사에 의해 어휘화되어 생략이 쉽지 않다. 그

러나 한국어와 같은 V-언어에서는 [방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즉, S-언어를 사용하는 CKSL은 V-언어인 한국어로 [방식]을 어휘화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CKSL은 V-언어인 한국어로 

[방식]을 어휘화하지 않거나 오류를 범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대상자인 CKSL의 한국어 능력 수준이 고급 화자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방식]을 어휘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회피전략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초급 화자가 모어의 간섭 현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

되지만 한국어 표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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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SL의 이동사건에 대한 어휘화 양상은 물론 회피전략을 또 다른 매

개 변인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5. 나오는 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KSL)을 대상으로 이동사건에 

대한 어휘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이동사건 동영

상을 활용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KSL)은 물론 한국어 모어 화자

(KNS)와 중국어 모어 화자(CNS)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KSL)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매우 유사한 

어휘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서

는 세 집단의 화자가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먼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KSL)의 어휘화 양상은 총 네 가지 

‘(V1-어)(V2-어)(가다/오다)’, ‘V경로’, ‘V방식’, ‘VP1+연결어미+VP2’로 

나타났고, 그 양상은 한국어 모어 화자(KNS)의 어휘화 양상과 거의 같

았다. 한국어 모어 화자(KNS)의 어휘화 양상이 서로 비슷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KSL)의 어휘화 유형을 V-언어 유형이라고 볼 수 있

으나 전형적인 V-언어 유형은 아니었다. 자발적 이동사건과 비사역적 

이동사건에 관한 어휘화 양상은 [경로]，[방식]이 연쇄적인 형식인 

‘(V1-어)(V2-어)(가다/오다)’(복합동사)로 어휘화되는 양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사역적 이동사건에서는 주동사가 경로동사로 어휘화되는 비

율이 높다. 그러므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KSL)는 한국어 모어 화자

(KNS)와 마찬가지로 사역적 이동사건에서 전형적인 V-언어 유형의 

특징을 많이 드러냈다.

또한 본 연구는 세 집단이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어 모어 화자(CNS)에 비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KSL)와 한국어 모어 화자(KNS)가 [방식]에 대한 관

심이 적으며 [경로]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KSL)와 한국어 모어 화자(KNS)는 [경

로]에 대해 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다. 또한 [방식]은 인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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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휘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어 모어 화자(CNS)는 주로 

[방식]과 [경로]를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하는 경향이 많아서 [방식]을 

인식하는 비율과 [경로]를 인식하는 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끝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KSL)의 어휘화 양상의 종류는 한국

어 모어 화자(KNS)의 어휘화 양상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

어 전의 현상이나 오류 양상이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 

대상 집단이 고급 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

난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찾아내지 못한 특별한 어휘화 

유형이나 전이 현상이 더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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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inese Korean
Second-language Learners’ Aspects of the

Lexicalization of Motion Events

Liu, Haile･Kim, Seongju(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lexicalization of [manner] and [path] 

of motion events when Chinese Korean second-language 

learners (CKSL) express them in Korean. In this study, the 

CKSL, the Korean native speakers (KNS), and the Chinese native 

speakers (CNS) watched a video about motion events. The 

researchers examined how the three groups recognized and 

expressed each motion event in the video. The lexicalization 

aspects of the CKSL are compared with that of the KNS and CNS. 

As a result, in terms of recognizing ‘(V1-e)(V2-e)(KATA/OTA)’,

 ‘Vmanner’ and ‘Vpath’, ‘VP1+connective ending+VP2’, the CKSL 

showed lexicalization aspects that were relatively consistent 

with the KNS. However, the CKSL and KNS had different 

lexicalization aspects for the motion events compared with the 

CNS in [manner] and [path]. The three groups mainly 

recognized and lexicalized the [path] and [manner]. The 

percentages of showing recognition and lexicalization of [path] 

were 88% (CKSL), 86% (KNS), and 84% (CNS). In the case of 

[manner], the percentages were 52% (CKSL), 45% (KNS), and 

82% (CNS). In other words, CKSL and KNS showed relatively 

little interest in [manner] but favored [path] expressions 

compared to CNS. No significant difference showed in the ra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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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zing [manner] (84%) and recognizing [path] (82%) 

because CNS tended to recognize and lexicalize both [manner] 

and [path].

KeyWords: Motion events, Lexicalization, Manner, Path,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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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중일한자음과의 비교를 통한 베트남한자음의

자음체계 연구

中國漢字音과 韓國漢字音, 그리고 日本漢字音 등, 漢字音을 연구하

는데에 比較資料로서 베트남漢字音이 많이 인용되고 있다. 인용과 비

교대상으로서 논증을 전개해 나가지만 연혁적 추론에 있어서의 근거자

료는 결과도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기준

은 명확하고 일반적이어야 한다.

선학1)의 연구결과를 비판없이 인용하며 답습한다면 결과도출에 대

하여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에, 명확하고 정확한 비교기준을 제시하고자, 각 나라의 한자음을 

비교분운표로 만들어 비교 고찰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려 한다. 

비교고찰에 대한 기준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베트남한자음의 字例

중에 新常用漢字(2136字)와, 음운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字例들을 추가 선정하여 分韻表로 만들고 中國의 中古音에서 발생한 

음운변화를 音系別로 비교하여 聲母에서 보여지는 특징으로 字音形에 

대한 層位를 특정한다.

주제어: 中古音, 韓國漢字音, 日本漢字音, 日本吳音, 日本漢音, 베트남漢字音

1) 베트남한자음은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전래된 字音이라는 주장이 현재까지 

일반적인 학설이다. 이에 관해 朴炳采(1990)는 切韻音에서 唐末音에 걸친 다양한 

音形이 반영되어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으나, 三根谷徹(1993)는 唐末에서 宋

代 사이의 字音이 그 母胎層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Nguyê̄n Tài Câ ́
n(1979)은 10세기 이후의 字音이 유입되었다고 하며, Le Tuan Son(2006), 

Pham thi Ngoc(2010)을 비롯한 선학들도 10세기 이후의 字音으로 보고 있다.-

이상이(201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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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 한자어 어휘는 60%를 

넘는다. 한자어의 발음은 원래 중국어음으로 발음되었다. 표기 수단으

로서 한자를 수용하면서 중국어의 발음을 중국어 원음대로 읽고 사용

했던 중국어음이 천년이 넘게 지나오면서 한자의 수용국가마다 자국 

내의 음운변화과정을 거쳐, 그 나라의 언어로 정착을 하게 되었으며 현

재에 이르기까지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도 있고, 대체 언어로서 한자어

의 어휘만 남아 있고 한자 표기는 없어진 나라도 있다. 과거에 중국의 

영향으로 한자를 수용하고 고유의 언어와 융화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과거의 자료를 접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 외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베트남이 있다. 그 중, 타국 한자음의 자음형을 비교하는

데 하나의 척도가 되는 일본의 한자음 또한 여러 시대의 자음형이 섞여 

있는 운서를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시대적 구분이 모두 명확하다고

는 할 수 없지만, 대체적인 큰 틀로서의 대표적인 자음형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는 없다. 각 시대별 자료가 당대의 자음형에 대한 변화과정이 

모두 담겨있기 때문에 中古音시기의 어떠한 음운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中古音에서 음운변화에 대한 전후를 비교하고 

추정하며 연역적으로 재구를 한다. 흔히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에 좋은 

증거로 中古音의 음운변화가 있고 中古音시기에 변화가 있었던 현상 

중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濁字의 次淸字化 현상이 있다. 그리고 淸濁字

의 鼻音性 약화 현상을 中古音시기의 중요한 음운변화로 꼽는다. 

音韻變化라는 것이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제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운변화 이전과 이후에 대한 경계는 모호하며, 꼭 집어

서 언제 변화했다고 단정짓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총체적인 

관점에서 中古音시기의 몇 백년에 거쳐서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자음

형에 음운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과정의 반영 여부에 대하여는 上古音과 

中古音, 南北朝音의 시기와 切韻音시기, 그리고 唐音시기의 자음형이

라고 폭　넓게 생각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음운변화에 해당하는 대

표적인 현상에 대하여 보고서 성격으로 비교하여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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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각 나라별로 나타나는 字音形을 比較分韻表로 작성하여 외국어음으

로서의 중국어음이 수용되어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

났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일본吳音･일본漢音, 그리고 한국漢字音과 베

트남漢字音의 比較 分韻表를 만들었다. 本稿에서 比較 分韻表를 만들

어 사용하는 字音形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吳音資料: 法華經, 般若波羅蜜多經, 新譯華嚴經, 光明眞言, 承曆音義, 類聚名

義抄2

漢音資料: 佛母大孔雀明王經, 文鏡秘府論, 蒙求, 群書治要, 三蔵法師傳, 本朝

文粋3

韓國漢字音: 新增類合, 訓蒙字會, 千字文4

베트남漢字音: 三根谷徹(1993)中古漢語と越南漢字音 의 越南漢字音對照

表, 이상이(2015) 한국일본베트남漢字音의 韻類體系 比較硏究

그러나 사용하는 字例 數가 많아서 例字만으로도 수백여 장의 분량

이므로 지면 관계상, 음운변화에 대한 설명에 필요한 자례에 한하여 표

기한다. 

本稿는 韓國漢字音, 中國漢字音, 日本漢字音과의 비교를 통한 베트

남漢字音의 자음체계에 대한 연구로, 中古音시기의 음운현상을 기준하

여 구분하여 정리해 본다.

2 吳音資料인 法華經, 般若波羅蜜多經, 新譯華嚴經, 光明眞言, 承曆音義, 類聚名義抄

를 정리한 宋在漢(2012:163-177)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3 佛母大孔雀明王經은 李京哲(2005b:255-262)의 分韻表를, 文鏡秘府論은 柏谷嘉弘

(1965:40-42)의 字音點을 사용하고, 그 이외의 자료는 佐々木勇(2009:208-231, 

350-357, 469-480, 594-604)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4 崔世珍(1527)訓蒙字會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影印本(1971),新增類合 檀國

大學校 東洋學硏究所 影印本(1972), 韓濩千字文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影印

本(1973)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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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聲類체계

성류체계는 牙音系, 喉音系, 舌音系, 齒音系, 脣音系의 5音系로 나누

어 지는데, 남북조기에서 절운음에 이어지는 中古音의 음운변화 현상

이 반영된 자음형이 잘 나타나는 음계를 例로 들어 비교하고 음운변화

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베트남漢字音의 표기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이상이(2015)의 베트

남子音圖를 인용한다.

표1. 베트남子音圖

2.1.1. 牙音系

이아음계에는 見母, 溪母, 群母, 疑母등이 있는데 中古音의 음운변화

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변화단계가 확연한 음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聲母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群母와 疑母에서의 日本吳音, 日本漢音과 

韓國漢字音, 베트남漢字音의 반영양상을 함께 비교해 보면 공통점과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濁字聲母가 次淸字聲母로 변화가 되는 현상이 있었다. 

즉, 濁字聲母인 /g/는 次淸字 聲母인 /kh/로 변화한다. 

濁字의 次淸字化

g => kʰ

濁字聲母인 /g/는 次淸字 聲母인 /kh/로 변화하는 현상을 모두 반영

脣音 齒硬音 捲舌音 硬口蓋音 軟口蓋音 聲門音

破裂音

無聲音 p[p] t[t] tr[ʈʂ~ʈ] ch[c~tɕ] c/k/q[k]

有氣音 th[tʰ]
有聲音 b[ɓ] đ[ɗ]

摩擦音
無聲音 ph[f] x[s] s[ʂ] kh[x~kʰ] h[h]

有聲音 v[v] d[z~j] r[ʐ~ɹ] gi[z~j] g/gh[ɣ]
鼻音 m[m] n[n] nh[ɲ] ng/ngh[ŋ]

接近音(半母音/舌音) u/o[w] l[l] y/i[j]

[ ]안은 I.P.A.대응 발음 기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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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려면 수용국에서는 有聲音/g/과 有氣音/kh/을 구별하는 음운구조

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용국에서의 음운구조를 모르고 유기음반영

이 없다거나 유성음이 없다거나 해서 변화에 대한 반영이 안됐다고 단

정짓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먼저, 일본어의 음운구조에서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별이 있지만 

유기음과 무기음의 구별은 없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유성음에 대한 인

식이 무성음의 변이음이므로, 유성음과 무성음에 대한 구별이 없지만 

유기음과 무기음의 구별은 있다. 

베트남漢字音에서는 유성음과 무성음이 존재하며 유기음과 무기음

을 구별하기 때문에 濁字의 次淸字化현상을 반영했다면 /g/聲母를 가

지고 있는 次淸字인 溪母와 동일하게 kh/χ/의 반영이 기대된다.

2.1.1.1. 群母 

표2. 群母의 字例

韻 日本吳音 日本漢音 韓國漢字音 베트남漢字音

開口3等魚韻 コ 巨距 キヨ 巨拒距 거 巨拒距 cư 巨拒距

開口3等虞韻
ク 具
クウ 具

キウ 具
ケウ 具

구 具 cu 具

開口3等尤韻 ク 求球舊 キウ 求舊 구 求舊臼
câu 求
cưu 球舊臼

開口3等宵韻 ケウ 橋 교 橋 kiêu 橋

開口3等支韻 キ 技伎 キ 騎技伎
긔 騎
기 技

ki 騎技伎
ky 騎伎

開口3等支韻 キ 岐 キ 岐 기 岐
ki 岐
ky 岐

開口3等之韻 コ 期旗 キ 期忌旗碁 긔 期忌旗
ki 期忌旗碁
ky 期忌旗碁
cơ 棋

開口3等微韻 キ 幾祈 キ 幾祈畿 긔 幾祈畿
ki 幾祈畿
ky 祈畿

開口3等東韻
ク 窮
クウ 窮

キウ 窮 궁 窮 cung 窮

開口3等陽韻 カウ 强 キヤウ 强 강 强 cương 强

開口3等庚韻
キヤウ 競
キヤク 劇

ケイ 競
ケキ 劇

경 鯨競
극 劇

kinh 鯨
canh 競
kich 劇

開口3等蒸韻 コク 極 キヨク 極 극 極 cưc 極
開口3等元韻 コン 健 건 健 kiên 健

開口3等仙韻 ケン 件
ケン 件
ケツ 傑

건 件
걸 傑

kiên 件
kiêt 傑

開口3等欣韻 コン 近勤 キン 近勤 근 近勤 cân 近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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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와 같이 日本漢字音에서 유성음인 濁字성모는 ガ행으로 구별

을 하여 반영되었다. 濁字가 中古音시기에 변화를 거쳐서 次淸字聲母

인 유기음/kh/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어에는 유기음이 없

기 때문에 무성음으로 반영되어 カ행으로 반영이 된다. 唐音으로 발음

되었던 日本漢音에서는 ガ행으로 나타난다.

韓國漢字音에서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무

성음인 ‘ㄱ/k/’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日本漢字音이나 韓國漢字音에 비해 모태층 형성이 후기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群母에서 기대되는 베트남漢字音은 次淸字 聲母인 

kh/χ/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kh/χ/로 반영된 字例는 4字 뿐이다. 하지

만 나머지 대부분의 반영도 역시 유성음인 g･gh/ɣ/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성음인 k･c･qu로 반영되었으며 예외적으로는 v･y･h의 

반영도 있다. 유성음성모가 무성음인 k･c･qu로 반영된 것은 베트남어

에 있어서의 음운현상이며 k･c･qu는 /k/와 음가를 가진다. g는 베트남

어의 음운현상에서는 後接母音이 拗音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유

성음 /g/에 대하여 기대치는  /g/의 음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

음인 /k/의 음가를 가진 자음인 k･c･qu로 대체가 되었다.

그리고 예외적인 성모를 보인, v의 반영은 虞韻字 踽가 于母으로 받

아들여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며 y는 성모탈락, 그리고 h로 반영된 煢･
焭의 경우에는 螢의 유추에서 나온 오류로 보이며 噱 역시 豦･據･壉 자
들의 유추로 추정된다.

江佳璐는 越南漢字音的歷史層次硏究(2011)에서 베트남漢字音에

서 近代音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中古音의 前半期가 뒤

를 잇는다고 기술했다. 

開口3等眞韻 근 僅 cân 僅
開口3等鹽韻 ケム 儉 ケム 儉 검 儉 kiêm 儉
開口3等鍾韻 クヨク 局 국 局 cuc 局
合口3等陽韻 ワウ 狂 クヰヤウ 狂 광 狂 cuông 狂
合口3等元韻 권 圈 khuyên 圈

合口3等仙韻
コン 權
クワン 權

クヱン 權 권 權 quyên 權

合口3等文韻 クン 群郡
クヰン 群郡
クツ 掘

군 群郡
굴 掘

quân 群郡
quât 掘

合口3等諄韻 균 菌 quân 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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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漢字音이 三根谷徹(1993)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8c의 秦音에

서 10c의 唐宋音이 주층이라고 한다면 中古音시기의 음운변화 현상이 

일어난 이후의 자음형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濁字의 次淸字化현상이 

群母에서 반영되었으리라는 기대는 어긋나 있다. 이것은 中古音의 음

운변화가 발생하기 이전의 자음형이 대부분이라는 방증이다. 

즉, 濁字聲母가 次淸字로 변하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은 자음형이 대

부분이므로 牙音系에서의 반영으로 본다면 베트남漢字音의 주층은 秦

音이 아니라 切韻音이라고 말할 수 있다. 

2.1.1.2. 疑母

中古音의 대표적인 음운변화중 하나로 淸濁字의 鼻音性 弱化現象을 

뽑을 수 있는데, 이 현상이 적용되는 聲母는 疑母에서 찾아볼 수 있다.

淸濁字의 鼻音性 弱化現象

ŋᶢ => ᶰg

中古音은 절운기 음운변화중 하나인 청탁자에 있어서의 비음성이 약

화되는 현상이 반영되었는가에 따라 모태층의 판별을 한다. 

비음성의 약화로 인하여 疑母의 聲母가 /ŋᶢ/에서 /ᶰg/로 변화하는데, 

변화된 이후의 자음형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연구개 마찰음 g･
gh/ɣ/=/ɧ̬/ 에서 비음 ng･ngh/ŋ/으로 변화된 자음형이 기대된다.

疑母에서의 반영례는 다음과 같다.

표3. 疑母의 字例

韻 日本吳音 日本漢音 韓國漢字音 베트남漢字音
開口1等歌韻 カ 我餓 カ 我 아 我餓 nga 我餓
開口1等寒韻 カン 岸 カン 岸 안 岸 ngan 岸

開口1等模韻
コ 五悟誤
コオ 悟誤

コ 午五吳誤 오 五悟誤娛
nhô 午悟吳誤娛
ngu 五

開口1等侯韻 コウ 偶 우 偶 ngâu 偶
合口1等桓韻 クワン 玩 クワン 玩 완 玩 ngoan 玩
合口1等泰韻 クヱ 外 クワイ 外 외 外 ngoai 外
開口2等麻韻 ケ 芽雅牙 カ 芽雅牙 아 芽雅牙 nha 芽雅牙
開口2等刪韻 ケン 顔 カン 顔 안 顔 nhan 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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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와 같이 疑母는 淸濁字에 있어서 鼻音性이 弱化되는 現象을 

확인하기 좋은 字例이다.

日本吳音에서는 ŋᶢ의 비음에 대하여 유성음인 ガ행으로 반영되었다. 

日本漢音에서는 ŋᶢ에서 비음성이 약화된 ᶰg 또한 유성음이기 때문에 

ガ행으로 반영하였다.

韓國漢字音에서는 모두 ㅇ/ŋ/으로 반영되었다. 이것이 음운변화 현

상 후 비음성이 약화된 자음형인 ᶰg로 반영되었다면 유성음이 없는 한

開口2等銜韻 カム 岩 カム 岩 암 岩 nham 岩
開口2等佳韻 カイ 涯崖 カイ 涯崖 애 涯崖 nhai 涯崖

開口2等庚韻 カク 額 額
ngach 額
nhach 額

開口2等江韻 カク 樂岳 カク 樂岳 악 樂 nhac 樂岳

開口2等山韻 ケン 眼 カン 眼 안 眼
nhan 眼
nhơn 眼

開口2等耕韻 경 硬 nganh 硬
合口2等麻韻 クワ 瓦 クワ 瓦 와 瓦 ngoa 瓦
合口2等山韻 クヱン 頑 クワン 頑 완 頑 ngoan 頑
開口3等魚韻 コ 魚漁御語 キヨ 魚漁御語 어 魚漁御語 ngư 魚漁御語

開口3等虞韻
ク 愚隅遇
クウ 愚遇

ク 愚隅遇 우 愚隅遇
ngu 愚
ngung 隅
ngô 遇

開口3等尤韻 コ 牛 キウ 牛 우 牛 ngưu 牛
開口3等祭韻 ケイ 藝 ケイ 藝 예 藝 nghê 藝

開口3等支韻 キ 宜義儀議 キ 義儀議 의 宜義儀議
nghi 宜儀議
nghia 義

開口3等之韻 キ 疑擬 キ 疑擬 의 疑擬 nghi 疑擬

開口3等陽韻 カウ 仰
キヤウ 仰
キヤク 虐

앙 仰
학 虐

ngương 仰
ngươc 虐

開口3等庚韻
カウ 迎
キヤク 逆

ケイ 迎
ケキ 逆

영 迎
역 逆

nghênh 迎
nghinh 迎
nghich 逆

開口3等蒸韻 キヨウ 凝 응 凝 ngưng 凝
開口3等元韻 コン 言 ケン 言 언 言 ngôn 言
開口3等眞韻 コン 銀 キン 銀 은 銀 ngân 銀

開口3等嚴韻
コム 嚴
コフ 業

ケム 嚴
ケフ 業

엄 嚴
업 業

nghiêm 嚴
nghiêp 業

開口3等鹽韻 ケム 驗 험 驗 nghiêm 驗
開口3等侵韻 キム 吟 음 吟 nhâm 吟
合口3等支韻 クヰ 危僞 クヰ 危僞 위 危僞 nguy 危僞

合口3等鍾韻 コク 玉獄
クヨク 玉
クヰヨク 獄

옥 玉獄
ngoc 玉
nguc 獄

合口3等元韻
クワン 元原願
クヱン 源
クワツ 月

クヱン 元原源願
クヱツ 月

원 元原源願
월 月

nguyên 元原源願
nguyêt 月

開口4等先韻 ケン 硏 연 硏 nghiên 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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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에서는 ㄱ/k/으로 반영되었을 것이다. 

베트남漢字音에서는 대부분이 ng/ŋ/로 반영되었으며 간혹 nh/ɲ/의 

반영도 보인다.

韓國漢字音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운변화 현상 후 비음성이 약화된 자

음형인 ᶰg로 반영되었다면 群母에서 濁字의 경우와 같이 k･c･qu로 반

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ng/ŋ/로 반영된 字例를 보면 韓國漢字音과 

비슷한 유입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nh/ɲ/성모는 /ŋ/에서 구개음

화된 /ɲ/인 것에서 미루어 /ng/의 비음성이 약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절운음에서 구개음화가 이루어진 자음형으로 추정되므로 中古音의 

음운변화에 반영이 된 자례인 것이다. 그렇다면 牙音系의 群母와 疑母

에서 보이는 자음형에서 베트남漢字音의 경우에는 切韻音의 자음형이 

주층이며 秦音과 唐宋音이 소수 혼입된 자음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2.1.2. 喉音系

喉音系는 中古音에서 淸字에 해당하는 자음이다. 음가는 후음인 /h/

의 無氣音이고 語頭子音으로는 /ʔ/이며 中古音 시기에서 큰 변화가 없

었으므로 지면관계상 후음계는 생략한다.

2.1.3. 舌音系

舌音系에서는 中古音시기에 많고 복잡한 음운변화가 있었다. 그 중

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舌上音이 分立한 것이라 할 수 있다. 中古音에서 

舌音系는 南北朝音까지는 舌頭音과 舌上音의 구별이 없었으며, 切韻音

에서 舌頭音과 舌上音이 分立하여 舌頭音 透母의 tʰ와 舌上音 徹母의 ṭ
ʰ로 나뉘게 된다. 즉, 南北朝音에서는 舌頭音만 있었는데 切韻音에 이

르러서 舌頭音과 舌上音으로 나뉘게 되었다. 

南北朝音   =>   切韻音

舌頭音
舌頭音

舌上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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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切韻音에서는 이미 舌頭音과 舌上音으로 분립되었으므로 舌

頭音과 舌上音이 구분되어 있다면 이미 切韻音이고 구분이 없다면 南

北朝音의 반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분립된 舌

上音에 해당하는 성모를 확인해 본다. 

2.1.3.1. 透母

표4. 透母의 字例

透母는 舌頭音으로 次淸字聲母의 無聲有氣音 tʰ에 해당한다. 

일본어 음운에는 有氣音과 無氣音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無聲有氣音

韻 日本吳音 日本漢音 韓國漢字音 베트남漢字音
開口1等歌韻 タ他 タ他 타他 tha他
合口1等戈韻 タ唾 タ唾 타妥唾 thoa妥唾
開口1等模韻 ト土吐 ト土吐 토土吐 thô土吐
開口1等候韻 투透 thâu透

開口1等豪韻 タウ討 タウ討
토討
도挑

thao討

開口4等蕭韻 テウ挑 テウ挑 됴眺 thiêu挑眺

開口1等咍韻 タイ胎 タイ貸胎態
貸
胎態

thai貸胎態

合口1等灰韻
ツイ推
タイ推退

퇴退推
thôi退推
thôai退

開口1等泰韻 タイ太泰 タイ太泰 태太泰 thai泰太汰
開口4等齊韻 タイ體 テイ體替 톄體替 thê體替

開口1等東韻
ツウ通痛
ツ通痛

トウ通痛 통通痛 thông通痛

開口1等冬韻 ツウ統 トウ統 통統 thông統

開口1等唐韻 タウ湯
タウ湯
タク託

탕湯
탁拓託

thang湯
thac拓託

開口4等靑韻 チヤウ頂聽 テイ聽 뎡町
thinh聽廳
sanh廳

開口1等寒韻
タン炭嘆
タチ達

タン炭嘆
タツ達

탄炭嘆
달達

than炭嘆

合口1等桓韻 タツ脫 タツ脫 탈脫 thoat 脫

開口4等先韻
テン天
テツ鐵

テン天
텬天
텰鐵

thiên天
thiêt鐵

開口1等談韻 タフ塔 탑塔搭
thap塔
đap搭

開口1等覃韻
トム貪
タフ踏

タム貪
탐貪探
답踏

tham貪探

開口4等添韻
텸添
텹貼

thiêm添
thiêp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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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透母의 성모인 tʰ에 대하여는 無聲音인 /t/로 반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日本吳音과 日本漢音에서는 タ行으로 반영될 수 밖에 없다.

韓國漢字音에서는 유기음가 무기음의 구별이 있는 음운체계이기 때

문에 無聲有氣音인 透母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ㅌ/tʰ/로 반영되었다.

베트남漢字音에서 舌頭音인 透母는 th/tʰ/로 반영되었다. 이와 같이 

日本吳音과 日本漢音, 그리고 韓國漢字音과 베트남漢字音에서는 모투 

透母에 대하여 /tʰ/ 성모를 반영하였다.

2.1.3.2. 徹母

표5. 徹母의 字例

徹母는 南北朝音까지는 舌頭音인 透母/tʰ/에 속해 있었으나 切韻音

에서 舌上音으로 나뉘었다. 徹母도 透母와 마찬가지로 無聲無氣音이며 

聲母는 舌上音인 ṭʰ/ṭh/에 해당한다. 위의 표와 같이 日本吳音과 日本漢

音에서는 透母와 동일하게 모두 /t/로 받아들여 タ行으로 반영되었다. 

有氣音과 無氣音의 구별이 없는 日本漢字音에서는 透母와 徹母에서 모

두 タ行으로 반영되었으므로 舌頭音과 舌上音을 구별하여 반영되었는

지에 대하여 단정지을 수 없다.

韓國漢字音에서도 日本漢字音과 마찬가지로 透母와 徹母의 반영이 

동일하게, 대부분 ㅌ/tʰ/으로 반영되었다. 이것은 韓國漢字音에서도 역

시 舌頭音과 舌上音의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透母와 같은 ㅌ/tʰ/로 반

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漢字音에서는 舌上音인 徹母 ṭʰ는 ʂ/s/와 tr/ʈ/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ch/c/로도 반영되었다. 朴炳采(1990:19)는 “徹

韻 日本吳音 日本漢音 韓國漢字音 베트남漢字音
開口3等尤韻 튜抽 trưu抽
開口3等宵韻 テウ超 テウ超 툐超 siêu超

開口3等之韻 チ恥癡 チ恥癡祉 티恥癡
si恥癡
chi祉

開口3等東韻 チク畜蓄 チク畜蓄 튝畜蓄 suc畜蓄
開口3等淸韻 뎡偵 trinh偵
開口3等蒸韻 チヨク勅 チヨク勅 틱勅 sǎc勅
開口3等仙韻 テツ撤徹 テツ撤徹 텰撤徹 triêt撤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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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ṭh/가 기본적으로 베트남漢字音에 있어서 ʂ/s/에 대응하는 규칙성

을 보여주고 있으며, 舌頭音 th가 th로 대응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ṭ
가 s로 반영된 것은 知母, 澄母와 같이 동일한 口蓋化로 인한 齒擦音化

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베트남漢字音의 徹母에서 주된 聲母가 ʂ/s/이고 tr/ʈ/로 반영된 것과 

ch/c/로 반영된 字例와 함께 透母의 th/tʰ/와는 구별된다는 볼 수 있는

데, 이것은 베트남漢字音에서는 舌頭音과 舌上音을 구별해서 반영하였

고, 中古音에서 切韻音 이후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2.1.3.3. 定母

定母는 中古音시기에 有聲音에서 次淸字로 변한다. 즉, 切韻音까지

는 有聲音聲母 /d/이었으나 이후 次淸字聲母 /tʰ/로 변화한다.

표6. 定母의 字例

韻 日本吳音 日本漢音 韓國漢字音 베트남漢字音
開口1等歌韻 ダ駄 타駄
合口1等戈韻 ダ墮惰 タ墮 타墮惰 đoa墮惰

開口1等模韻
ド 徒度渡
ヅ塗途圖
ヅウ塗

ト徒塗途圖度渡 도徒塗途圖度 đô徒塗途圖度渡

開口1等候韻 ヅ豆頭投 トウ豆頭投
두豆頭痘讀
투投

đâu豆頭痘投讀

開口1等豪韻 ダウ道導桃盗稻
タウ道導逃桃盗
陶稻悼

도道導逃桃盗陶
稻悼

đao道導逃桃盗
陶稻
điêu悼

開口4等蕭韻 デウ條調跳 テウ條調跳 됴條調跳
điêu條調
khiêu跳

開口1等咍韻 ダイ代臺怠待逮 タイ代臺怠逮
代袋臺待
怠

đai代袋臺怠待逮

合口1等灰韻
タイ隊
ツイ隊

đôi隊

開口1等泰韻 ダイ大 タイ大 대大
đai大
thai大

開口4等齊韻 ダイ弟第提題逮 テイ弟第提題遞
뎨弟第提題
톄締逮

đê弟第提題締遞
逮
đai遞

開口3等脂韻 ヂ地 チ地 디地 đia地

開口1等東韻
ドウ同洞銅筒童
動
ドク獨讀

トウ同洞銅童動
トク獨讀

동同洞銅筒童瞳
動
독獨讀

đông同洞胴銅筒
童瞳動
đôc獨讀

開口1等冬韻 ドク毒 トク毒 독毒 đôc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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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와 같이 日本吳音에서는 有聲音 /d/에 대하여 ダ行으로 반영

되었다. 日本漢音에서는 次淸字化된 聲母인 タ行으로 반영되어, 日本

吳音과 日本漢音의 시대적 구분에 따라 명확하게 자음형의 차이를 보

여주고 있다.

韓國漢字音에서는 대부분 ㄷ/t/으로 반영되었다. 한국어 음운구조에

서는 有聲音과 無聲音의 구별이 없으므로 定母/d/에서의 有聲音은 無

聲音인 ㄷ/t/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일부 한자음에서는 ㅌ/tʰ/으로 반영된 자음형이 보이는데, 이것은 切

韻音 후기에 次淸字化한 /tʰ/를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현대사회와 같

이 끊임없이 새로운 단어가 생기고 사멸되며 신종단어가 유입되듯이 

한자라는 것도 외국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

다. 이미 韓國漢字音이라는 주층이 형성된 이후에도 꾸준히 새로 보급

되는 자례들은 많다. 그러므로 定母에서 보이는 ㅌ/tʰ/의 자음형도 역시 

절운음 이후 당대에 새로 보급된 한자라고 판단된다.

베트남漢字音에서는 대부분의 자음형에서 đ/d/로 반영되었으며, 

th/tʰ/와 kh/kh/로 반영되는 字例가 한 字씩 보인다. 베트남어에는 有·

無聲音의 대립이 없지만 음운조건에 따라 유성음이 존재한다. 定母의 

開口1等唐韻
ダウ唐堂
ダク度

タウ堂
당唐堂糖
탁度

đương唐堂糖
đac度

開口4等靑韻
ヂヤウ停頂定
ヂヤク笛敵

テイ亭停庭定
テキ笛敵

뎡亭停廷庭艇定
頂町
뎍笛敵

đinh亭停廷庭艇
定錠頂町
đich笛敵

開口1等登韻
ドウ騰
ドク特

トウ騰
등藤騰
특特

đǎng藤謄騰
đǎc特

開口1等寒韻
ダン檀彈誕
ダチ達

タン檀彈誕
タツ達

단檀
탄弾誕
달達

đan檀誕
đat達

合口1等桓韻
ダン團斷段
ダツ脫奪

タン團斷
タツ奪脫

단團斷段
탈奪脫

đoan團斷段
đoat奪

開口4等先韻 デン田電塡殿 テン田電殿 뎐田電塡殿 딜迭
điên田電塡殿
điêt迭

合口1等魂韻 ドン鈍
トン屯鈍豚
トツ突

돈豚
둔屯鈍
돌突

đôn屯鈍豚
đôt突凸

開口1等談韻 ダム淡談 タム淡談 담淡談 đam淡談

開口1等覃韻 ドム曇
đam曇
đap踏

開口4等添韻 デフ疊 điêp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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聲母인 有聲音 /d/를 베트남漢字音에서도 有聲音인 đ/d/로 반영했다는 

것은 日本吳音이나 韓國漢字音과 같은 시대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1例에서는 th/tʰ/로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韓國漢字音에서 나타

나는 ㅌ/tʰ/으로 반영된 자음형과 동일한 조건으로 次淸字化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3.4. 澄母

표7. 澄母의 字例

南北朝音까지는 舌頭音인 定母/d/에서 切韻音에서는 舌上音/ḍ/인 澄

韻 日本吳音 日本漢音 韓國漢字音 베트남漢字音
開口2等麻韻 ダ茶 チヤ 茶 다茶 tra茶
開口3等魚韻 ヂヨ除 チヨ除 뎨除 trư除
開口3等虞韻 ヂウ柱住 チウ柱住 듀柱住 tru柱住
開口3等尤韻 チウ宙酎 듀宙酎 tru宙酎
開口3等宵韻 デウ兆潮 テウ兆 됴兆潮 triêu兆潮
開口3等祭韻 ダイ滯 テイ滯 톄滯 trê滯
開口3等支韻 ヂ池 チ池 디池 tri池
開口3等脂韻 ヂ稚緻治 チ稚治 티稚緻治 tri稚緻治
合口3等脂韻 ヅイ墜 ツイ墜 튜墜 truy墜

開口3等之韻
ヂイ持値治
チイ持値治

チ持治値
디持
티値治

tri持値治

開口3等東韻
チウ蟲仲沖
チク逐軸

チウ蟲仲
チク逐軸

듕仲
튱蟲沖
튝逐軸

trung蟲沖
trong仲
xung沖
truc逐軸

合口3等鍾韻 ヂウ重 チヨウ重 듕重
trung重
trong重

開口2等江韻
ドウ憧
ダク濯濁

タウ憧
タク濯

탁濯濁
trac濯濁
troc濁

開口3等陽韻
ヂヤウ丈場長
ヂヤク着

チヤウ丈場長
チヤク着

댱丈場長
탹着

trương丈場長
trươc着

開口2等庚韻 チヤク澤擇 タク宅澤擇 宅澤擇 trach宅澤擇
開口3等淸韻 テイ呈程 뎡呈程 trinh呈程

開口3等蒸韻
チヨウ澄
チキ直

チヨウ澄
チヨク直

딩澄懲
딕直

trưng澄懲
trưc直

開口2等山韻 탄綻 tran綻
開口3等山韻 デツ撤徹 テツ撤徹 텰撤徹 triêt撤徹
合口3等山韻 デン傳 テン傳 뎐傳 truyên傳

開口3等眞韻 チン陳陣塵
チン陳塵
チツ秩

딘陳陣塵
딜秩

trân陳陣塵
trât秩

開口3等侵韻 ヂム沈 チム沈朕
팀沈
딤朕

trâm沈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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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로 分立하였다. 이후, 秦音에서는 次淸字化/ṭh/한다. 그러므로 澄母

에서 舌頭音과 舌上音의 차이를 반영하였는지와 次淸字化한 자음형인

지가 수용시기의 대한 반영에 대한 증거가 된다.

南北朝音   =>   切韻音   =>   唐音

舌頭音/d/
舌頭音/d/

次淸字化
/tʰ/

舌上音/ḍ/ /ṭʰ/

위의 표와 같이 日本吳音에서는 舌頭音과 舌上音의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음형이 ダ行/d/으로 반영되었

다. 

日本漢音에서는 이미 시대적으로도 次淸字化된 시기의 반영이므로 

有氣音과 無氣音의 구별이 없는 일본어에서는 /ṭʰ/에 대하여 タ行/t/으

로 반영하였다. 

韓國漢字音에서는 舌頭音과 舌上音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ㄷ

/t/으로 반영되었으나, 次淸字化/ṭʰ/의 반영으로서 ㅌ/tʰ/으로 반영되었

다. 澄母에서 나타나는 ㅌ/tʰ/의 자음형도 定母에서 기술한 이유와 동일

한 원인이라고 추측된다. 

한국어의 음운에는 ㅈ/ʦ/과 ㅊ/ʦʰ/의 음소가 존재하므로, 舌上音인 

/ṭʰ/에 대하여 비슷한 음소인 ㅈ/ʦ/이나 ㅊ/ʦʰ/으로 반영했어야 한다. 

그러나 ㅈ/ʦ/이나 ㅊ/ʦʰ/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舌頭音과 舌上音

으로 分立되기 이전 시기의 자음형이라는 증거이다.

베트남漢字音에서는 대부분이 tr/ʈ/로 반영되었다. 舌頭音과 舌上音

의 차이를 반영하였는지와 次淸字化한 자음형인지가 수용시기의 대한 

반영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上述하였다. 定母에서 베트남漢字音의 대

표적인 자음형은 đ/d/이다. 그리고 澄母에서의 대표적 자음형은 tr/ʈ/이
다. 이와 같이 定母와 澄母가 차별적으로 字音形이 다르게 반영되어 있

다는 것은 舌頭音과 舌上音의 구별이 있었다는 것이며 이는 舌上音으

로 分立된 이후의 切韻音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하 中古音시기에

서 濁字聲母가 次淸字聲母로 변화가 되는 현상이 있었던 聲母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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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1.3.5. 泥母

中古音의 대표적인 음운변화 중 하나로 淸濁字의 鼻音性 弱化現象을 

뽑을 수 있는데, 이 현상이 적용되는 聲母는 泥母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淸濁字의 鼻音性 弱化現象

nᵈ => ᶰd

中古音은 切韻期 음운변화중 하나인 淸濁字聲母에서 鼻音性이 약화

되는 현상이 반영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어느 시기의 수용음인지 판

별을 할 수 있다. 

泥母에서는 鼻音性이 약화되어 聲母가 /nᵈ/에서 /ᶰd/로 변화하는데, 

변화된 이후의 자음형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鼻音 /n/에서 有聲音 /d/로 

변화된 자음형이 기대된다.

泥母에서의 반영례는 다음과 같다.

표8. 泥母의 字例

韻 日本吳音 日本漢音 韓國漢字音 베트남漢字音
開口1等歌韻 ナ那奈 ダ那 나那 na那

開口1等模韻
ヌ奴怒
ヌウ奴

ド奴怒 노奴怒 nô奴努怒

開口1等豪韻 ナウ惱腦 ダウ惱 노惱腦 nao惱腦
開口4等蕭韻 ネウ尿 뇨尿 niêu尿溺
開口1等咍韻 ナイ耐 내耐 nai耐

合口1等灰韻
ナイ內
ヌイ內

ダイ內 內 nôi內

開口1等泰韻 ナイ奈 내奈 nai奈
開口4等齊韻 ナイ泥 니泥 nê泥
開口1等冬韻 ノウ農 ノウ農 농農 nông農
開口1等唐韻 ナク諾 ダク諾 낙諾 nǎc諾

開口4等靑韻 ニヤウ寧
ネイ寧
テキ溺

녕寧
닉溺

ninh寧
nich溺

開口1等登韻 ノウ能 ノウ能 능能 nǎng 能
開口1等寒韻 ナン難 ダン難 난難 nan難
合口1等桓韻 ナン暖 난暖 noan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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泥母는 鼻音聲母에서 鼻音性이 약화되어 /nᵈ/에서 /ᶰd/로 聲母변화

한다. 

日本吳音에서는 南北朝期의 鼻音聲母 /nᵈ/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ナ

行/n/으로 반영되었다. 鼻音/nᵈ/이 中古音에서 鼻音性이 약화되면서 

/ᶰd/로 변하는데 日本漢音에서 ダ行으로 나타나는 것이 /ᶰd/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日本漢字音의 日本吳音에서는 ナ행/n/으로 나타

나고 日本漢音에서 ダ行/d/으로 나타나는 것이 시대적 기준의 지표가 

된다.

韓國漢字音에서는 모두 ㄴ/n/로 반영된 것이 鼻音性이 약화되는 현

상이 발생하기 이전의 수용음이라는 증거이다.

베트남漢字音에서는 본고의 자료로 사용하는 상용한자음에서는 모

두 n/n/으로 반영되었다. 상용한자음 이외의 타 자료에서 예외적으로 

보이는 拈은 niêm과 chiêm의 音이 있는 多音字이며 嫋는 베트남漢字

音에서는 niêu와 liêu의 두 가지 발음이 있다. 惄:thuc은 叔을 부수로 

착각한 誤讀으로 보인다. 鼐:lai의 경우에는 舌音에서 발생하기 쉬운 조

음점의 인접에 의한 오류로 추측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2.1.3.6. 娘母

표9. 娘母의 字例

開口4等先韻 ネン年 ネン年 년年 niên年

開口1等覃韻
ナム南男
ナフ納
ノフ納

ダム男
ダフ納

남男南
납納

nam男南
nap納

開口4等添韻 ネム念 デム念 념念捻 niêm念捻

韻 日本吳音 日本漢音 韓國漢字音 베트남漢字音

開口3等魚韻 ニヨ女 ヂヨ女 녀女
như女
nư女

開口3等脂韻 ニ尼 ヂ尼 니尼 ni尼
合口3等鍾韻 ヂヨウ濃 농濃 nung濃

開口3等陽韻 ヂヤウ釀 냥孃釀
nương孃
nhương釀

開口3等蒸韻 ノク匿 ヂヨク匿 닉匿 nǎc匿
開口3等鹽韻 niêm粘
開口3等侵韻 ニム賃 님賃 nhâm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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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朝音에 舌頭音이었던 泥母에서 切韻音에서 舌上音인 娘母가 분

립하였다 切韻音에서 舌上音으로 분립되었던 娘母는 또 다시 唐音에서

는 鼻音性이 약화되는 聲母변화현상을 거친다. 

위의 표와 같이 日本吳音에서는 舌頭音과 舌上音의 구별이 없었으므

로 舌上音/ṇᵈ/에 대하여 泥母에서와 같이 ナ行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日本漢音에서도 /ᶰḍ/에 대하여 舌頭音과 舌上音의 차이가 없으

므로 泥母에서와 동일하게 鼻音性이 약화된 ダ行으로 반영되었다. 

韓國漢字音에서도 舌頭音과 舌上音의 구별이 없었던 시기의 수용음

이기 때문에 日本吳音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ㄴ/n/으로 반영되었다. 

南北朝音   =>   切韻音   =>   唐音

舌頭音/nᵈ/
舌頭音/nᵈ/

鼻音性弱化
/ᶰd/

舌上音/ṇᵈ/ /ᶰḍ/   

베트남漢字音에서의 주된 자음형은 n/n/와 nh/ɲ/이며 예외적으로 

鐃:kiêu와 淖:trao가 보인다. n/n/의 경우에는 舌上音으로 分化되기 이

전의 자음형이며 舌上音으로 分化된 /ṇᵈ/의 반영으로는 口蓋化된 자음

형인 nh/ɲ/로 구별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舌頭音과 舌上音의 음성적 

차이에 대하여 충실하게 轉寫하려고 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베트남漢字音의 娘母에서 泥母와 동일하게 나타난 자음형은 南北朝

音의 수용음으로 舌上音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자음형이며, nh/ɲ/로 반

영한 자음형은 切韻音에서 舌上音으로 분화한 이후의 자음형이라 할 

수 있겠다. 

2.1.4. 齒音系

齒音系 자음형은 南北朝音까지는 齒頭音과 正齒音으로 구별되었다

가 切韻音에서 齒頭音과 正齒音 그리고 齒上音으로 分化하였다. 切韻

音 이후 唐音에 와서는 다시 齒上音이 正齒音으로 합류해서 齒頭音과 

正齒音만 남게 되는 음운변화과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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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朝音   =>   切韻音   =>   唐音

齒音系
齒頭音

正齒音

齒頭音

正齒音

齒上音

齒頭音

=>
正齒音

그러므로 齒音系에서 齒頭音･正齒音･齒上音으로 구별되어 있다면 

切韻音의 시기의 수용음이다. 齒音系의 聲母를 다루기에는 지면이 부

족하므로 切韻期에 齒上音이 分化된 3分期의 자음형에 해당하는 聲母

만을 간략하게 다룬다.

2.1.4.1. 照母와 莊母의 구별

照母와 莊母가 구별된 자음형으로 반영되었다면 正齒音과 齒上音의 

구별을 했다는 것이다. 

표10. 照母의 字例

韻 日本吳音 日本漢音 韓國漢字音 베트남漢字音
開口3等麻韻 シヤ 者 シヤ 者 쟈 者 gia 者

開口3等魚韻 シヨ 煮諸 シヨ 諸
쟈 煮
졔 諸

chư 煮諸

開口3等虞韻
ス 主
シユ 主朱珠注

シウ 主朱珠注鑄
쥬 主朱珠
주 注鑄

chu 主朱注鑄
chau 珠

開口3等尤韻 シウ 舟周週
シウ 舟周
シク 祝

쥬 州舟周
츅 祝

chu 州舟周
châu 州舟周
chuc 祝

開口3等宵韻 セウ 沼詔照招 セウ 沼昭詔照
쇼 沼昭
죠 詔照
툐 招

chiêu 沼昭詔照招
triêu 招

開口3等祭韻 セイ 制製 セイ 制製 졔 制製 chê 制製
開口3等支韻 シ 支枝紙 シ 支枝紙 지 支枝肢紙 chi 支枝肢紙

開口3等脂韻 シ 旨至 シ 旨脂至 지 旨脂至
chi 旨脂至
tri 至

開口3等之韻 シ 止志 シ 止志誌 지 止志 chi 止志誌

開口3等東韻
シウ 終衆
シユ 終衆

シウ 終
シク 祝

죵 終
듕 衆
츅 祝

chung 終衆
chuc 祝

開口3等陽韻 シヤウ 章掌障 シヤウ 章掌障 쟝 章掌障彰 chương 章掌障彰

開口3等淸韻 シヤウ 正政整 セイ 正征政整 졍 正征政整 chinh 正征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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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와 같이 照母/tɕ/에서의 日本吳音과 日本漢音은 모두 サ

행으로 반영되었다.

齒音系 聲母인 照母의 /tɕ/에 대하여 일본어 음운에서는 가장 가까운 

조음점인 サ行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韓國漢字音에서는 照母의 /tɕ/에 대하여 대부분은 ㅈ/ʦ/로 반영하였

으며 일부 字例에서 ㅊ/ʦʰ/의 반영도 보인다. 한국어에서 照母의 /tɕ/에 

대한 인접한 조음점을 가진 齒音系 聲母인 ㅈ/ʦ/이 존재하기 때문에 日

本漢字音과 같이 /ʃ/로 반영 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음계인 ㅈ/ʦ/로 반

영되었다.

베트남漢字音에서는 /tɕ/에 대한 반영이 ch/tɕ/와 th/tʰ/로 반영되었

다. ch/tɕ/로 반영된 자례들은 照母의 자음형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th/tʰ/의 반영은 正齒音이 齒上音으로 분화되는 과정의 혼용이

라고 추측된다.

シヤク 隻 쳑 隻
trinh 征
chanh 正政
chich 隻

開口3等蒸韻
シヨウ 證
シキ 織

シヨウ 證蒸
シヨク 織

증 證症蒸
직 織職

chưng 證蒸
chưc 織職

開口3等仙韻
セン 戰
セツ 折

セン 戰
セツ 折

젼 戰
졀 折

chiên 戰
chiêt 折
triêt 折
thiêt 折

開口3等眞韻
シン 振眞震
シツ 質
シチ 質

シン 振眞震
シツ 質
シチ 質

진 振眞震
딘 診
질 質

chân 振眞震診
chât 質

開口3等鹽韻 セム 占 セム 占 졈 占 chiêm 占

開口3等侵韻
シム 針
シフ 執汁

シム 針
シフ 執汁

집 執

trâm 針
châm 針
trâp 汁
châp 執

合口3等鍾韻
シユ 種鐘
ソク 囑

シヨウ 種鐘
죵 種鐘
쵹 囑

chung 種鐘
chuc 囑

合口3等仙韻
セン 專
セチ 拙

セン 專
セツ 拙

젼 專
졸 拙

chuyên 專
chuyêt 拙

合口3等諄韻
シユン 準
ユイ 准

シユン 准準 쥰 準 chuân 准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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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莊母의 字例

*韓國漢字音에서 同一漢字에 두 가지 자음형이 나타날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千字文은 ◯千 , 訓蒙字會는 ◯字 , 新增類

合은 ◯類로 표시한다.

莊母는 切韻音期에 正齒音에서 齒上音으로 분화된 성모이며 당대에 

가서는 다시 正齒音으로 합류되기 때문에 正齒音/tɕ/의 자음형 뿐 아니

라 齒頭音인 莊母/tʃ/의 聲母를 변별적으로 반영하였다면 切韻音의 수

용음이라는 방증이 된다.

일본어 음운에는 齒音系 聲母인 照母의 /tɕ/와 莊母/tʃ/의 변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日本吳音과 日本漢音에서는 모두 サ행으로 반영되었다.

韓國漢字音에서는 ㅈ/ʦ/와 ㅊ/ʦʰ/가 혼용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正齒

音 照母/ʦ/에서 齒頭音 莊母/ʦʰ/으로 분화하기 이전의 자음형과 변화된 

자음형의 혼용으로 보인다.

베트남漢字音에서는 tr/ʈʂ/과 ch/tɕ/의 반영이 같이 보이는데, tr/ʈʂ/
는 齒上音으로서의 莊母의 자음형인 /tʃ/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

이며 ch/tɕ/의 반영은 正齒音의 혼용이라고 판단된다.

2.1.5. 脣音系

脣音系의 聲母는 南北朝音 초기에서는 重脣音(幫母/p/, 滂母/pʰ/, 竝

韻 日本吳音 日本漢音 韓國漢字音 베트남漢字音

開口2等麻韻 シヤ 詐 サ 詐 사 詐 tra 詐

開口2等刪韻 サツ 札 trat 札

開口2等佳韻 サイ 債
채 債◯字
쵀 債◯類

trai 債

開口2等江韻 サク 捉 착 捉
troc 捉
chôc 捉

開口2等皆韻 サイ 齋 齋
trai 齋
chai 齋

開口2等耕韻
シヤウ 爭
シヤク 責

サウ 爭
サク 責
セキ 責

爭
責

tranh 爭
trach 責

開口3等魚韻 ソ 阻 シヨ 阻 조 阻 trơ 阻

開口3等陽韻 サウ 壯 シヤウ 粧壯莊裝
장 粧壯裝
쟝 莊

trang 壯莊裝

開口3等蒸韻
ソク 側
シキ 側

측 側 trǎc 側



한중일한자음과의 비교를 통한 베트남한자음의 자음체계 연구  185

母/b/, 明母/m/)이었던 것이 中古音시기에 음운변화를 거쳐 輕脣音(非

母/f/, 敷母/fʰ/, 奉母/v/, 微母/ɱ/)이 발생하였다. 

표12. 脣音系의 시대별 변화

南北朝音 切韻音 秦音
淸字 : 幫母/p/ 無聲無氣音

輕脣音化

非母/f/
次淸字 : 滂母/pʰ/ 無聲有氣音 敷母/fh/
濁字 : 竝母/b/ 有聲音 奉母/v/ 次淸字化
淸濁字 : 明母/m/ 鼻音 微母/ɱ/ 鼻音性弱化

위의 표에서와 같이 脣音系 聲母는 南北朝音에서 秦音에 이르기까지 

聲母변화가 확연하게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용시기에 대한 유추가 다

른 성모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다. 

하지만 음운변화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변하는 것이 아

니다. 당시의 시대에서 서서히 변하고 音聲이 변한 후에 音韻이 바뀌고 

표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운변화 하나만으로 모태층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 여겨진다. 金正彬(2005b)은 廣韻에서도 이

미 半切에서 重脣音字와 輕脣音字의 구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

이 南北朝音에서 이미 重脣音과 輕脣音의 변별이 있었고 半切에서 구

별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은 音聲이나 音韻的으로 이미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우선은 聲母의 重脣音과 輕脣音의 구별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수용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推定法이다. 그러나 이것

이 南北朝音에서 切韻音의 어느 시기의 음운변화였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차후의 과제로 하고 본고에서도 일반적인 대응방법에 따

라 순음계를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三根谷徹(1993)가 圖式化한 순음계 성모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13. 脣音系聲母의 音韻

中古音
南北朝音 ≫ 切韻音 ≫ 秦音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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脣音聲母의 重脣音에서 輕脣音으로 변하게 되는 원인과 과정에 대하

여는 平山久雄(1967), 沼本克明(1982), 三根谷徹(1993), 李京哲, 李相

怡(2012a, 2012b, 2013) 외, 諸說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지면관계 상 

다루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脣音聲母의 明母와 微母의 字例를 확인하며, 輕脣音으로 

분화한 聲母와 鼻音性이 약화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다룬다.

2.1.5.1. 明母와 微母의 반영

표14. 明母의 字例

f => f f

ph
ph pʰ
fh fh

b
b pʰ
v v>fʰ

m
m mb
ɱ ɱ>ɱv

韻 日本吳音 日本漢音 韓國漢字音 베트남漢字音

開口1等唐韻
マウ 忙
マク 漠幕膜

ハク 漠幕膜
방 忙
막 漠幕膜

mang 忙
mac 漠幕膜
mô 幕

開口1等豪韻 モウ 毛 ホウ 毛冒帽 모 毛冒帽 mao 毛冒帽

開口1等模韻
ホ 慕模暮
ホオ 慕暮

ホ 慕模墓
모 慕模暮
묘 墓

mô 募慕模暮墓

開口1等東韻 モク 木 ホク 木 목 木 môc 木

開口1等候韻
モ 母某貿
ム 某茂貿
ムウ 茂

ホ 母茂某
ホウ 貿

모 母某
무 茂貿

mâu 母茂貿
mô 某

開口1等登韻 モク 墨黙 ホク 墨黙 믁 墨黙 mǎc 墨黙
合口1等戈韻 マ 摩磨魔 ハ 魔 마 摩磨魔 ma 摩磨魔

合口1等桓韻
マン 滿
マツ 末抹

ハン 滿
ハツ 末

만 滿漫
말 末抹

man 滿漫
mat 末抹

合口1等灰韻 マイ 每妹枚 ハイ 每枚  梅媒每妹枚
môi 媒妹
môui 妹
mai 梅媒枚

合口1等魂韻
モン 門
モツ 沒

フン 門
ホツ 沒

문 門
몰 沒

môn 門
môt 沒

開口2等麻韻
マ 麻
メ 馬罵

ハ 馬罵
마 馬麻罵◯字
매 罵◯類

ma 馬麻罵

合口2等刪韻 マン 蠻慢 ハン 蠻 만 蠻慢
man 蠻慢
mân 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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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母에서의 日本吳音 /m/의 聲母에 대하여 マ行으로 반영하였다. 그

리고 日本漢音에서는 淸濁字의 鼻音性약화현상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バ行으로 반영되었으며 일부에서는 吳音의 흔적이 남아 있다.

南北朝音        =>        切韻音        =>   唐音

明母/mb/

明母/mb/

鼻音性弱化

/mb/

微母/ɱ ͮ/ /ᶬv/

合口2等庚韻 ミヤウ 猛 マウ 盲猛 盲猛 manh 盲猛
合口2等皆韻 埋 mai 埋
合口2等耕韻 ミヤク 麥 ハク 麥脈 麥脈 mach 麥
開口3等宵韻 メウ 苗 ヘウ 苗描 묘 苗描 miêu 苗描

開口3等宵韻
甲類

メウ 秒妙 ヘウ 妙 묘 妙
diêu 秒妙
riêu 秒
rươu 妙

開口3等脂韻 ミ 魅美 ヒ 魅美
魅
미 美

mi 魅美

開口3等東韻 モク 目 ホク 目 목 目 muc 目

開口3等眞韻
ミン 敏
ミツ 密

ヒン 敏
ヒツ 密

민 敏
밀 密

mân 敏
mât 密

開口3等眞韻
甲類

ミン 民 ミン 民 민 民 dân 民

合口3等微韻 ミ 微未 ヒ 尾微未 미 尾微
vi 尾微未
mui 未

合口3等庚韻 ミヤウ 命明鳴盟 メイ 命明鳴盟
명 命明鳴
盟

minh 命明鳴盟
manh 命
mênh 命

合口3等淸韻 ミヤウ 名 ヘイ 名 명 名
danh 名
minh 名

合口3等元韻 マン 萬 ハン 晩萬 만 晩萬 van 晩萬
合口3等仙韻 メン 勉免 ヘン 勉免 면 勉免 miên 勉免

合口3等仙韻
甲類

メン 面綿
メツ 滅

メン 面
メツ 滅

면 面綿
멸 滅

diên 面
riên 面
miên 綿
diêt 滅
duyêt 滅

合口3等庚韻
モン 文聞問
モツ 物

フン 文聞問
フツ 物

문 文聞紋問
믈 物

vǎn 文聞紋
vân 紋問
vât 物

開口4等蕭韻 メウ 猫 ヘウ 猫 묘 猫 miêu 猫
開口4等先韻 メン 眠 면 眠 miên 眠

合口4等齊韻
メイ 迷
マイ 米

ヘイ 米迷 미 米迷 mê 米迷

合口4等靑韻 メイ 銘 명 銘 minh 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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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漢字音에서는 ㅁ/m/聲母로 반영되었으며 1개의 字例에서만 鼻

音性약화된 聲母로 반영된 예로 忙字가 보이지만 淸濁字에서 鼻音性이 

약화되는 唐音을 讀書音으로서 받아들였지만 본래의 자음형인 /mang/

과 동시에 사용되다가 /bang/의 音讀은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표15. 微母의 字例

微母에서는 日本吳音에서는 明母에서의 반영과 동일하게 /ɱ ͮ/의 聲

母에 대하여 マ行으로 반영하였다. 일본어 음운에는 明母의 /mb/와 口

蓋化가 된 微母의 /ɱ ͮ/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 이것은 日本漢音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日本漢音에서도 明母에서 반영된 자음형과 동일하

게 微母의 반영에서도 バ行으로 반영되었다.

韓國漢字音에서도 일본오음과 동일하게 明母의 /mb/와 口蓋化가 된 

微母의 /ɱ ͮ/에 대한 변별력이 없으므로 ㅁ/m/으로 반영되었다.

베트남漢字音에서는 微母의 /ɱ ͮ/에 대하여 반영된 字例와 비음성약

화되어 /ᶬv/변한 聲母로도 반영된 字例를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漢字

音에서는 日本吳音과 韓國漢字音과 마찬가지로 切韻音을 수용한 자음

형이 대부분이며 일부에서는 南北朝音에서 唐代까지의 中古音의 음운

변화 현상이 일어난 이후의 자음형도 혼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3. 결론

音韻은 유동적이다. 中古音에서의 음운 역시 시대에 따라 변했기 때

韻 日本吳音 日本漢音 韓國漢字音 베트남漢字音

開口3等虞韻
ム 侮武舞務霧無
ムウ 務無

フ 侮武舞務霧無
무 武舞務霧無
모 侮

vu 侮武舞務霧
vô 無

開口3等尤韻 ム 謀矛 모 謀矛 mưu 謀矛

開口3等東韻
ムウ 夢
モク 牧

ホウ 夢
ホク 牧

몽 夢
목 牧

mông 夢
muc 牧

開口3等陽韻 マウ 亡忘望妄網 ハウ 亡望妄網 망 亡忘望妄網 vong 亡忘望妄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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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후대에서 본다면 중고음시기의 여러 가지의 음운변화는 유동적

이지만 체계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운변화중에서도 

특히, 聲母면에서는 눈에 띄는 패턴이 있었다. 여러 성모에서 공통적으

로 발생한 현상 중, 濁字의 次淸字化현상과 淸濁字의 鼻音性 弱化現象

이 가장 대표적인 例이다. 또한 舌音系 聲母에서는 南北朝音까지는 舌

頭音과 舌上音의 구별이 없었으나 切韻音에서 舌頭音과 舌上音이 分化

하여 舌頭音과 舌上音으로 나뉘게 된다.

그러므로 舌頭音에서 舌上音으로 分化하여 서로 다른 반영음을 보여

준다면 切韻音이후의 반영음이라는 방증이 된다.

또한 齒音系의 자음형은 南北朝音까지는 齒頭音과 正齒音으로 구별

되었다가 切韻音에서 齒頭音과 正齒音 그리고 齒上音으로 分化하고 切

韻音 이후 唐音에 와서는 다시 齒上音이 正齒音으로 합류해서 齒頭音

과 正齒音만 남게 되는 음운변화과정이 있었다. 이 현상 역시 舌音系에

서 기술한 바와 같이 齒上音으로 分化하여 다른 반영음을 보여준다면 

切韻音이후의 반영음이라는 방증이 된다.

脣音系에서는 重脣音聲母에서 輕脣音으로 分化되는 현상도 발생하

였으며, 淸濁字의 鼻音性이 약화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脣

音系에서의 변화양상은 다양한 반영을 보여준다.

日本吳音과 日本漢音은 南北朝音에서 秦音에 이르는 중고음의 변화

양상을 교본과 같이 확실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한자음의 비교기준이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韓國漢字音도 각 音系의 모든 聲母변화에서 日本吳音과 매우 유사한 

반영을 보여준다. 이것은 聲母面에서는 日本吳音과 수용시기가 같다는 

증거이다.

베트남漢字音에서는 舌頭音과 舌上音의 구별이 있었다. 그리고 齒音

系에서도 齒頭音과 正齒音 그리고 齒上音으로 分化되어 변별적 수용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지면관계상 다루지 않은 泥母와 娘母에서도 淸濁字에 해당하

는 鼻音이 鼻音性이 약화된 聲母가 아니라 대부분이 鼻音으로 반영되

어 있다. 鼻音聲母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南北朝音의 흔적이라는 방

증이 된다. 이와 같이 南北朝音의 字音形이 남아 있음을 많은 字例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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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으며, 中古音의 音韻變化에서의 聲母變化과정을 비교한다

면 切韻音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반영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韓國漢字音과 마찬가지로, 베트남漢字音의 聲母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층의 字音形은 南北朝音에서 切韻音을 거쳐 오랜 기간에 걸

쳐서 새로운 단어와 時代音이 中層的으로 移入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

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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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consonant systems in
Sino-Korean and Sino-Japanese through

comparison with Sino-Vietnamese

Lee, SangHee (Inchon Univ)

In the study of Chinese, such as Chinese, Sino-Korean, and 

Sino-Japanese, Sino-Vietnamese are often cited as reference 

books. Arguments are developed as citations and comparisons, 

but the criteria for data should be clear and general because the 

evidence base for historical reason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drawing results.

If scholars cite and follow the research results of past scholars 

without criticism, It may make a fatal error in the derivation of 

the results.

Therefore, in order to present a clear and accurate comparison 

standard, I try to make a reasonable standard by making 

comparisons and considering the Chinese of each country.

The standard for comparative study is to additionally select 

the new table of regular-use kanji(2136 characters) and the 

characters needed to explain the process of phonological change 

among the Chinese characters of Korean, Japanese, and 

Vietnamese Chinese characters, and make them into a divisional 

version of the Chinese alphabet. By comparing the phonological 

changes that occurred in characteristics by Rhyme table, the 

origin of the character is specified by the characteristics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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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hēngmǔ, initial.

KeyWords: Middle Chinese, Sino-Korean, Sino-Japanese, Sino-Japanese 

Go’on, Sino-Japanese Kan’on, Sino-Vietnam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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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眼睛是人们观察和理解世界的一个重要的器官。将眼睛睁开也意味着与外
部世界产生连接。这个动作在汉语和韩语中分别对应为“睁”和“뜨다”。而前人
对于这两个词并没有开展相应的研究。本文将通过概念隐喻的理论以及动词
隐喻的定义，结合运用MIP模式，对语料库里的语料进行研究分析，从而发
现这两个词语在隐喻方面存在着什么样的异同。
通过本文的研究发现，两个词存在以下的共同点：两个词的源域都是将眼

睛张开的动作域。基于这个相同的源域，分别向十个目标域进行了映射。其
中“接触”这个目标域是两个词共同的目标域。这个目标域基于的是人类语言
中普遍存在的概念隐喻——“看是接触”。汉语中的“东西/事件进行取舍”、“集中

注意力”以及韩语的“关注”也由此为基础而产生。
两个词也有着不少的差异。其它几个隐喻表达除了“程度深”这个隐喻表达

以外，基于的是睡眠和清醒之间状态转换所产生的经验以及与这些经验相关
的相似性而产生。本文将睡眠和清醒之间的状态转换视为一个连续统。除去
基本隐喻“接触”和不属于这个过程的“程度深”以外，这些隐喻表达都在这个可
以找到相对应凸显的部分。汉语中有凸显整个转换过程的，也有对各个细节
部分进行凸显的隐喻表达。而韩语的隐喻表达集中在清醒这个常态项下。而
这样差异的产生体现出了中国和韩国对世界认识上的根本差异。

关键词: 睁, 뜨다, 隐喻, 看是接触, 状态转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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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绪论

眼睛是人体五官中的一个器官，也是人体与外部世界进行沟通的一个

非常重要的工具，承担着视觉这一个重要的工作。但是眼睛并不会一直

处于工作的状态，当人闭上眼睛以后，通过眼睛与外部世界建立的连接

也就暂时地关闭了，睁开眼睛则又恢復了与外部世界的连接。对于这个

特殊的动作，世界上不同的语言由此产生了许多的词语。

现今的认知语言学界早已不再认为隐喻仅仅是一种简单修辞方式，而

将其视为人们理解外部世界的一个重要的工具。早在1980年，George 

Lakoff和Mark Johnson就在他们的著作『Metaphor We Live By中
就提出了隐喻在人们日常生活中占据着非常重要的地位，是人们的思维

方式、认知世界的基本工具。在认知语言学界，普遍将隐喻分成两种基

本的类型：基于相似性的隐喻以及和经验相关的隐喻。1而将眼睛张开这

个动作，在汉语和韩语中对应的动词分别是“睁”和“뜨다”。本文也将从

认知方面对这两个词进行研究。2

先行研究中并没发现前人对于“睁”的研究。리령(2021)对“뜨다”的意

义扩张和语法对应关系进行了研究。她在总结词典中“뜨다”义项的基础

上将“뜨다”分为上升分离型、模型分离型、横向分离型三个类型。3所以

从认知方面，从隐喻的角度对这两个词的研究也稍显不足。

这两个词会产生什么样的隐喻表达是本文所要研究的内容。这两个词

的词性为动词，因而本文所要研究的是动词隐喻。与名词隐喻不同，动

词性隐喻指的是话语中使用的动词与逻辑上的主语或宾语构成的冲突所

形成的隐喻。4 根据概念隐喻理论以及对于动词隐喻的定义，本文将在

语料库中搜索这两个词相关的隐喻表达。其中汉语语料来自于BCC语料

1 Zoltan Kovecses, Where Metaphors Come From, New York:Oxford UniversityPress, 

2015, p.24.

2 本文只对隐喻表达进行研究，不讨论转喻等表现，也不对成语、惯用语等内
  容进行讨论，同时本文只从共时的层面进对隐喻现象进行讨论，对历时方面的内容不进

行讨论。

3 리령, ｢다의동사 ‘뜨다’의 의미확장을 중심으로｣, 중국조선어문 제2호, 길림성민

족사무위원회, 2021, pp.15-22.

4 束定芳, 隐喻学研究, 上海：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00,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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库5、CCL语料库6，韩语的语料来自于Trends21语料库7(后文中使用的

语料不再赘述具体出自哪一个语料库)。寻找隐喻表达离不开对隐喻的识

别。Pragglejaz Group于2007年创立了隐喻分析模式——MIP(metaphor

 identification procedure)模式。8 运用这个模式可以通过文中语境对

“睁”和“뜨다”的意义进行仔细分析，来初步分辨其为隐喻性表达的可能

性，再将分辨出来的语境意义与该词的基本意义进行对比，进而确定其

是否为隐喻表达。通过这个模式可以对隐喻进行更规范的识别，而不是

仅靠直觉，从而减少主观性带来的影响。通过对两个词在隐喻认知上进

行分析，发现两种语言在隐喻上的异同有助于加深对两种语言的认识与

理解。

2. 概念隐喻和动词隐喻

概念隐喻理论(conceptual metaphoric theory)是由George Lakoff

和Mark Johnson在1980年提出的。他们将对隐喻作为如下说明：在我

们的语言、思想以及行动中，隐喻可谓是无处不在。而且隐喻建立起了

人类的概念系统。隐喻是认知语言学中非常重要的一种手段，也是人们

认知世界非常重要的路径。9他们认为概念隐喻是从一个域(源域：

source domain)向另一个域(目标域：target domain)进行的映射(mappin

g)。 这里的源域一般是人们熟悉的、比较容易理解的概念；目标域是人

们不太熟悉的、不容易理解的、有些抽象的概念。人们通过这两个域之

间的映射，用一个熟悉的概念去理解不熟悉的概念，从而达到相应的认

5 北京語言大學大數據與語言教育研究所, BCC語料庫, http://bcc.blcu.edu.

   cn(搜索日期：2022.2.3-2.5)

6 北京大学中国语言学研究中心, CCL语料库, http://ccl.pku.edu.cn:8080/

   ccl_corpus(搜索日期：2022.2.3-2.5)

7 Trends21语料库, http://corpus.korea.ac.kr(搜索日期： 2022.2.3-2.5)

8 参考Pragglejaz Group, MIP: A Method for Identifying

  Metaphorically Used Words in Discourse, Metaphor and Symbol 22(1), 2007, 

p.2.

9 Lakoff, G.&M. Johnson, Metaphor We Live By, Chicago:Universtiy of 

Chicago Press, 1980,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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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目的。

George Lakoff和Mark Johnson在书中举了许多隐喻的例子，“爱是

旅程”就是非常经典的一个例子。比如“我们的婚姻触礁了。”10这个隐喻

就是基于“爱是旅程”这个隐喻而产生的。旅程的方式多种多样，可以坐

飞机，可以开车，而在这个隐喻中选择的是坐船，坐船就有可能触礁。

触礁意味遇到了非常重大的问题。而“我们的婚姻触礁了。”就通过这样

的一个隐喻表达了婚姻已经发生了重大问题这样一个现状。而另一个非

常典型的隐喻就是“看是接触(seeing is touching)”。书中给出的例句是

“我无法将视线从她身上拿开”。当我看她的时候也就等于视线和她产生

了接触，也正因为有了接触，所以才无法将视线从她身上拿开。

以上分析的都是名词隐喻，而在现实生活中动词通过隐喻的方式来进

行表达的现象也并不在少数。动词隐喻与名词隐喻有所不同。在名词隐

喻中源域往往是明确而完整的;而在动词隐喻中源域只是部分显现，整个

源域事件需由动词概念去激活和提取。具体地说，名词隐喻该称为‘以名

词为整个源域所促激的隐喻’，动词隐喻该称为‘以动词为局部源域所促

激的隐喻’。11Langacker认为动词述义表征概念实体间的相互关系，提

到前者必然涉及到后者，因此动词是名词实体的概念依存体。12所以动

词隐喻在分析时都将前后搭配的部分视为一个整体进行分析。

张煜·马庆凯(2011)和李九英(2015)都将动词和名词搭配的正常程度

(新奇程度)作为动词识别的标准。这个标准虽然可以非常快地将动词隐

喻识别出来，但是这个标准的运用过程中存在着强烈的主观性，因而有

可能产生一定的偏差。所以本文采用了有一定程序化，已经经过验证的

MIP模式。这个模式需要从是否更与身体活动有关；是否更明确；历史

是否更悠久；语境意义等多个方面与基本意义进行比对。经过4轮的比

对才能确定其是否为动词隐喻。

10 同上, p.45.

11 张建理·朱俊伟, 「动词隐喻的本体研究」, 『外语教学第1期, 2011, p.4.

12 Langacker, R,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Vol1),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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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睁”和“뜨다”的隐喻表达分析

3.1. “睁”的隐喻表达

“睁”在现代汉语词典(第7版) 中的解释是：张开(眼睛)。13而在『现

代汉语规范词典(第3版) 中给予的解释也是相同的。14再结合MIP模式

对语料库中的众多语料进行分析后发现，“睁”这个词的基本意思是一个

将眼睛张开。所以它的源域也是一个由此而来的一个动作域。“睁”的隐

喻表达具体有下面几个：

3.1.1. 睁 → 时间流逝

① 眼睛一睁12点了。

② 每一点每一滴的狗血都属于你捶，这话好喜感一闭一睁200个日夜过去了。

③ 眼睛一闭一睁一天过去了，眼睛一闭不睁一辈子过去了！

眼睛有非常平常的两个动作，一个是闭眼一个是睁眼。以上的例句也

都表达的是在眼睛闭上和睁开之间时间飞快地流逝。如以上的例句中例

①里一段时间过去了，例②里200天过去了，例③里一辈子过去了。人

在睡觉的时候往往会闭着眼睛，这个时间一般也长达七到八个小时，占

据了一天中三分之一左右的时间。睡觉这个动作经常发生在晚上，等到

第二天白天到来，睁开眼睛的时候，已经过去了很长时间。人们在闭上

眼睛睡着的时候是处于一种无意识的状态，是无法感受到时间流逝的，

而当睁开眼睛恢復意识以后，人们才感受到时间已经逝去。人的睡眠与

觉醒是有周期性的，心脏与呼吸、消化与排泄、饥与渴等，都表现出一

定的时间规律，它们都 用于不同长短的时间估计。15正是基于人们的这

13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7版), 北京:商

    务印书馆, 2016, p.1668.

14 李行健主编, 现代汉语规范词典(第3版), 北京: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14, p.16

78.

15 孟昭兰, 普通心理学, 北京：北京大学出版社, 1991,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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种朴素的日常生活经验，睁眼这个简单的动作才和时间流逝联系起来，

时间流逝的长度也并只是局限于一天的时间。也正是因此张开眼睛这个

动作域的源域向“时间流逝”这个目标域进行了映射。

3.1.2. 睁 → 对东西/事件进行取舍

④ 反正有指示要求挑好的说，乐得豆儿睁一只眼尽看见好人好事，闭一只眼不

   看亦不知坏人坏事。

⑤ 更何况，就算被取笑，被取笑的人是我又不是你，我不在乎，你更是可以睁

   一只眼闭一只眼，毕竟对你而言，反正也是不痛不痒的，不是吗？”

⑥ 群众来信成麻袋的寄往卫公府上，但是他只睁一只眼，所以连看都不看，就

   把信送到厨房烧火了。

例④是只看好人好事，不看坏人坏事。例⑤是不看那些取笑说话人的

事情。例⑥是不看那些寄来的信件。例句④、⑤、⑥所表达的内容都是

在俗语“睁一只眼，闭一只眼”的基础上变化而来的。“睁一只眼，闭一

只眼”的意思是对人对事不认真对待，放任自流。16但是在这个隐喻表达

中，只有例⑥表达了对事不认真这个意思，其它几个例句所表达的意思

并不是词典对这个俗语所作的解释。Yu Ning(2004)的研究中认为人有

两只眼睛。如果人们睁开一只眼睛，闭上另一只眼睛，那么他就在假装

没有看到一些实际看到的东西。17本文对这个观点也持赞同的态度。因

为在人们的经验中，闭上眼睛以后就看不到东西了。而人们在假装没有

看到一些东西/事件的时候，实际上是对一些东西/事件进行取舍：关注

想看的东西，舍弃那些不想看到的东西。也正是因为这样的生活经验而

产生了以上的隐喻映射。例④就对坏人坏事进行了舍弃。例⑤对取笑说

话人的事情进行了舍弃。例⑥舍弃了群众的来信。

16 孙洪德, 『汉语俗语词典， 北京：商务印书馆, 2011, p.897.

17 N Yu, The eyes for sight and mind, Journal of Pragmatics 36, 2004, 
p.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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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睁 → 回到正常状态

⑦ 甲戌年杏月，万物睁开了惺松睡眼，人们又开始了一年一度的长防林建设。

⑧ 一个半世纪以前，帝国主义发动侵略中国的鸦片战争，列强的坚船利炮轰破

了中国封闭的外壳，也迫使中国人睁开了眼睛。

例⑦是万物回到正常生长的状态。例⑧是中国回到开放的状态。例⑦

中的杏月是农历二月的别称。18二月杏花开。冬天万物凋零，很多植物

的叶子都已经落下；很多动物或者不出来活动，或者干脆选择冬眠。与

在春、夏、秋天的郁郁葱葱、频繁活动相比显然是处于一种非常态。在

农历二月，植物开始发芽生长，动物也开始出来活动，也就重新回到了

常态，因而有这样的映射。例⑧中的中国处于的一种闭关锁国的状态。

而从中国几千年的历史长河中，闭关锁国政策是从清朝开始的。在历史

上，中国长期和外界保持着友好的往来状态。这段时间放在历史的长河

中也不过是短暂的一瞬，是一种非常态。所以回到对外开放的状态也就

是回到了常态。

众所周知，人们在闭上眼睛睡着以后会暂时地和外部世界断开联系，

而睡着的时间也不及人们清醒的时间长。所以本文将人们长时间地保持

清醒时所处的状态认为是常态，而睡着以后的状态认为是非常态。睡着

后醒来，睁开眼睛的过程也就是一个从非常态向常态转化的过程。事物

也会呈现出从非常态向常态转化的过程，也正是基于这样的相似性从而

产生了以上的隐喻映射。

3.1.4. 睁 → 接触

⑨ 蒋先生认为，研究美学绝不能故步自封，应当睁开眼睛看世界，“把美学放

   在世界范围内来研究”。

⑩ 在今天的生活中，广告上天入地，无所不在，睁眼就见广告字画，闭目又传

   来广告声响，大有“爱你没商量”之势。

⑪ 明天就考试了我竟然生病了！！！老天你可否睁一下眼看看我！！！

18 周一平·沈茶英, 『岁时纪时辞典, 湖南：湖南出版社, 1991,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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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事物长时间地出现在人们眼前，与人们接触，给人留下了深刻印象

的时候，也就让人们产生了从一开始(睁开眼睛的那一刻)就出现的印

象。这个隐喻蕴含了人在睡眠状态和清醒状态之间存在着一种状态的转

换，而这个隐喻之所以成立的原因是这是一个基本的概念隐喻——“看

是接触”19。人在睡着的时候和外部世界暂时地断开了连接，也就暂时没

有了接触。人在醒来以后，从睡着的非常态进入了常态，也等于人在睁

开眼睛的那一刻开始与其产生联接，开始产生了接触。接触的事物可以

大到整个世界，也可以具体到某一特定的事物；可以是主动地进行，也

可以是被运地接受；接触的主体只可以是人，也可以是抽象的、虚拟的

事物。例⑨是主动地和全世界接触来研究美学。例⑩人们就不是主动地

去接触那些广告字画，而是在睁开眼睛以后被动地接受广告字画出现在

人们眼前的现状。例⑪接触的主体是老天这样抽象、虚拟的事物，希望

老天能够接触到他，让他不用生病。

3.1.5. 睁 → 程度高/深

⑫ “群众现在是睁大眼睛看着我们”，汪珍明说：“不少群众讲这样的话：如果

   这次反腐败你们还是走过场，以后再让我们相信就难了！

⑬ 他看见宫殿这么富丽，幔帐、摆设儿好看得叫人睁不开眼睛。

这个隐喻表现基于“看是接触”这个概念隐喻。例⑫表达的是群众仔细

地看着他们反腐败的一举一动。当人们睁大眼睛看东西的时候，精神是

比较集中的，也就看得比较仔细。因此也比简单地看，接触的程度要高

很多。所以例⑫表达的是关注反腐败(也即接触)的程度高。例⑬表达的

是宫殿的富丽让人睁不开眼睛。人睁不开眼睛的情形有很多种，比如：

阳光太过强烈照射得人睁不开眼睛；烟太大熏得人睁不开眼睛；风沙太

大让人睁不开眼睛等等。这些情形都是因为外部的某一个条件程度过深

从而引起了睁不开眼睛这种表现。而在例⑬中，虽然没有如阳光、风沙

19 “看是接触”这个概念隐喻Lakoff&Johnson等众多前人学者已经进行了讨论，前文也

已经进行了简述，在此不对这个隐喻展开赘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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这种直接引起睁不开眼睛的外部条件，但是在说话人眼中，宫殿富丽的

程度已经很深，达到了让人睁不开眼睛的程度，也就让人的视线无法和

相关事物进行接触。这个隐喻表达之所以成立也是因为以上两种生活经

验从而产生了这样的映射。

3.1.6. 睁 → 工作状态

⑭ 他们说：“陕蒙公路既要进度快，又要质量好，我们睡觉都得睁只眼！”

⑮ 违章车辆只要进入路口埋设的“测线圈”，“电子警察”马上就会“睁”开警觉的

 “眼睛”，启动视频采集系统进行拍照。

人在睡觉的时候一般是闭着眼睛的，不会睁着眼睛，而例⑭中却表示

的是睡觉的时候都会睁一只眼睛，表达的意思是虽然在睡觉，但是仍然

处于可以随时工作的状态。例⑮中的“电子警察”不是人，没有眼睛，也

就更没法“睁”开“眼睛”，表达的是当有违章车辆出现时，“电子警察”就

会开始进行拍照的工作。这也都是处于工作状态的表现。这样的隐喻表

达之所以成立是基于这样的社会经验：人们一天中的大部分时间都是在

工作状态中度过的(工作由于职业的不同可以广泛地包含学习、日常家务

等多种内容)。这种工作状态都是在睁着眼睛的清醒状态下进行的。所以

在这种经验的基础下，睁开眼睛这个动作源域向处于“工作状态”之中的

目标域进行了映射。

3.2. “뜨다”的隐喻表达

“뜨다”和眼睛有关的义项20在『표준국어대사전中解释为：①감았

던 눈을 벌리다.②처음으로 청각을 느끼다.③무엇을 들으려고 청각의 

신경을 긴장시키다.21而在『고려대 한국어대사전中的解释是①(사람

이 눈을) 벌려서 열다.②(사람이 눈을) 잃었던 시력을 다시 찾다.③(사

20 本文仅对뜨다和眼睛相关义项进行展示和分析研究，不展示和其它器官相关的内容。

2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
    chView.do?word_no=98174&searchKeywordTo=3(搜索日期：2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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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귀를) 통해 처음으로 청각을 느끼다.22结合MIP模式对语料库中的

语料进行分析以后可以发现，“뜨다”的基本意思也是将眼睛张开的意

思，因而它的源域也是表示这个动作的动作域。“뜨다”的具体隐喻表达

有以下几个：

3.2.1. 뜨다 → 接触

⑯ 송씨는 "인터넷에 조금만 눈을 뜨면 누구든지 훌륭한 영어 교재와 프로그

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가정주부에게 비싼 교재와 학원대신 인터

넷 입문을 권했다.

⑰ 일찌감치 성에 눈 뜬 소녀들은 단란주점 비디오방 등에서 몸을 팔고, PC

방 전화방 인터넷은 청소년 매매춘 확산에 불을 붙이는 도구가 됐다.

⑱ '컴맹'이라는 소리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선수들이지만 이들

이 컴퓨터에 눈을 뜨게 된 계기는 선수협 때문이었다.

“뜨다”的这个隐喻表达和“睁”的隐喻表达相同，同样包含了清醒和睡

眠之间状态转换，同样是“看是接触”这个基本的概念隐喻。例⑯是主动
在网上接触优秀的英语教材和应用软件，从而从以前只购买昂贵的教材

和补习班的状态下可以转换到使用优质廉价的网上资源。例⑰接触到了
性，从不从事与性相关活动的状态转换到了从事相关活动的状态。例⑱
选手们接触到了电脑，从而对电脑的认识出现了变化。从中可以看出，

例⑯是施事主动发起的相关动作，例⑰并没有明确显现出主被动性，例

⑱则是偏向于被动地接受。

3.2.2. 뜨다 → 关注

⑲ "정보기관 출신이어서 경제를 모른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푸틴은 일치

감치 시장경제에 눈을 뜬 것이다.

⑳ 환경문제 등 공익적인 문제를 교육하던 회사의 영향으로 자연스레 시민단

체 시민운동에 눈을 떴다.

2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서울:고려대

학교 민족 문화연구원, 2009, p.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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㉑ 수출에 일찍 눈을 뜬 버추얼텍은 지난해 6월 인트라넷 그룹웨어 ‘인트라웍

스’의 영문버전 ‘조이데스크’를 출시, 연말까지 미국내70여 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에 판매했다.

这个隐喻也同样基于的是“看是接触”，关注于某一个事物也就和这个

事物产生了接触。关注在『现代汉语词典(第7版)中解释是关心重
视。23所以关注虽然也和事物产生了接触，但对待事物的态度上还是存

在着不同。例⑲中普京关注的是市场经济。例⑳中关注的是市民运动。

例㉑中关注的是出口。

3.2.3. 뜨다 → 开始阶段

㉒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이 분야에 이제 겨우 눈을 뜬 단계이다.

㉓ SBS의 희망은 루키 김성철. 그는 시즌 초반 적응을 못해 고전했으나 지난

12일 삼보전에서29점을 올리는 등 최근 “프로로서의 눈을 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例㉒国内企业进入了相关领域的开始阶段。例㉓金成哲选手进入了职
业生涯的开始阶段。这个隐喻也是基于睡眠和清醒之间的状态转换。睡

眠是非常态，清醒是常态，所以当睁开眼睛那一刻进入了常态。而把常

态作为整一个阶段来看的话，睁开眼睛那一刻处于的是开始阶段。也正

是因为这样的相似性，“뜨다”从睁开眼睛的源域向“开始阶段”这个目标

域进行了映射。

3.2.4. 뜨다 → 保持清醒24

㉔ 하지만 이런 안이한 상황인식이 나라살림의 심각한 위기를 부를 가능성에

　 눈을 떠야 할 때다.

23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7版), 北京：商务印书
馆, 2016, p.479.

24 匿名审稿人建议将此处改为“保持警醒”。“警醒”的意思是警戒醒悟(参看 现代汉语词
典(第7版) 第692页)。本文认为例句中警戒的意味并不突出，因而不做改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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㉕ 게르하르트 독일 총리는 자유당의 연정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자 “오스트

리아는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기 위해 눈을 떠야 한다”고 말했고, 지난 주말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공동 조치를 취하는 데 합의해야 한

다”고 발언했다.

㉖ “그래도 선생님은 파늘루 신부처럼 페스트에도 그것대로의 유익한 점이 

있어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한다고 여기고 계

시겠죠!”

例㉔说话人认为需要对安逸的现状进行重新认识。例㉕德国总理认为
奥地利不应该孤立自己。例㉖波罗神父认为鼠疫对于人类来说并不全是
负面性的。无论是重新认识、重新评估还是从不同的方面对事件进行评

价都离不开大脑的思考。人在睁开眼睛以后是状态与睡眠时相比是清醒

的，睁开眼睛的清醒状态下有利于大脑积极地、自主地思考。这种思考

方式对于认清事物的真正面貌是非常有帮助的。这种日常的生活经验让

“뜨다”从源域到“保持清醒”这个目标域的映射得以成立。

4. “睁”和“뜨다”的隐喻对比

“睁”和“뜨다”两个词的基本意思是相同的，都是将闭着的眼睛张开(打

开)的意思，所以两者也拥有相同的源域。从这个源域出发，两个词都向

“接触”这个目标域进行了映射。除此之外，“睁”还向“时间流逝”、“对

东西/事件进行取舍”、“回到正常状态”、“工作状态”、“程度深”这5个

目标域进行了映射；“뜨다”则向“关注”、“开始阶段”、“保持清醒”3个

目标域进行了映射。两个词的隐喻表达可以总结为下表：

[表1]“睁”和“뜨다”的隐喻表达类型对照表

隐喻表达 睁 뜨다

接触 + +

时间流逝 + -

对东西/事件进行取舍 + -

回到正常状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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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示有此隐喻表达，‘-’表示无此隐喻表达25

两个词共同的目标域“接触”都是一个基本的概念隐喻“看是接触”。前

人的研究中发现，这一基本的概念隐喻还在其它语言中普遍存在。可见

在这一方面，人们都有着共同的认知。对“接触”以外的这8个隐喻表达

进行仔细观察后可以发现，“程度高/深”是基于这个基本隐喻而产生。其

它的隐喻表达之所以成立的原因则都与从睡眠、醒来之间的状态转换中

所获得的生活经验以及与这种生活经验有关的相似性不无关系。如果将

睡眠和清醒的状态转换看成一个连续统的话，可以用下图进行概括：

[图1]睡眠、清醒状态转换示意图

图中左边的表示的是人睡眠时的状态，处于的是非常态的状态。右边

的是人清醒时所处的常态的状态。整张图表示的是从非常态向常态转换

的全过程。人们在认知这个过程的时候中将整个过程视为一个背景，由

于凸显的部分各不相同，因此也就产生了不同的隐喻表达。由于“接触”

是一个基本隐喻，人们处于常态时“接触”就开始产生了，所以这是一个

遍布于常态的隐喻。图中的各个事件也即以上隐喻表达中所代表的各个

事件。而这些事件也大多发生在常态的状态之下。

汉语“睁”的隐喻表达中“时间流逝”凸显的是人在睡眠和清醒的状态转

换中对时间的感受；“回到正常状态”凸显的是对睡眠和清醒两种状态差

25 本表仅就上文所分析的隐喻表达进行总结归纳。

工作状态 + -

程度高/深 + -

关注 - +

开始阶段 - +

保持清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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异的感受；人在非常态的时候一般不与东西/事件接触，在常态的时候会

接触到许多东西/事件，而选择接触某个东西/事件，不接触某个东西/事

件是“对东西/事件进行取舍”所凸显的部分；“程度高/深”则是凸显的“接

触”的程度(与事物接触的程度或事物本身的程度太高使接触无法产生)；

而人处于常态时常常从事的是劳动工作，这部分是隐喻“工作状态”所凸

显出来的。

韩语“뜨다”的隐喻表达中“关注”凸显的是人对所接触东西/事件的态

度；图中常态最前面的一部分在整个常态阶段所处的是开始阶段，这个

部分也正是“开始阶段”这个隐喻表达所凸显的部分；人处于常态的时自

身一般处于的是清醒的状态，这部分是隐喻“保持清醒”所凸显的。

按图中分布情况来分析，汉语“睁”的隐喻表达既关注了整个过程，也

对过程中的细节部分进行了关注。而韩语“뜨다”的隐喻表达主要分布在

常态这一部分，没有对于过程整体进行关注的隐喻表达。这也是两种语

言产生以上隐喻表达差异的一个重要的原因。

从汉韩两种语言中也可以看出，人类的普遍经验中根深蒂固的基本隐

喻是“看是接触”，这是共同的特性。基于身体对世界的理解过程中产生

的差异也造成了两种语言间产生了以上的差异。这种差异因为是人们在

观察感知这个世界的时候关注的焦点上存在着差异。

5. 总结

眼睛是一个非常重要的视觉器官，人们通过它可以与外部世界产生连

接，从而理解所处的世界。而这种连接并不是一直存在的，使眼睛与外

部产生连接的动作在汉语和韩语中分别是“睁”和“뜨다”。从隐喻方面对

这两个词进行考察可以更深入地了解两种语言的异同。本文运用了概念

隐喻的相关理论、动词隐喻的定义，并结合了MIP模式以更好地比对出

基本意义，减少在分析过程中主观性带来的影响。在这些理论和模式的

基础上对语料库中的语料进行了分析，开展了研究。

“睁”和“뜨다”的基本意义表示的都是将眼睛张开，因而两个词的源域

也是来自于这样的动作域。“睁”向“时间流逝”、“对东西/事件进行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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舍”、“回到正常状态”、“接触”、“工作状态”、“程度深”这6个目标域进

行了映射。“뜨다”则向“接触”、“关注”、“开始阶段”、“保持清醒”4个

目标域进行了映射。

两个词都向“接触”这个目标域进行了映射。这个隐喻表达基于人体的

一个共同的经验——“看是接触”。其它的几个隐喻表达中“对东西/事件

进行取舍”、“程度高/深”、“关注”也是以此为基础而产生。“程度高/深”

是建立在“看是接触”这个基本概念隐喻之上。其它的隐喻表达都与从睡

眠、清醒之间的状态转换中获得的经验以及与这种生活经验相关的相似

性有关。本文认为睡眠到清醒之间状态转换的过程是一个连续统，这个

连续统也成为了人们认知过程中的背景。不同的隐喻表达是对这个过程

中不同的部分进行凸显而产生的，而且都可以在这个连续统背景上找到

所凸显的部分。

“睁”的隐喻表达中“时间流逝”凸显的是人在睡眠和清醒的状态转换中

对时间的感受；“回到正常状态”对睡眠和清醒两种状态差异的感受进行

凸显；“对东西/事件进行取舍”凸显的是人在常态的时候选择接触某个东

西/事件，不接触某个东西/事件；“程度高/深”凸显的是接触的程度；

“工作状态”所凸显出来的是人处于常态时常常从事的是劳动工作。

“뜨다”的隐喻表达中“关注”凸显的是人对所接触东西/事件的态度；

“开始阶段”所凸显的部分是刚刚进入常态阶段的那一部分；“保持清醒”

凸显的是人处于常态的时自身一般处于的是清醒的状态。

两个词的差异除上述内容以外还体现在：韩语的隐喻分布集中在常态

的部分，而汉语的隐喻则分布在整个过程之中。不同隐喻表达的产生也

体现出了人们利用身体对于世界进行认识过程中关注焦点上的不同。

通过本文对汉韩两个动词更客观的研究，可以对汉语和韩语两种语言

间的异同有更深入的认识，这也有助于两种语言的学习都更好地习得它

们。而对眼部相关的其它动词进行研究是今后所要开展的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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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etaphors of
Chinese and Korean Ｖerbs “睁” and “뜨다”

Yu Yuan·Han Yongsu(Dongguk University)

Eyes are an important organ to the observ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world. Opening your eyes also means 

connecting with the outside world. This action corresponds to "

睁" and "뜨다" in Chinese and Korean respectively. However, 

previous studies did not conduct a corresponding search for both 

terms. Through the theory of conceptual metaphor and the 

definition of verb metaphor, combined with the MIP model, this 

paper will conduct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corpus in the 

corpus, so as to find 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words in terms of metaphor. 

Through the research of this paper, it is found that the two 

words have the following common points: the source domain for 

the two words is the action domain that opens the eyes. On the 

basis of the this same source domain, the ten target domains 

were mapped respectively. The target domain of "touching" is 

the target domain common to the two words. This target domain 

is a pervasive conceptual metaphor in human language  "seeing 

is touching". 

There are a lot of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erms. Several 

other metaphorical representations, except for the metaphorical 

representation of "deep degree", are based on the experiences 



214  國際言語文學 제52호

generated by the state transition between sleep and wakefulness 

and the similarities associated with these experiences. This 

article treats the state transitions from sleep to awakening as a 

continuum. Except that "high/deep" is based on the basic 

metaphorical expression "seeing is contact", these metaphors are 

all expressed in this part where corresponding prominence can 

be found. In Chinese, there are metaphors that focus the entire 

process of conversion , and there are also metaphors which 

focus each detail. The metaphor expressions of Korean is 

concentrated in the normal condition of awakening. The 

emergence of such differences reflects the fundamental 

difference in the world understanding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KeyWords: open eyes(睁), open eyes(뜨다), metaphor, seeing is touching, 

state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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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영어과 교수. ykpark@p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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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포스트모더니즘 실험소설로서 차학경의 딕테와 그녀의 미디어예

술작품은 언어학적 그리고 시각적인 난해함으로 작품이해가 쉽지 않

다. 그럼에도 다분히 시적이고 추상적인 작품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중

요성과 비중은 몹시 크다고 할 수 있다. 딕테읽기가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작품에서의 카오스 화술 때문이다. 이 작품은 일반적인 문법에

서 어긋나고 미디어용어와 다국적 언어를 혼용함으로써 단선적으로 접

근할 수 없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다. 차학경은딕
테에서 다양한 인용, 표제가 없는 이미지, 편지, 복화술 등을 이용해 

역사, 기억, 꿈, 우화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한다. 어린아이의 언어를 통

해서 그녀는 어머니가 살아온 과정과 그녀가 살았던 고향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설명하려 한다. 텍스트에서 작가는 고국을 잃

은 망명과 디아스포라가 언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언어가 망

명자들이나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추적

해나간다. 딕테와 차학경의 다양한 미디어 예술작품에서의 인물들은 

고국을 떠난 망명자나 이주민들로서 그들은 동시에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들로 묘사된다. 결국 차학경의 작품에서는 그것이 딕테와 같은 

문학작품이든 메일 아트, 공연, 오디오, 비디오, 영화, 설치와 같은 공연

예술 전반이든 디아스포라 이주자로서 가지게 되는 근원적인 상실감과 

주변화 그리고 그로 인해 대두되는 말과 언어가 중요한 문제로 확대된

다.

주제어: 딕테, 미디어 예술, 망명자, 디아스포라, 여성들, 언어, 상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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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테레사 학경 차(Theresa Hak Kyung Cha)(이후 차학경으로 표기

함)는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나 1962년 하와이를 거쳐 1964년 샌프란

시스코로 이주했다. 그녀는 고전 작품과 언어를 공부했고 UC버클리대

학에서 비교 문학 학사 및 예술 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학부과

정에서 불어, 영화 이론, 공연 및 멀티미디어 예술을 전공했고 졸업 후

에는 영화, 조각, 사진, 공연, 시 창작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서구의 모더니즘 및 포스트모더니즘 작품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영어, 불어, 한국어 등 언어에 재능이 있었고 마그리트 

뒤라스(Marguerite Duras), 스테판 말라르메(Stéphane Mallarmé),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 쟝 루크 고다드(Jean-Luc Godard), 

그리고 칼 드레이어(Carl Dreyer)와 같은 작가나 영화감독들에게 상당

한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장르를 다양하게 가로지르며 활동했고 서사

와 이미지가 혼합된 딕테(Dictėe)라는 독특한 콜라주 작품을 선보인

다. 1982년 뉴욕에서 출간된 이 작품은 역사, 민족, 성별의 탐색을 통

해 정체성을 탐구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 이 작품

은 포스트식민주의, 페미니즘,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 분석되기 시

작했다. 

차학경은 딕테를 붓글씨·몽타주·도형·인용문·사진·영상과 같은 시

각적인 요소를 한 데 혼용하고 융합한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의 실험소

설로 완성한다. 무엇보다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해 영어·불어·한국어·라

틴어·한자를 혼용하는 이른바 언어와 문자를 통한 창의적인 글쓰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이는 현학적인 지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과는 거

리가 멀다. 차학경은 몇 가지 언어를 혼용한 글쓰기의 시도에서 각각의 

언어에 대한 자신의 불편함을 숨기지 않는다. 그녀는 작품에서 한 언어

를 다른 언어로 옮길 때 흔히 발생하는 미묘한 의미변화 혹은 왜곡을 

포착한다. 딕테에서 여러 언어를 혼용한 것은 그녀가 망명과 디아스

포라로 인한 결과를 보여주고자 함이며 동시에 망명자 혹은 디아스포

라 주변인의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의식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렇듯 

그녀의 작품이 망명과 디아스포라 그리고 언어의 문제로 귀착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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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는 이유는 그녀의 가족 모두가 망명과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그로 

인한 언어의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딕테에만 한정되지 않

는다. 실제로 그녀의 예술작품은 거의 모두 언어, 음성, 정체성, 불안감, 

상실 등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녀는 아방가르드적인 영상이나 공연1을 직접 주도하기도 하는 등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작가로서의 위상도 공고히 했는데, 그녀는 1970

년대 중반부터 1982년 31세의 나이로 짧은 삶을 마치기 전까지 “변

위”(displacement)와 “상실”(loss)을 탐구하는 풍부한 개념 예술을 창

조했다. 그녀의 작품에는 서적, 메일 아트, 공연, 오디오, 비디오, 영화, 

설치예술이 모두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차학경의 퍼포먼스는 프랑스의 

정신 분석 영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예술은 동양

의 샤머니즘으로부터 유교와 천주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적, 상

징적 정보와 참조가 폭넓은 바탕이 된다. 따라서 그녀의 작품이 정확히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단정 지어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그녀의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영상은 난해한 이론과 시적인 함축성이 특징인데 

그녀는 공연, 연설, 그리고 텍스트 등을 활용하여 언어와 그것이 가지

는 의미 그리고 기억과의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탐색했다. 그녀는 엄

격한 분석에 근거한 치밀한 영상작업을 하지만 그때그때의 심리적인 

흐름에 따라 그것의 즉흥적인 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차학경의 삶을 

추적하면 그녀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고 주류가 아닌 비주류 주변인

으로서 어느 정도 강요된 침묵을 경험했는데, 이는 그녀의 글, 영화, 슬

라이드 프로젝션, 공연예술을 포함하는 대개의 작품에서 디아스포라 

이주자로서의 혼란함과 언어의 상실감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차학경의 작품에서는 그것이 딕테와 같은 문학작품이든 메

일 아트, 공연, 오디오, 비디오, 영화, 설치와 같은 공연예술 전반이든 

1 <비밀 유출Secret Spill>(1974, 27분, 디지털 비디오), <입에서 입으로Mouth to 

Mouth>(1975, 8분, 디지털 비디오), <치환Permutation>(1976, 10분, 디지털 비

디오로 전송 된 16mm 필름), <비데 오 엠Vidéoème>(1976, 3분, 디지털 비디

오), <다시 사라짐Re Dis Appearing>(1977, 3분, 디지털 비디오), <몽골에서 온 

흰 먼지White Dust from Mongolia>(미완성 영화, 1980, 30분, 16mm 필름을 디

지털 비디오로 전송). 참고: 차학경의 비디오는 극장 환경이 아닌 CRT TV 모니

터에서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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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스포라 이주자로서 가지게 되는 근원적인 상실감과 그로 인해 대

두되는 말과 언어가 중요한 문제로 확대된다. 디아스포라의 상황이 말

과 말이나 언어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인 것은 본디 말과 언어는 국가·

민족·개인의 삶과 밀접한 것이기도 하고 국가·민족·개인 모두의 정체성

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딕테를 중

심으로 그녀의 다양한 “퍼포먼스”(performance)에서 반복되는 망명과 

디아스포라, 언어의 상실과 트라우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집중할 것이다.      

2. 딕테: 망명과 소외 그리고 언어의 상실
차학경은 딕테를 통해 한국인의 경험과 역사에 대해 말한다. 한국

인은 처음 유럽과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의 희생자가 되었고 미국과 소

련의 개입으로 해방을 맞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 의해 다시 또 분

할되는 아픔을 겪는다. 이후 그들은 한국전쟁이라는 내전을 겪으며 가

늠할 수 없는 희생과 아픔을 겪으며 이후에도 냉전이라는 혹독한 시련

기를 견뎌야 했다. 이렇듯 한국인은 20세기 초중반 내내 엄청난 고통

을 겪어야 했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는 상당한 것이었다. 그들의 이 같

은 시련과 고통은 결과적으로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제각기 흩어지

도록 하는 디아스포라를 낳게 되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결행했던 디

아스포라의 삶은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결

국 딕테는 조국을 상실한 디아스포라의 망명자 혹은 이주자의 이야

기인데, 작품의 화자인 여성들에게 “나라를 잃어버린/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빼앗기/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숙한 모국어/

언어의 상실이라는 트라우마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Cooley 

120). 이에 딕테에서의 망명과 이주의 의미는 언제나 언어와 연관되

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망명/이주와 낯선/새로운 언어와의 갈등이고 그로 인한 인물들

의 트라우마라 할 수 있다. 

딕테의 인물들은 “고향을 떠나면서 조국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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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언어도 잃게 되었다. 언어의 상실은 그들이 고국을 떠나면서 잃게 

된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등에 비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고 한국인

으로서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기도 했다”(Ferens 27). 더욱

이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방인으로서 낯선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그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에서 그 언어

의 특징을 먼저 분석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어색함이 수반

된다. 딕테의 화자는 자신의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길 원하지만 식민

지 상태에서 모국어 발화가 금지당한 상태에서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이후 고국을 떠나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며 디아스포라의 주변인적 위

치로 격하된 자신을 발견한다. 이제 그녀는 이전의 식민 상태에서의 강

제는 아니지만 생존에 필요한 낯선 언어사용을 또 다시 강요받는다. 여

기서 차학경은 화자를 통해 각 언어 간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차이”에 

주목한다. 그녀는 딕테를 통해 모국어 상실로 인한 혼란과 트라우마

라는 문제에 집중하고 디아스포라 망명자로서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서 

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접하게 된 또 다른 언어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와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시선을 집중시킨다.  

한국의 식민역사와 그로 인한 망명자로서의 삶의 경험이 딕테의 

언어가 왜 그렇게 조각나고 파편화된 형태로 쓰일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해 준다. 텍스트의 화자는 모국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

고 싶어 하지만 망명과 이주 그리고 낯선 언어의 내키지 않는 강요에 

혼란을 경험한다. “모국어는 국민으로서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언어는 국민의 위상을 유지시켜주고 그들의 권위를 더욱 

강화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위상을 지닌다”(Lamm 46). 이처

럼 모국어는 언어와 국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이

어주는 내재적인 힘으로써 작용한다. 언어는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을 그것의 발원지인 모국과 연결시켜 줄 뿐 만 아니라 언어사용자 자신

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실제로 차

학경은 언어가 국가·민족·개인의 위상이나 정체성과 어떻게 긴밀한 관

계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텍스트의 제목이기도 한 “딕테”는 외국어를 

가르칠 때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아쓰게 시킨다는 불어의 의미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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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시에 한 국가·민족·개인이 자기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 사람들

에게 강제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Lamm 49). 차학경은 딕테
에서 언어가 강제당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영어·불어·라틴어·한국어

라는 다언어를 혼용한다. 하지만 화자에게 이들 언어는 텍스트 전체에 

혼란스럽고 파편화된 상태로 편재하며 각 언어 간 의미의 호환성이 불

충분하다. 화자는 각 언어 사이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차이

를 인식한다.

3. 공연과 미디어 예술: 언어와 정체성의 문제

차학경은 공연이나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영상예술을 통해서도 디아

스포라 이주자로서의 언어에 관한 문제에 집중했다. “미디어로서 언어

에 대한 천착은 차학경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주제이다. 비록 

짧은 생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미디어를 통한 예술적 알레고리는 당대

와 후대의 수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다”(김종국 57). 그녀의 미디

어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위”와 “파열”(rupture)이라는 주제는 

피터 불코스(Peter Voulkos), 제임스 멜쳐드(James Melchert), 크리

스티앙 메츠(Christian Metz), 레이몽 벨루(Raymond Bellour), 티에

리 쿤젤(Thierry Kuntzel) 등과의 협업으로 세련된 형태로 조율된다. 

그녀는 “구상시”(concrete poetry)2나 한국의 전통문화 및 “개념미

술”(conceptual art)3과 같은 다양한 출처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독창

적인 작품 활동을 하였고 이는 이후 현대예술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녀는 하이브리드 작품인 딕테로 가장 잘 

2 “구상시”란 단어, 음절, 철자, 철자의 부분, 구두점을 시각적으로 배열해서 효과를 

얻는 시로 어원은 1950년대의 세계적인 운동이었던 구체주의에서 나왔다. 어의적 

의미나 음질은 무시한 채 공간적인 도안을 강조하기 때문에 종종 색채를 쓰거나 

인쇄 외의 다른 매체를 쓰기도 한다.

3 “개념미술”은 주로 장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수공에 의한 기존의 예술로부터 탈

피한 새로운 형식의 예술형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완성된 작품 그 자체보다는 작품

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의 아이디어나 콘셉트를 보다 더 중요시하는 예술제작의 

태도나 장르를 일컫는다. 마르셀 뒤샹이 선구자이고 미국의 팝 아트를 대표하는 

거장인 앤디 워홀이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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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지만 공연 영상이나 퍼포먼스 작가로서의 활동도 활발했고 

이들 작품 역시 딕테와의 연속선상에서 연관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차학경의 예술작품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이 두드러지고 있는바 작

품에 대한 분석이나 단일한 개념정의가 녹록하지는 않다. 하지만 일관

성이 없어 보이는 각각의 작품에서 또 하나의 공통분모를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품이해에 실마리를 덧붙이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

이다.   

먼저 그녀의 작품 중 <비밀 유출>(Secret Spill)(1974)은 들은 것과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파열에서 나온 긴장감을 기록

하는 공연이다. <입에서 입으로>(Mouth to Mouth)(1975)에서는 한국

어와 영어의 모음이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그녀의 입은 벌리고 

오므리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O"의 모양을 형성한다. 그녀는 화면에 

벌리고 오므리는 형상을 반복함으로써 언어가 시작되는 과정을 보여주

고 있는 듯하다. 구조주의의 작품인 <치환>(Permutations)(1976)에서

는 작가의 여동생을 주체가 되며 차학경 본인이 직접 한 프레임에 등장

하기도 한다. 말하기와 언어에 대한 명상작품인 <비데 오 엠>(Vidéoème)

(1976)은 영어와 프랑스어 단어를 병치하여 관계와 의미가 새롭게 형

성되는 과정을 포착한다. <다시 사라짐>(Re Dis Appearing)(1977)에

서 작가는 단어들을 말하고 프랑스어로 재빨리 반향되는데 의미 파악

이 쉽지 않다. <몽골에서 온 흰 먼지>(White Dust From Mongolia)

(1980)는 필름과 책 모두를 포함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영상에는 서울, 

옥상, 여대, 비밀의 궁전, 호텔 화재가 담겨있고 또한 말과 언어가 있

다. 그런데 이렇듯 얼핏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들 작품에서 영상과 

언어 그리고 예술적 퍼포먼스를 위한 몸은 상호작용과 소통의 요소로

써 작용한다. 사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반복적인 말 걸기와 

소통의 방식은 차학경의 작품에서 가장 큰 특징이다. 

차학경의 퍼포먼스 작품인 <눈먼 목소리>(Aveugle Voix)(1975)는 

흑색으로 스텐실 된 흰색 천이 그녀의 눈과 입이나 머리를 완전히 감싼 

모습이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그녀가 쪼그리고 앉은 채 “눈먼 

목소리”라는 글자가 쓰인 헝겊으로 각각 눈과 잎을 가린 채 퍼포먼스

를 하는 모습이다. 퍼포먼스든 영상이든 그녀의 작품에서 언어와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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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그리고 말을 만들어 가는 과정과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인식

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녀가 나타내려고 하

는 바는 낯선 땅에서 망명자/주변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

는 특수한 위치에 대한 조망이다. 그녀가 1963년 이민자인 부모를 따

라 하와이에 처음 도착한 때는 이미 12세의 나이로 한국에서의 교육을 

몇 년간 받았던 때이다. 

따라서 그녀는 당시 모국어인 한국어를 “능숙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녀의 가족이 미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하게 된 것은 일본의 식민지배

와 한국전쟁 등 불행한 과거와 위험한 상황을 겪으면서 보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공간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1975년의 이 퍼포먼스에서 차학경은 불어로 “목소리Voix”라고 쓴 

띠를 머리에 그리고 “눈먼Aveugle”이라는 단어가 쓰인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불편한 모습으로 쪼그리고 앉아 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두루

마리로 감겨 있는 천이 놓여 있는데 퍼포먼스의 연속선에서 그것을 펼

치면 “눈먼”, “목소리”와 더불어 “없는sans”, “단어mot”, “나me”라는 

단어가 차례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때 퍼포먼스를 보는 관객은 “눈먼 

목소리”, “말 없는”, “내가 없는” 등의 단어를 보면서 개인에게 언어가 

지니는 중요성을 재고하게 되고 “언어는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 아

니라 고통과 분리를 수반하는 것이며 그것이 개인의 소속감과 정체성

을 구축하는 핵심요소”(김현주 345) 임을 인식하게 된다.

 <눈먼 목소리>(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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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학경은 가족과 함께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옮겨가면서 미국

의 학교에서 영어로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녀는 탁월한 언어능력으로 

제2의 언어인 영어를 비교적 쉽게 습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으

로서 미국식 억양이나 어법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익

숙해지는 노력이 필요했다.     

차학경은 또 다른 외국어로 불어까지 배우게 되면서 1976년 파리에 

8개월간 머물게 되었고 이 시기엔 불어 공부에 집중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모국어인 한국어를 할 기회를 점점 더 잃어갔다. 그녀는 한국어

에서 멀어지고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디아스포라의 상황에 따른 

결과이고 그녀의 <망명자>(Exilée)에서도 구체화된다. 한국을 떠난 이

민자로서 미국과 프랑스처럼 다른 문화와 영어와 불어와 같은 다른 언

어에 대한 적응과 수용은 그녀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 어떤 면에서 

<망명자>는 그녀의 작품 중에서 모국을 떠난 이산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치환>(1976)

이 작품은 “망명자”라는 의미를 해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처음 망

명자란 뜻의 불어인 “EXILÉ”가 나타나고 그다음으로는 “섬”을 뜻하는 

단어 “ILE”가 잇따른다. 그런 다음 불어의 어미인 É와 영어의 E가 나

오고 이어서 낱말이 나란히 배치된다. 이를 통해 “차학경은 망명자의 

이미지를 섬으로 연산시킨다. 고립된 존재. 부유하는 존재. 그녀의 망

명의식은 유목주의(nomadism)로 파악된다”(정재형 66). 그리고 그녀

의 망명의식은 모국어의 상실과 결부된 이름에 대한 천착으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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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전. 이름 이전. 이름 없었음. 다른 누구도 아님. 주어진 이름 아

닌 그 누구도 아님. 성. 부재. 이름. 이름 없이. 모르는 이름. 이름 없음. 

이름 사이. 부재한 이름. 명명됨.” 하지만 망명자로서 새로운 언어체계

에서 이미 낯설게 된 자기 이름의 “부재”는 정체성의 탐색으로 이어진

다. 그녀의 차학경의 정체성 탐색은 그 방향이 자신을 있게 한 아버지

와 어머니가 태어난 바로 그 조국과 조국의 역사 그리고 조국의 국민들

에 대한 것이다. 

4. 디아스포라와 “폭력”으로서의 언어

차학경은 딕테에서 국가와 민족 그리고 조상과 그들의 역사 연구

를 통해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조국이 없는 민족은 없

고, 조상이 없는 민족도 없다”(Dictėe 28). 그런데 <망명자>에서 차학

경은 자신이 살고 있는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와 모국인 한국과의 

거리를 빛과 시간의 흐름과 차이로써 인식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

인다. “일광의 끝까지 빛을 쫒는다. 이곳보다 16시간이 앞서 있는 곳.” 

이렇듯 그녀는 디아스포라의 환경에서 망명자이자 주류문화권에서 다

소 소외된 주변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다. 

<망명자>에서는 저속으로 촬영된 영사기의 영상이 스크린 전체를 채

우는데 영상에서는 영어와 불어의 중간텍스트가 등장하고 영어와 불어

의 혼합된 목소리가 들린다. “이방인으로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

은 한편으로는 그(낯선) 언어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에게 있어 “영어, 불어 등의 다언어를 반복하고 혼용하는 방식은 

이중적 정체성에 대한 환유적인 표현”(김종국 48)이다. <치환>에서는 

눈을 뜨고 있는 얼굴과 눈을 감은 얼굴 그리고 뒤돌아서 뒷머리의 모습

만 보이는 흑백의 영상이 반복되는 작품이다. 영상의 주인공은 차학경

의 여동생이지만 짧은 순간 차학경 자신의 모습으로 “치환”되며 다시 

본래의 얼굴로 돌아간다. 

비디오 녹화물인 <입에서 입으로>는 한글 모음의 모양을 하나씩 천

천히 발음하는 입술의 모양을 보여준다. 입은 안개를 통해 시청자에게 



228  國際言語文學 제52호

나타나면서 격렬한 “백색소음”(white noise)4이 들리다 서서히 사라진

다. 이렇듯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소리가 아닌 

물소리나 바람 소리처럼 백색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언어적 

의미에 대한 추론을 방해한다. 여기서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음의 

“O”는 일종의 “침묵”으로 그 발음 자체적으로는 중요한 소리가 아니

다. 차학경은 초기 이민자로서 서로 다른 언어를 접하며 디아스포라의 

분산과 분열의 상황을 강요받았다. 그녀에게 낯선 언어는 물과 바람과 

같은 일종의 백색소음의 그것이었다. 모국어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녀

에겐 침묵의 강요였고 새로운 언어는 파편과 소음으로 가득 찬 백색의 

소음이었다. 

<입에서 입으로>(1975)

결국 “<입에서 입으로>는 문자언어와 음성언어 사이의 긴장 관계, 

소리와 이미지 사이의 충돌 및 불일치 등 언어 자체에 대한 고찰을 극

대화하면서 동시에 내용이나 의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것을 발화

하는 이민 여성의 상황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
딕테를 포함한 다른 작품에서도 자주 반복되는 주제로 일제 강점기 

우리말 사용을 억압당했던 한민족의 경험과 영어가 서툴렀던 한국계 

이민자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병치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서경

4 백색소음이란 이름은 백색광에서 유래했다. 백색광은 모든 색의 빛(가시광선)이 혼

합된 빛이다. 다양한 파장(색)의 빛이 모두 모였으므로 정해진 파장이 없고 빛의 

합성 원리에 따라 흰색을 띤다. 백색소음도 백색광처럼 다양한 소리가 혼합되어 

넓은 음폭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붙은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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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105, 2013). 언어는 역사와 민족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다. 그것에는 정서적 공감대가 담겨있으며 발화되는 단순한 음소보

다 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언어는 개개인의 정체성

을 결정짓는 요소로써 작용한다. 따라서 언어를 잃거나 잊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잃는 것이며 역사를 잃는 것이고 정체성을 잃는 것이

고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강요된 폭력이 될 수 있다. 차학경

은 여러 형태의 미디어와 언어 및 역사적인 자료를 통합한 1982년의 
딕테라는 작품에서도 시간과 기억의 문제와 더불어 언어의 문제에 집

중한다. 모국어가 아닌 “낯선 언어를 배워야 하는 사람은 그 언어의 지

배적인 힘으로 인해 자신의 무력감을 체험하게 된다”(김지하 90). 이 

지배적인 힘을 견디기 위해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받아쓰기를 통한 규칙

의 습득이다. 

 

Theresa Cha’s Dictėe as a Montage

차학경의 ‘딕테dictėe’ 그리고 그녀의 딕테에는 식민시대 지배자들

의 강요된 언어를 말하고 쓰도록 강요받는 피식민지인의 고통스런 의

식이 드러난다. 그녀는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그들의 언어를 강요받는 

한국인들의 고통을 찢어지는 육체의 고통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그것

은 무엇보다 의미가 담겨있지 않은 목소리의 흉내일 뿐이다. “그녀는 

말하기를 흉내 낸다. 그것은 웅변과 닮았다. (구태여 말하자면 그렇다). 

발가벗은 소음, 신음, 조각조각 찢긴 말들. 그녀는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주저하면서 입 모양을 그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다”(Dictė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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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인 언어학습은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다. 차학경은 새로운 언어

를 위해 모국어로 이미 굳어져 버린 발음기관을 억지로 교정하거나 인

위적으로 조작되는 여성의 육체를 묘사함으로써 언어가 지닌 억압적 

본성을 은유하고 있다”(서경숙 272, 2006). 불어로 “받아쓰기”라는 의

미의 ‘딕테’는 지시와 순종이라는 강요된 행위이다. 그런데도 “받아쓰

기는 말을 하는 행위도 아니고, 쓰는 행위도 아니며, 읽는 행위도 아니

다. 받아쓰기의 주체가 있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대리자, 보조자, 종속

자일 뿐이다”(민은경 135-36). 그리스 신화에서의 뮤즈를 중심으로 

한 9개의 장은 각각 소설, 산문시, 전기 및 사진첩 등의 형식으로 구성

되는데 여기에는 가부장적 폭력과 제국주의 및 종교적 폭력에 맞섰던 

여성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각각 차학경의 어머니인 허형순, 독립열사 

유관순, 프랑스의 순교자 잔다르크(Joan of Arc)로 대변된다.

이처럼 딕테에서 작가가 그리고 있는 주인공들은 나라를 상실한 

후 망명자로서 모국어 또한 잃게 된 여성들이다. 따라서 텍스트에서의 

망명의 의미는 언제나 언어학적인 의미와 연관되어 논의되는 것이다. 

결국 언어가 작품의 중심적인 주제가 된다. “집(국가)을 잃었다는 것은 

언어로부터도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의 언어는 불

완전하며 그들이 쓰는 글도 불완전하다”(Williams 94). 이보다 앞서 차

학경은 <몽골에서 온 흰 먼지>라는 영화프로젝트에서 권위주의 정권

으로 인한 한국인들의 침묵이라는 고통과 불안정 그리고 망명이라는 

또 하나의 강요된 폭력을 묘사한다. 작가는 그들이 목소리와 언어를 잃

게 된 것은 가부장적, 제국주의적, 정치나 종교적인 폭력의 결과로써 

보고 있으며 이는 디아스포라의 원인이자 그로 인한 이산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강요받는 새로운 언어의 습득이라는 폭력으로 치환된

다. 

5. “카오스 화술”과 차학경의 언어예술

이처럼 차학경의 “딕테의 언어는 공연이나 영상예술에서의 표현

과 더불어 국가라는 개념과 밀접히 연관된다. 실제로 “<입에서 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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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서 차학경은 이미지를 흐리는 수법으로 시간에 따른 언어의 상실

을 표현하고 있으며, <비데 오 엠>이나 <망명자>와 같은 영불 혼성어 

제목은 이주에 따른 언어적 혼란을 그대로 암시한다.” 그녀에게 있어 

영상이나 공연예술 등의 퍼포먼스는 “영어습득에 따른 한국어 상실의 

상황을 언어적, 텍스트적, 매개체적으로 변형시키는 작업이다”(김흥희 

77). 이렇듯 그녀의 작품에서 언어(단어)는 개인의 삶을 결정짓는 한 

나라의 역사 및 정치적인 상황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모국어는 국

민으로서의 권위의 근거를 마련해준다. 모국어란 그 언어를 말하는 국

민의 위상을 유지시켜주고 그들의 권위를 더욱 강화시켜 준다는 의미

에서 상징적인 위상을 지닌다”(Lamm 46). 결국 모국어란 언어와 국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한데 이어주는 내재적인 힘으로써 

작용한다. 

언어는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그 언어의 발원지 국가를 연결시

켜 줄 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과 밀

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언어의 상실은 그들이 잃게 된 사회적 신분

이나 지위 등에 비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고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

드는 것이기도 했다”(Ferens 27). 나라를 잃고 언어를 잃은 고통은 트

라우마로 굳어지는데, 그러한 과정은 디아스포라 이주민이 되어 낯선 

언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차학경은 딕테에

서 4개의 언어-한국어, 불어, 영어, 라틴어-를 활용되지만, 그녀는 각

각의 언어사용에 있어 불편함을 숨기지 않는다. 작품에서 그녀는 한 언

어를 다른 언어로 옮길 때 벌어지는 의미상의 미묘한 변화/왜곡을 포착

한다. 

아서 W. 프랭크(Arthur W. Frank)는 그의 저서 상처 입은 이야기 

작가: 몸, 질환, 그리고 윤리(The Wounded Storyteller: Body, 

Illness, and Ethics)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질환에 관해 유형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한다. 프랭크는 그들의 이야기 중 “카오스 화술”(the 

chaos narrative)에 주목하는데, “그것은 원인파악이 어렵거나 인과관

계가 잘 설명되지 않은 질병으로 인생의 숱한 트라우마가 중첩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Frank 97). 그에 따르면, 카오스 화술은 “삶의 근

본이 우연적인 사건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제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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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되어 힘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Frank 102) 발생한다. 딕테
의 서술구조는 프랭크가 분류한 “카오스 화술”을 연상시키는데, 실제

로 작품을 보면 훼손되기 쉬운 신체에 대한 묘사(해체된, 불구가 된, 멍

든, 총탄에 노출된)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학경은 몸에 대한 

묘사에서 그것이 말을 하지 못한다고 언급하며 무언가 표현하고 싶더

라도 혀가 잘려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녀에게 있어 언어

의 불안정성은 신체가 균열, 골절, 파괴, 파쇄, 손상된 것에 다름없다. 

이렇게 보면 딕테에서의 4개의 언어를 통한 서술과 그러면서도 결코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는 작가의 서술기법은 “말(언어) 속의 나 있는 구

멍인 카오스 화술”(Frank 102)으로 볼 수 있다.  

디아스포라 망명자로서의 삶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의 

삶에 비유할 수 있는데, 수잔 손탁(Susan Sontag)은 질병에 대해 아프

지 않은 나라에서 아픔의 나라를 오가는 여행에 비유한 적이 있다. 그

녀는 회복기에 있는 환자를 “영구비자를 가지고 있지만 갱신이 필요한 

상태”(Sontag 9)로 보았다. 수잔 손탁의 이러한 비유를 받아들인 페렌

스(Ferens)는 포스트콜로니얼 이주민들의 현실을 비자갱신이 필요한 

환자와 같은 처지에 비유한다. 그는 이주민들의 삶이 치료가 필요한 상

태이지만 “자신들의 상태를 스스로 치유할 수도 누군가에게든 치료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Ferens 28)이라고 말한다. 파티 던컨(Patti 

Duncan)은 딕테에서 차학경이 공간, 형식, 시 장르 등을 실험한 것

이 “화술의 단절과 고정되지 않은 경계선”(131)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

한 기법이라 주장하는데, 이 작품의 소재가 조각난 역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역사의 단절은 화술의 단절, 즉 언어의 단절과 관계가 깊다. 

따라서 딕테에서의 언어는 더듬대듯 불확실한 말들의 연속이다. 

그리고 실제로 작가 자신도 자기 언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동강 

난 말. 하나씩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금이 간 혀(말). 부서진 혀(말). 

뒤섞인 말. 말 비슷한 말”(Dictėe 75). 그녀는 또한 ｢엘리테레｣
(“ELITERE”) ‘서정시’(LYRIC POETRY)를 통해서 상실한 언어에 대

해 “죽은 낱말들, 죽은 언어.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시간의 기억 속

에 묻혀 있는”(Dead words, Dead tongue, From disuse. Buried in 

Time’s memory)(Dictėe 133) 것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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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대표작인 딕테라는 포스트모더니즘 텍스트와 거의 모든 공연

이나 영상예술 등의 퍼포먼스에서 반복되고 있는 주제는 모국의 상실

과 디아스포라 망명자로서의 소외라는 메타포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익숙한 언어의 상실과 낯선 언어의 “강요된” 받아쓰기로 치환된다. 

     

6. 결론

차학경은 디아스포라 이민자로서 1969년 UC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

하기 시작했고 비교문학사를 포함하여 미술과 예술 분야에서 4개의 학

위를 받았다. 그녀가 공부할 시기의 대학의 캠퍼스는 베트남 반전운동

의 현장이자 여성, 민족, 동성애자, 레즈비언 등 다양한 해방 운동의 온

상이었다. 이로 인해 대학에서는 여성이나 민족 문제에 관해 연구하는 

새로운 학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나 미술 등 

예술 전반에 걸쳐 지적인 호기심이 넘쳐났던 그녀는 시각 및 공연 예

술, 민족 연구, 아시아계 미국인 연구, 여성 연구, 영화, 문학과 언어학

에 깊이 몰입했다. 당시는 예술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

는데 일례로 비디오의 출현은 실험 작업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불러일

으켰다. 그러는 사이 그녀는 프랑스 철학자 미쉘 푸코(Michel 

Foucault), 비디오 아티스트인 부르스 나오맨(Bruce Nauman), 프랑

스 영화 이론가들, “다다이즘Dadaism” 및 러시아 구성주의자들로부터

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녀는 또한 ‘UC 버클리 퍼시픽 필름 아카이브’에서 3년간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영화에 대한 안목도 키운다. 그녀는 그곳에서 셀 수없이 

많은 전통적인 고전 영화와 혁신적인 아방가르드 영화를 보면서 퍼포

먼스나 영상 및 소리와 언어에 예술적인 감성도 키워나간다. 그런데 차

학경은 어린 시절 미국에 이주해온 디아스포라 망명자로서 가장 먼저 

겪게 된 기존언어의 상실과 새로운 언어의 습득이라는 강제에 노출된

다. 디아스포라와 언어의 상실 그리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라는 문제는 

본 논문에서 강조해서 다루었던 주제였는데, 차학경은 자신을 포함해 

어머니와 할머니가 경험했던 망명과 이주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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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디아스포라의 상황과 언어의 문제를 연결시킨다. 그녀는 조국의 상

실과 언어의 상실 그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해 데메테르(Demeter)와 

페르세포네(Persephone)의 신화를 인용하면서 어머니인 허형순과 유

관순 열사의 삶을 연결시켜 설명한다. 결국 작가인 차학경에게 있어 한

국의 격동기 근대역사와 디아스포라 망명자로서의 상황은 그녀의 모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자 소재가 된다. 

그녀는 딕테를 비롯한 비디오, 영화, 설치와 같은 공연 예술 등 대

개의 퍼포먼스 작품을 통해 조각나고 파편화된 언어를 강조한다. 그녀

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여러 나라의 언어를 한꺼번에 구사하면서도 의

사전달이 왜 만족스럽지 않은지와 그러한 언어들이 왜 파편화된 형태

로 나열되며 의사전달이 불분명한지를 보여주려 한다. 그녀는 결국 이

들 작품을 통해 언어가 어떻게 국가나 민족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과 긴

밀한 관계를 지니는가를 설명한다. 이렇듯 차학경은 그녀의 거의 대부

분의 작품을 통해 디아스포라 망명자들에겐 다국적 언어의 구사는 재

능의 과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동

시에 그녀는 역사와 단절된 언어는 어느 것 하나 의사전달에 있어 만족

스럽지 않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려 한다. 그녀의 대표작인 딕테에서 

텍스트의 제목인 “딕테”는 외국어 등을 가르칠 때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아쓰게 시킨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바는 “어느 한 국가가 자기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배우도록 강제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Lamm 49). 그렇다면 “차학경에게 있어 교실 수업에서의 “받아

쓰기”(dictation)는 결국 (의미를 강요하는) “독재”(dictatorship)와 크

게 다르지 않다“(Ferens 29). 이 작품은 영어, 불어, 라틴어, 한국어 등

이 산만하고 편재된 상태로 사용되는데, 이는 각각의 언어와 언어사용

자의 정체성이 일치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본론을 통해 확인한바 

딕테는 역사적인 상황에서 망명과 이주 그리고 이산의 과정에서 겪

게 되는 트라우마와 더불어 모국어와 새로운 언어 사이의 긴장을 다루

고 있다. 물론 이는 정체성, 문화, 역사, 신화, 인종적인 문제 등등이 함

께 논의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주제이다. 그녀는 나라를 잃고 개개인이 

감당했어야 피식민자로서의 트라우마를 모국어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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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로 이어지는 정신적 트라우마와 동일 선상에서 놓고 비교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해 여성들의 연대를 강조하고 그들의 힘으

로 죽은 언어를 부활시킬 가능성을 동시에 이야기한다. 

차학경은 딕테의 한 장인｢엘리테레｣ ‘서정시’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 “기억을 회생시키고 말하는 여자, 땅속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마다 

봄을 회생시키는 딸인 여자(페르세포네). 잉크를 진하게 묻혀 마르지 

않도록 하고 글쓰기도 멈추지 않도록 하는자”(Dictėe 133)라고 말하는

데, 이는 여성의 언어와 여성화술의 힘과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에 대

한 믿음이다. 그런데 제국주의적 폭력에 의한 모국어 사용의 단절과 디

아스포라 망명자로서 낯선 언어의 강제와 “받아쓰기”의 주제는 비단 

포스트모더니즘 작품인 딕테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그녀는 이 작품

에서도 기존 문자 중심의 전통적인 텍스트 안에 미디어 영상을 혼용함

으로써 기존의 문학적·역사적 전통에서 벗어나는 포스트모더니즘 글쓰

기를 시도했지만 이외에 다른 공연이나 영상예술과 같은 미디어 예술

을 통해서도 디아스포라 망명자들의 상실과 소외 그리고 언어의 문제

를 집중적으로 조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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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ctėe and Artistic Media As a Metaphor for
Loss and Marginalization

Park, Yunki(Paichai University)

As a postmodern experimental work of art, Theresa Hak 

Kyung Cha’s Dictėe and her artistic media leave the readers 

struggling to find a way out of a very perplexing linguistics and 

visual maze. Characteristic of her exceptionally poetic and 

conceptual works is an intense engagement with language. One 

of the difficulties with understanding Dictėe is its chaos narrative 

technique, which is the most embodied form of story. With its 

violations of English grammar, use of mixed media, multiple 

languages, and other seemingly random elements, Dictėe 

radically disjointed poetics resisted easy identification. Dictėe is 

composed of quotations, uncaptioned images, letters, and 

ventriloquized voices, interspersed with what appear to be Cha’s 

reconstructions of history, memories, dreams, and parables. 

Using simple, child-like language, the persona tells the 

reminiscence of her mother in association with sustenance and 

home. Exile and diaspora in the text operate on a linguistic level. 

The women as characters in Dictėe and Cha’s artistic media are 

foreigners, exiled from their homes and therefore from their 

national language. The “loss of homeland” is central to Dictėe 

and her various media such as artist’ books, mail art, 

performances, slide shows, film, video, and installation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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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 of homeland is always connected to a loss not simply of a 

native land but of language on both literal and a figurative level. 

Dictėe and Cha’s artistic media as poetic configuration basically 

serve as a metaphor for loss and marginalization. 

KeyWords: Dictėe, artistic media, exile, diaspora, women, language,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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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의 인신공희 설화를 통해 두 문

화권에서의 인신 제사를 비교·분석한다. 사회 집단은 심각한 위기를 만

나게 되면 신으로부터 호의를 얻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킨다. 선

행 연구들은 설화 속의 개별 등장 인물(가해자 또는 피해자)에게 집중

한 반면, 본 연구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고대 사회의 인신공

희는 공동체적 행위였기에 가해자의 압박보다는 공동체의 외면과 암묵

적 동의로 인해 희생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때 희생자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공동체는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한다. 한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살리려는 희생 제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그들의 희생을 당

연시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주제어: 인신공희, 심청전, 입다의 딸, 가부장적 사회, 아버지의 서원, 효, 

        공동체의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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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고대로부터 한 사회 집단이 존속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위기

가 닥치곤 했을 것이다. 특히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큰 위기를 

만나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상황에 이르면, 초월적 

존재인 신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다가 급기야는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다. 고대 이스라엘이 속한 고대 레반틴 지

역에서도 한 사회 공동체가 생사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의를 행했다.1 비록 인신공희를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려는 구약성서 저자들의 의도로 인해 이 제의에 관한 언

급이 모호하게 나타나지만,2 율법서에서 강하게 금지된 제의가 이후 역

사서와 예언서에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은 인신공희가 단순히 종

교적 차원을 넘어 삶의 전반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시사한

다.3 마찬가지로 과거 한국에서도 가뭄, 홍수, 전염병과 같이 인간의 능

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재앙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신

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흔적들이 문

학 작품들 속에 등장한다.4 따라서 아시아 대륙의 양 극단에 위치한 이

스라엘과 한국의 고대 인신공희 설화를 통해 두 문화를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구약성서에는 인신공희에 관련된 약 25여 개의 본문이 있다. 

그중에 이야기 형태로 전해지는 것은 ‘아케다’로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

1 Jon D. Levenso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Beloved Son: The 

Transformation of Child Sacrifice in Judaism and Christianity. Yale 

University Press, Connecticut, 1993, p. 16.

2 Naomi Steinberg, “The Problem of Human Sacrifice in War: An Analysis of 

Judges 11.” On the Way to Nineveh: Studies in Honor of George M. 

Landis. Edited by Stephen L. Cook and S. C. Winter. Scholars Press, 

Goergia, 1999, p. 114.

3 개신교의 분류방식에 따르면, 구약성서는 모세오경이라고도 불리는 율법서(｢창세

기｣-｢신명기｣), 역사서(｢여호수아｣-｢에스더｣), 시가서(｢욥기｣-｢아가｣), 선지서(｢이
사야｣-｢말라기｣)로 구성되어 있다.

4 최운식, ｢인신공희 설화 연구｣, 한국민속화보(제10호), 서울: 한국민속학회, 1999,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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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이야기(｢창세기｣ 22:1-14)와 입다와 그의 딸 이야기(｢사사기｣ 
11:1-40)이다. 이 외에 이스라엘인에 의해 드려진 인신공희는 분열 왕

국 시기의 북 왕국 호세아 왕(｢열왕기하｣ 17:17) 및 남 왕국 아하스 왕

(｢열왕기하｣ 16:3)와 므낫세 왕(｢열왕기하｣ 21:6)의 통치 기간에 관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5 또한 선지서의 기록들(｢이사야｣ 57:5; ｢예
레미야｣ 7:31, 19:5; ｢에스겔｣ 16:20-21, 20:26 등)은 모두 내용이 매

우 짧고 간결하며, 더군다나 이야기 형식이 아닌 신학적 관점에서의 통

렬한 비난에 그치고 있어서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한국 고전문학에서 인신공희 주제가 비록 큰 비중은 아니지만(전체 

문학의 2~3% 정도), 이따금 등장한다.6 인신공희의 성격에 따라서 대

립형(신과의 대결을 통해 사신을 퇴치)과 화합형(제의를 받는 신과 바

치는 집단과 바쳐지는 자가 화합하여 제의의 목적을 성취)으로 나뉜다. 

총 120여 편의 인신공희 설화 중 87편이 대립형인데 사신에게 바쳐진 

자(또는 제삼자가) 사신을 퇴치하는 사신 퇴치 영웅형(｢김녕뱀굴｣, ｢거
타지｣, ｢백일홍｣ 등)과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사신 퇴치자가 두

꺼비라는 점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두꺼비 보은형(｢두꺼비가 살려준 처

녀｣ 등)이 있다. 나머지 33편은 화합형인데, 내용에 따라 건강·풍요 기

원형, 인주형, 주종형이 있다. 건강·풍요 기원형은 말 그대로 건강과 풍

요, 비나 해상안전을 기원하는 내용이고, 인주형(｢옹주의 저택지｣, ｢벽
골제｣, ｢공갈못의 둑｣)과 주종형(｢봉덕사종｣ 등)은 공통적으로 일의 실

패가 반복되자 인신공희의 계시가 주어지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나

서야 비로소 일이 완성되는 구조를 지닌 설화이다.7 

구약성서에는 언약 사상으로 인해 한국 설화의 대립형과 같은 이야

기가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화합형 설화에 해당하는 인주형이

5 고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기원전 약 1050-586년)는 통일왕국시대(1050-931)와 

분열왕국시대(북 왕조는 기원전 930-722년, 남 왕조는 930-586년)으로 구분된다.

6 박정세, 성서와 한국 민담의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1996, 133면. 두 국

가의 문학에서 인신공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매우 드문 이유는 인신공희가 비정

기적이고 소규모의 제의였던 것과 관련 있다. 마야문명에서는 이 제의를 조직적이

고 정기적으로 행했으며, 카르타고의 경우는 비상시에 대규모로 인신 제사했지만, 

이스라엘과 한국에서는 주로 이따금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행했던 제의였다.

7 최운식, ｢인신공희 설화 연구｣, 170-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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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종형도 등장하지 않는다. 앞에 언급한 두 인신공희 내러티브(아브

라함, 입다)는 공동체의 안전에 속한 이야기이기에 한국의 건강·풍요 

기원형과 비슷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적

으로 아버지의 서원이나 신앙에 의한 자녀의 인신공희 주제가 등장한

다는 면에서 한국의 심청전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두 문화권에서 효

는 공통으로 중요한 덕목이기에 아버지의 서원에 대한 자녀의 관점에

서도 비교 연구의 가치가 있다. 특히 심청전은 한국의 대표적인 인신

공희 설화로서 효녀지은설화와 거타지설화, 더 나아가 인도의 전
동자설화, 묘법동자전설 및 일본의 소야희설화 등 고대로부터 전

승되어 오는 범세계적 이야기에 그 연원을 두고 있기에8 인류 보편적 

사상을 고찰할 수 있는 설화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심청전(완판본)9

과 구약성서(개역개정)를 기반으로 진행할 것이다. 

아브라함-이삭, 입다-그의 딸, 심학규-심청이의 이야기에는 서원자

가 아버지이고, 피서원자가 독자(獨子)라는 점, 그리고 피상적으로는 

피서원자들이 매우 순응적으로 보인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단, 아브

라함-이삭의 경우는 다른 두 이야기에 비해 여러 면에서 특이하다. 먼

저, 아브라함이 인신공희를 시도한 목적은 야훼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

는 것이고, 무엇보다 인신공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입

다 내러티브 및 심청전과 다르다. 따라서 아케다는 인신 제사에 대한 

구약성서의 인식에 관한 논의에 도움이 되지만 인신공희의 전·후의 상

황을 분석하는 데 제한이 있다.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의 인신공희 설화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개별 

인물 분석에 집중되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입다 내러티브에서 입다

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신학적 입장에서 진행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

가 자식을 번제로 바쳤다는 점과 관련하여 성서학자들의 부정적인 평

가를 피하긴 힘들었다.10 이러한 관점은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더욱 발

전되어 남성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된 입다의 딸이라는 페미니즘적 해

 8 장덕순, 한국 고전소설, 계명대학교출판부, 1974, 161-62면.

 9 심청전(완판본), 정하영 엮음, 한국고전문학전집 13,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5.

10 Daniel Isaac Block, Judges, Ruth. New American Commentary 6, Broadman 

& Holman, Tennessee, 1999.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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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활발하게 발전되어 왔다.11 심청전의 경우, 경판본에서는 심청

을 주인공으로, 완판본에서는 심학규를 주인공으로 연구되었는데, 이

로 인해 주로 편파적인 연구에 머물렀던 경향이 있었다.12 이러한 반성

과 함께 조동일, 최래옥, 천이두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그 두 인물 사

이에 어느 한 인물을 선택하기보다 균형적인 시각을 중시하였다. 예를 

들어, 천이두는 심청전의 주제를 ‘한’으로 보며, 심청에게는 ‘한의 성

취’의 과정이며, 심학규에게는 ‘한의 삭임’의 과정으로 해석한다.13 이

러한 선행 연구들에선 사회적·공동체적 맥락에서 조명하지 못한 아쉬

움이 있다.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의 인신공희 설화를 함께 고찰한 선행 연구들

도 드물게 있다. 가장 이른 연구는 박정세(1996)가 아케다와 한국의 ｢벼
락 맞은 아버지 전설｣을 비교한 것이다.14 이 연구에서는 아브라함이 

인신공희를 통해 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발견하게 된 점과 아버지(김

서방)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팔아 버림으로써 신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대조한다. 최운식(1998)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들을 언

급하는 과정에서 아케다를 간략하게 언급했는데,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이전의 어린이 희생을 동물 희생으로 대치하게 된 것을 합리화하는 것

으로 보았다.15 천사무엘16(2003)은 입다의 딸이 심청이처럼 효를 실

천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조수연(2015)은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죄책

감과 희생양 콤플렉스의 관점에서 두 이야기를 간략히 분석하였다.17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개별 인물들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기

에, 필자는 설화 속의 인물들을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할 필요가 

11 Mieke Bal, Death and Dissymmetry: The Politic of Coherence in the Book 

of Judg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Illinois, 1988, pp. 128-129

12 최래옥, ｢심청전의 총체적 분석｣,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39-40면.

13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 154-156면.

14 박정세, 성서와 한국 민담의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1996.

15 최운식, ｢인신공희 설화 연구｣, 193-194면. 하지만 본 연구자는 야훼의 이삭번

제 요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이해한다.

16 Samuel Cheon, “Reconsidering Jephthah’s Story in an Asian Perspective”, 

Journal of Asian American Theology 6 (2003-2004), pp. 30-45. 

17 조수연, 심청전에 숨은 심리학적 이야기: 죄책감과 희생양 콤플렉스, 이담, 

2015, 141-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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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본다. 유요한의 지적처럼, 심청의 모습을 효에만 제한한다면 인

간의 더 심층적인 면을 성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18 본 연구는 인신

공희의 희생양이 된 두 딸의 행동을 아버지에 대한 효의 실천으로 보기

보다 두 여성이 속한 공동체의 암묵적 동의로 인한 희생의 관점으로 접

근하려고 한다. 물론 내러티브 자체에는 공동체의 입장이 잘 드러나지 

않기에 정황적 이해(Contextual understanding)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고대 사회의 인신공희는 주로 공동체에 의해 행해진 제의인 만

큼 개인에 대한 폭력의 관점보다는 공동체에 닥친 위기와 이를 극복하

기 위한 극복의 차원에서 고찰하려고 한다.

2. 인신공희의 시대적·문화적 배경

2.1. 두 사회의 공통점

인신공희는 대부분 불안정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아브라함이나 

입다 이야기의 배경은 체계적인 정부나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불안정

한 사회였다. 물이 풍부했던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물이 턱없이 부족

했던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아브라함은 기근과 우물로 인해 부족들간의 

전쟁이 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창세기｣ 21:25). 입다의 시대도 

아직 이스라엘에 왕정이 들어서기 전, 각 씨족의 대표(사사, Judges)가 

지역적으로 다스리던 불안정한 시기였다. 또한,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

서 인신 제사가 다시 기승을 부리던 때는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되어 신

아시리아(기원전 850-612)와 신바빌로니아(기원전 605-539)와 같은 

제국의 세력들이 군사적·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던 시기였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인신공희 설화들을 보면 불안정한 국가적·사회

적 상황이 먼저 소개된다. 심청전 또한 조선조 후기의 혼란스러웠던 

때를 배경으로 한다. 이때는 조선 중기 이후 격화된 정치 집단 간의 갈

등이나 임병양란 이후의 경제적 궁핍, 그리고 신분제의 동요나 붕괴에 

18 유요한, ｢고전문학을 넘어 신화로 회귀하기: 연인 심청에 나타난 종교적 인간｣, 
문학과 종교 21.1, 2016,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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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했던 시기였다. 특히 사대부 계급은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를 유지

하기 위해 부계 중심으로 친족 집단을 배타적으로 조직화했던 시기였

다.19 동시에 심청이의 마을 공동체가 처한 직접적인 위기는 뱃사공들

을 위협하는 파도와 급류로 야기된 것이었다. 이 외에도 많은 경우 지

속되는 가뭄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예를 들

어, ｢비룡폭포와 육단폭포의 적교｣, ｢태종우｣ 등).20

또한 두 국가가 남성중심적 사회였음을 고려하면, 여성은 약자적 위

치에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한국의 조선조 말기 문화

에서 형성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기혼 여성의 경우는 부모

나 남편 중 한쪽이 그녀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사회적 보호막이 없었기에 더욱더 취약한 계층으로 전

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21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두 사회는 공통적으로 효를 중시하는 문화였

다. 구약성서의 율법에서 가장 핵심인 십계명에 따르면 사람들과의 관

계를 다루는 계명들(5-10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제5계명)이다. 이처럼 부모는 이 땅에서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하며, 고대 사회에서 모든 권위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다. 마찬가

지로 조선 시대의 한국은 유교의 영향으로 나라에 대한 충성과 함께 부

모에 대한 효도가 매우 중시되었던 배경이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러한 문화적 상황에서 여성인 자녀들의 입지는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2.2. 두 사회의 차이점

두 국가 사이의 차이점은 공동체의 위기 시에 누가 인신 제물이 되었

19 장효현, ｢국문장편소설의 형성과 가문소설의 발전｣, 민족문학사연구소 엮음, 민
족문학사 강좌(상), 창비, 1995, 274면.

20 약 11편가량 되는 한국의 건강·풍요 기원형 설화들은 마을의 건강과 풍요의 기원

(1편), 비의 기원(3편), 해상안전 기원(7편)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최운식, 

｢인신공희 설화 연구｣, 170면.

21 이윤경,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읽는 입다의 딸 이야기｣, 구약논

단 49, 2013,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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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에서 크게 드러난다. 구약성서에 따르면 지도자의 자녀가 제물로 

희생되었다. 아브라함과 입다 뿐만 아니라, 북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와 

남 유다의 왕 아하스와 므낫세 또한 자신의 자녀에게 인신공희를 행했

다.22 이와 같이 고대 근동에는 국가적 비상시에 후계자가 될 지도자의 

자녀가 희생되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다. 예를 들어, 모압 왕 메사의 경

우도 전쟁에서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이르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

의 아들을 번제로 드렸는데, 그 아들은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

들”이었다(｢열왕기하｣ 3:27). 인신 제사는 개인적 차원에서 행해지기

보다는 공동체의 대표가 자기 자녀를 바쳐 국가적 목적을 성취하려는 

사회적 기능(a social function)을 위한 제의였다.23

이에 비해, 한국 설화에서는 주로 가난한 가정에 속한 자나 하층계급

의 자녀가 인신 제물이 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24 대립형과 화합형을 

막론하고, 공동체에 닥친 곤경 속에서 누군가가 인신공희로 바쳐져야 

할 때, 그 동네 사람 중 가난한 부모가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돈을 받고 

자식을 제물로 파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한다(예를 들어, ｢에밀레종｣, ｢
벼락맞은 아버지｣). 예외적으로, 조선 태종 말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

해 왕이 스스로 제물이 된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태종우(太宗雨)｣), 
대부분의 경우 공동체 대표의 자녀(후계자)가 아니라 주로 사회 취약계

층의 자녀, 특히 어린 소녀가 제물로 바쳐진다. 

이런 면에서 구약성서에서 입다의 딸(여성)이 인신 제물이 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녀가 희생양이 된 것은 입다에게 그녀 외에는 다른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녀가 단지 여성이었기 때문에 지목이 된 것

은 아니었다. 이삭의 경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훼가 요구한 제의였

던 반면, 입다의 경우는 그가 독단적으로 행한 제의였다.25 입다에게 

22 역사서와 선지서의 경우를 보면, 이 제의는 몰렉과 바알과 같은 이방신을 위해 

행해졌는데 실제로 아이를 바친 인신공희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원이나 

점술과 같은 제의적인 맥락에서 치명적이지 않은(non-lethal) 선에서 아이를 이

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Jeffrey H. Tigay, Deuteronomy. 

The JPS Torah Commentary,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Pennsylvania, 

1996, p. 465.

23 Steinberg, “The Problem of Human Sacrifice in War: An Analysis of 

Judges 11”, p. 128.

24 박정세, 성서와 한국 민담의 비교 연구,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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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딸이 아닌 외동아들이 있었다면 그도 희생 제물이 되었을 것이다. 

구약성서엔 입다의 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들’이나 ‘자녀’

(아들과 딸이 동시에)가 희생의 대상이 되었지만, 여성 홀로 희생이 된 

경우는 없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의 설화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두 국

가에서 인신공희에 함축된 의미들을 살펴볼 것이다. 인신공희의 가해

자인 아버지와 이를 방관하거나 내지는 무언의 동의를 한 공동체, 그리

고 피해자인 여성들에 대해 분석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논의될 내용

을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두 설화가 많은 면에서 공통점

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로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는 *를 

표시하였다.

25 따라서 야훼가 아브라함이 제사를 시작할 찰나에 이삭을 구해주었던 반면, 입다

의 딸을 구해주지 않은 것이 야훼의 남아선호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해석

은 근거가 약하다. 참조: Cheryl Exum, Tragedy and Biblical Narrative: 

Arrows of the Almigh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2, 

pp. 45-69.

입다 내러티브 심청전

장르 영웅이야기(+효 모티프)
효이야기

(+개안 모티프)

시대적 배경 정치적 혼란기(사사 시대)
정치적 혼란기

(조선조 말기)

사회적 배경
가부장적(효 중시)

야훼이즘(종교+문화)

가부장적(효 중시)

불교(종교)+유교(문화) 

서원자 아버지(서자 출신)
아버지

(몰락한 양반 가문)

피서원자 무남독녀(*지도자의 자녀)
무남독녀

(*일반인의 자녀)

*서원 내용 사람의 생명 공양미 삼백석

*서원 조건 전쟁 승리 개안(開眼)

서원 속성 개인적 욕망, 종교적, 공식적
개인적 욕망, 

종교적, 공식적

서원 목적 신분 상승(지도자) 신분 상승(장애 극복)

공동체 태도 피서원자에 대해 방관적(침묵) 피서원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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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신공희 가해자들의 관점 분석

두 설화에 있어서 서원자인 아버지와 피서원자인 딸의 죽음에 대해 

묵인한 공동체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가해자에 해당한다. 이 

단락에서는 두 가해자들의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말과 행동 이

면에 담긴 의도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3.1. 서원자(아버지)의 관점

먼저, 두 아버지(입다와 심학규)는 자녀 희생에 있어서 일차적인 가

해자이다. 이들의 서원 행위가 없었다면 그들의 자녀는 희생을 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그들의 서원

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그들의 서원은 개인적인 욕망에 의한 것이었다. 입다의 경우는 

굳이 서원을 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서원을 하기 전에 이미 

야훼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다. 야훼의 영이 임한 것은 ｢사사기｣ 전체 

내러티브에서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3:10 

옷니엘; 6:34 기드온; 11:29 입다; 14:6 삼손). 하지만 입다는 전쟁에

서의 승리를 통해 자신의 성공(즉, 길르앗 공동체의 ‘머리와 장관’이 되

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다음과 같은 불필요한 서원을 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

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사사기｣ 
11:30-31) 이로 인해 자신을 환영하기 위해 나오게 될 가족 중 한 명

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불필요한 상황을 초래했다.26

방관적(침묵)

*공동체 

위기 내용
군사적 위기 해상 위기

공동체 결말 위기 극복 위기 극복

*희생 결말 매년 기념됨 연꽃 속에서 부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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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규의 서원은 그에게 절박한 것이었겠지만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동시에 지나친 것이었다. 그는 성인이 된 후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각 

장애로 인해 자신의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눌 수 없어 전적으로 어린 외

동딸을 의지하고 있었던 자였기에, 그가 무심코 내뱉은 서원의 짐은 고

스란히 그의 딸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나중에는 자신이 서

원한 것에 대해 가슴을 치며 후회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서원은 

그저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었다(완판본, 124). 

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욕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신들의 사회

적 신분 상승이었다. 입다의 경우는 서자로 태어나 형들의 미움을 받으

며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집에서 쫓겨났었다. 그 후 그는 외국 땅에서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찾아온 장로들에 의

해 공동체의 지도자로 임명되어 암몬과의 전쟁을 지휘하게 된다. 그는 

야훼를 향한 신앙심이나 자신의 공동체를 향한 애국심에 이끌려 전쟁

을 이끌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그 기회를 이용하였다(｢사사

기｣ 11:9). 심학규는 대대로 벼슬을 했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고 스무 살이 못 되어 눈까지 멀게 되었다(완판본 75). 

체면을 중시하던 유교 문화에서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매우 따가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개안(開眼)에 대한 바램은, 그것이 그

가 시력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정상인의 

신분으로 상승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두 아버지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신(神)을 

연루시켰다. 입다는 야훼를 끌어들였으며, 심학규는 조선 시대에 유교 

문화가 형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명맥을 유지해 온 불교의 부처를 끌어

들였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정상적인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는 어렵다. 비록 입다는 실제로 자신의 행동이 야훼 신앙에서 비롯되었

26 입다가 자신의 딸이 실제적으로 죽여서 번제로 드렸는지에 대해 문자적인 해석외

에도 상징적인 해석이 제시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그녀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했다고 전하기 때문이다(｢사사기｣ 11:38). 참조. 김

남일, ｢정황이해를 통한 성서해석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사사기 11장 입다의 인

신제사)｣, 갱신과 부흥 21, 2018, 39-40면. 하지만 필자는 구약성서에서 번제

를 상징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없기에, 또한 입다의 희생이 정통 야훼신앙이 아닌 

고대 근동의 풍습에 따른 것이기에 문자적인 해석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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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믿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이스라엘

의 도덕적 부패와 영적 퇴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서원 행위는 

그저 그의 한계를 보여주는 수단이었을 뿐이다. 입다의 행동은 야훼 신

앙이 아닌 고대 근동에서 통용되었던 관습이었다.27 심학규의 행동 또

한 정통 불교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장덕순은 실제로 “공양미 

삼백 석이 어떠한 효험도 나타내주지 못하고, 몽운사의 화주승 또한 혹

세무민의 비방의 대상”으로 풍자한다.28 이러한 점에서 두 아버지의 서

원은 당시 국가종교였던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이나 한국의 불교 신앙

을 제대로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이들과 공존했던 민간의 무속신앙에 

의한 서원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29 

셋째, 그들의 서원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적인 성격까지 지녔다. 

입다의 경우는 전쟁의 지휘관이자 길르앗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했던 

서원이었기에 개인적 행위로 취급하기보다는 공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심학규의 경우는 승려 앞에서 서원했다는 점에서 종교적 무

게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의 서원 내용은 사찰의 공양 명단에 공

식적으로 기록되었다(완판본 111). 따라서 두 인물의 서원은 당사자 

외에도 그 서원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공

적인 압박감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그들의 서원은 자신들의 사회적 명예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체의 지도자 신분이었던 입다는 물론이고, 이미 비참해질 대

로 비참해진 조선 시대의 가장(家長) 심학규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

을 것이다. 심학규의 서원을 들은 화주승은 “이보시오, 댁의 집안 형편

을 살펴보니 삼백 석을 무슨 수로 장만하겠소”라고 하자 오히려 심학

규는 날을 세우며 따지는 자세를 취했다(완판본 111). 화주승의 질책

은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는 말이었지만, 심학규는 알량한 자존심으로 

자신의 체면을 애써 지키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두 아버지

에게 있어서 만약 자신들의 서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사회적 체면과 지도자 및 가장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될 위기를 맞게 될 

27 박종수, 구약성서 역사이야기, 한들, 2002, 179-180면.

28 장덕순, 한국고전소설, 166면.

29 심우장, ｢효행 설화와 희생제의의 전통｣, 실천민속학연구10, 2007,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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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3.2. 공동체의 관점

비록 아버지의 서원으로 인해 딸이 죽을 운명에 처해진 것은 사실이

지만, 이를 위해서 마을 공동체의 동의 과정이 있었음도 유추할 수 있

다. 물론 나레이터는 이 부분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보통 인신공

희는 한 개인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의한 제의이다. 

물론 공동체가 여성의 죽음에 대해 찬성의 의사를 드러낸 모습은 보이

지 않지만, 그렇다고 여성의 죽음이라는 상황에 대해 반대하거나 저항

하는 모습도 없다는 점이 주목할 사항이다. 이는 두 설화에서 여성들이 

죽을 운명에 놓였을 때 각 공동체가 이전에 보여왔던 모습과 비교해 보

면 공동체의 매우 다른 태도를 감지할 수 있다. 

길르앗 공동체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공동체의 대표인 장로들

이 주도해 왔다. 그들은 과거에 입다를 쫓아내는 일, 다시 그를 불러 지

도자로 세우는 일에도 관여했다(｢사사기｣ 11:7). 어떤 학자들은 입다

가 딸을 희생한 것이 한 부족의 우두머리로서 행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

만,30 사실 입다는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그는 암몬과의 전

쟁에서의 승리를 조건으로 장로들에 의해 임시로 추대된 신세였다. 입

다에게 닥친 문제에 관하여 장로들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그들의 암묵적 동의에 대한 암시로 볼 수 있겠다. 장로들의 무거

운 침묵은 입다의 딸이 희생되기 전 두 달간의 유예기간 동안 함께 있

어 주었던 여성 친구들을 포함하여 아무도 그녀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없게 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심청이도 공동체가 그녀의 슬픈 운명 앞에서 끝내 침묵

했기 때문에 결국 그녀가 희생 제물이 된 것이었다. 이전에 곽 씨 부인

이 죽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남녀노소 모여 눈물을 흘리면서, “음전하

던 곽 씨 부인 불쌍히도 죽었구나. 우리 동네 백여 집이 십시일반으로 

장례나 치러주세”라며 적극성을 보였었다(완판본, 91). 하지만 이번에

는 달랐다. 공양미 삼백 석이 장승상 부인이 혼자 해결할 수 있을 정도

30 Alice Logan, “Rehabilitating Jephthah,” JBL 4 (2009): pp. 66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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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을 고려하면, 마을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될 수도 

있었을 법하다. 하지만 심청이를 위해 아무도 나서 주지 않고 모두 끝

까지 침묵한다. 따라서 심청이의 죽음은 단순히 공양미 삼백석 때문이

었다기 보다는 공동체로부터의 도움의 부재가 불러온 죽음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 두 공동체는 왜 그들의 젊은 여성의 희생을 막지 않았을까? 입

다는 자신의 딸의 슬픈 운명으로 인해 자신의 비참한 심정을 사람들 앞

에서 토로하였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

는 자 중의 하나로다”(｢사사기｣ 11:35). 하지만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 ｢레위기｣ 5:4-6의 규례에 따

르면 그 서원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취소될 수 있었지만, 공동체원 중 

누구도 이 규례를 상기시키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만약 그

들이 전쟁이라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율법의 규정이 아닌 입

다의 인신공희를 따르기로 했다면, 이것은 그 공동체 전체가 무속신앙

에 물들어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두려

움 속에서 서자 출신 입다의 딸의 희생 즈음은 그 공동체에서 그다지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을 것이다.

심학규 또한 입다처럼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애원하였지만 어떠한 호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심청이를 데려가

는 뱃사공들을 말리며 “내 몸으로 대신 감이 어떠하냐? 여보시오 동네 

사람, 저런 놈들을 그저 두고 보오?”(완판본 127)라고 절규하며 외쳤

지만 그들 중 아무도 나서 주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심청이의 죽음이 

바다의 급류와 거센 풍랑이라는 마을 전체의 위기와도 관계되었기 때

문이다. 풍랑은 어부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한 지속적인 어획의 실패

는 공동체의 삶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관여할 수가 없었던 것

으로 비춰진다. 그들의 관점에서, 누군가는 마을의 안녕을 위해 희생되

어서 성난 바다를 잠재워야만 했기에, 이런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한 

여성, 그것도 몰락한 시각 장애인의 딸을 향한 동정심을 찾아보기 어려

웠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에 닥친 위기와 관련하여 그 구성원 전체의 생명 및 안전에 영

향을 미치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한 구성원을 돌아볼 겨를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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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더군다나 그 구성원은 그들에게는 없어진다고 해도 큰 의미를 갖

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리하면, 두 여성이 

죽을 운명에 놓인 것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아버지의 서원이 덫으로 작

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희생 제의에는 공동체의 암묵적

인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31 따라서 필자는 서원자

인 아버지 못지않게 공동체 구성원들 또한 침묵과 방관으로서 피서원

자인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들이라고 본다. 두 공동체는 전쟁

과 풍랑의 위협이라는 위기 속에 그들의 약자인 여성을 돌아보지 못하

고 외면했던 가해자였다.

4. 인신공희 희생양의 관점 분석

두 공동체 모두 가부장적 사회인만큼 여성은 취약한 계층에 속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피서원자였던 두 여성은 단지 체념한 채 수동

적으로 죽음에 내몰린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두 여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녔는지 그들이 아버지와 나눈 대화

와 그들이 보인 행동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려고 한다. 

4.1.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먼저, 두 딸은 평소 아버지에게 측은지심을 느끼며 살아왔을 것이다. 

그것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볼 때 불행한 삶을 

살던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입다의 딸의 시선에서 자신의 아버지는 과

거에 가정과 마을에서 퇴출당하여 타향살이하며, 한때 잡류들의 두목

이었다가 이제는 암몬과의 전쟁의 결과에 따라 존경과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로에 놓여 있다. 마찬가지로, 심청의 시선에서 몰락한 양

반인 자신의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었는데, 개안(開

眼)은 그가 그런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다. 

31 김재구, ｢입다의 딸,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4, 200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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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학은 두 딸의 입장이 두 아버지에 비해 훨씬 더 비참했음을 

비춰주고 있다. 입다 내러티브의 중반까지는 독자에게 가장 불행한 인

물이 입다로 비춰졌을지 몰라도 그의 딸의 등장으로 인해 독자들의 측

은지심은 그녀에게로 향하게 된다.32 그녀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입

다보다 더욱 불행한 삶을 살아왔을 것이다. 그녀의 할머니는 창기였다. 

내러티브상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존재 여부마저 불확실하며, 처녀의 

신분이었던 그녀는 사회적 보호막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할 아버지는 오히려 그녀를 원망하며 죽

음으로 몰아내고 있다.

그럼 입다의 딸은 아무런 반항 없이 그저 순응한 것일까? 물론 그렇

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

렇지 않다. 그녀는 입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야훼를 위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
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야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사사기｣ 11:36).

여기서 입다의 딸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이 아버지에 의해 좌초된 일

이라고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그녀는 이 서원이 아버지가 야훼

를 위해 한 것이며, 야훼 또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인 암

몬 자손에게’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에게서 아버지를 철저히 분리시키며 

강한 어조로 대항하고 있다.33 더 나아가, 그녀는 야훼를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그의 잘못된 신앙마저 비웃고 있는 듯하다.

심청의 경우 또한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참했다. 

그녀는 아버지보다 더욱 큰 억눌림 속에서 살아왔을 것이다.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했던 사회에서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 때부터 부모의 

32 V. C. Cooper, “Some Place to Cry: Jephthah’s Daughter and the Double 

Dilemma of Black Women in Americ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44 

(2003), pp. 181-91.

33 Kyungji Ha, “Reading the Jephthah Narrative from an Asian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Hebrew Union College-Jewish Institute of Religion, 

2020,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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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을 면치 못했다. 그녀의 부모는 막 태어난 심청을 보며 “공을 들여 

늘그막에 얻은 자식이 딸이란 말이오!”라며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표출

했다(완판본 83). 더군다나, 어머니가 출산 시 극심한 고통을 겪음으로 

인해 일찍 죽게 된 것, 그리고 이로 인해 아버지가 자신의 삶이 더욱 불

행해졌다고 원망했을 때 그녀의 삶의 무게는 더욱 무거웠을 것이다.34 

이러한 상황에서 심청이 유교 사상에 따라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목숨을 바쳤다는 해석은 지나쳐 보

인다.35 심청이 처음 아버지의 서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에

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먼저 했는데(완판본 114), 어린 나이

의 심청이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받아

들이기 힘들다. 오히려 효의 맹목적이고 지나친 면이 부각된 장면이 아

닐까 생각된다. 또한 심청이 인당수로 떠나는 날에 심학규는 딸을 보낼 

수 없다고 절규할 때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죽지마는 아버지는 눈을 떠서 밝은 세상 보

시고, 착한 사람 구하셔서 아들 낳고 딸을 낳아 후사나 전하고, 못난 딸자식은 

생각지 마시고 오래오래 평안히 계십시오. 이도 또한 천명이니 후회한들 어찌
하겠어요?”(완판본 127).

이상일은 여기서 마지막 발화의 주어를 심청이가 아닌 심학규로 볼 

경우, 이 발화의 의미는 “아버지께서는 저를 배반한 것을 후회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다.36 즉, 심학규의 무리한 서원은 부녀의 관계에 

대한 배반이며, 이로 인해 둘 사이의 관계에 치명적인 금이 간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아버지와 딸의 대화를 통해 단순히 효행의 

관점이 아닌 내면화된 긴장과 갈등의 관계가 문학적으로 표현된 것으

로 본다.

 
34 최현주, 인물의 심리분석을 통한 심청전 재독｣, 한국고전연구5, 1999, 45면.

35 김경완, ｢<심청전> 해석의 한 시도-기독교적 조명｣, 문학과 종교 1, 1995, 

265면.

36 이상일, ｢<심청전>의 갈등 요소와 갈등 구조 고찰｣, 문학치료연구 37 (2015),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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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두 딸이 죽음을 선택한 것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아버지

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자신의 공동체와의 관계도 중요한 요인으

로써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여성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개인적인 대화를 넘어 공동체와

의 대화이기도 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배경을 고려하면, 그와 그의 딸이 대화한 현장에 아마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씨족사회의 특성상 그 둘의 대화의 

내용은 금방 소문으로 퍼져나갔을 수 있다. 이렇게 부모에 대한 공경과 

남성의 주도성이 팽배한 사회에서 입다의 딸은 그저 힘없는 여성에 불

과했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가부장적 사회의 특성상 공동체에서 가졌을 사회적 기대

가 그 집단의 취약계층인 젊은 여성들에게 효를 다하도록 암묵적으로 

강요했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여성들은 이미 주어진 사회적 기대에 부

응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37 더욱이 그들이 죽음을 선택한 

배후에는 사회로부터의 무언의 강요가 어느 정도 느껴졌을 것이다. 따

라서 그들은 사회로부터 간접적으로 강요된, 그리고 자신도 무의식적

으로 교육된 사회적 기대에 따라 순응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들이 자발적 의사도 없이 그저 수동적으로 죽음

의 자리로 끌려갔다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들의 행동 저변에는 

도전과 순응이 절묘하게 조합되어 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하며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다(｢사사기｣ 11:36-37). 그녀가 그저 수동적이었다

면, 삶을 정리할 시간조차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과는 무관한 

아버지의 서원 때문에 부당하게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보인 

능동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해 이정혜는 입다의 딸이 자신의 삶을 마무

리할 기간을 갖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죽음

37 최동현, ｢심청전의 주제에 관하여: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국어문학 31, 1996, 

70-71면. 



260  國際言語文學 제52호

에 대해서도 못다 한 삶의 한을 풀어내고 미지의 세계에 들어서고자 하

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고 해석한다.38 

심청이에게도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책임지려는 

모습이 보인다. 만약 그녀가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녀

는 장승상댁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거두절미했

다. 마침내 뱃사람들에게 끌려 가는 날에도 그녀는 “여보시오 선인네

들, 나도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이 줄 이미 알고 있으나, 내 몸 팔린 줄을 

우리 아버지가 아직 모르십니다. 만일 아시게 되면 지레 야단이 날 테

니, 잠깐 기다리면 진지나 마지막으로 지어 잡수시게 하고 말씀 여쭙고 

떠나게 하겠어요”라며 자신의 의지를 나타냈다(완판본 123). 두 문학

은 피서원자들이 여전히 어느 정도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행동하고 

있었음을 넌지시 보여준다.39

그럼, 이들이 비자발적이지만 동시에 자발적으로 죽음의 문턱으로 

걸어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들은 살아남았더라도, 그 공동

체에서 평탄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자신들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아버지와 딸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사회체제 속에서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가 한 행동은 두 달간 삶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서원에 순응하는 것뿐이었을 것이다.

심청이의 상황도 사회문화적 상황속에서 조명해야 한다. 장영란은 

그녀가 공양미 삼백 석을 주겠다는 장승상 부인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

로 보아 자발적이었다고 해석한다.40 하지만 이 문제도 그렇게 단순하

지 않아 보인다. 만약 심청이 살아남았을 때, 더군다나 아버지를 떠나 

천륜을 저버리고 남의 수양딸이 되어 살았을 때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사회적 시선은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을 것이다. 목숨이야 건졌겠지만, 

그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했을 그녀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고통

38 이정혜, ｢입다의 딸에 대한 연구: 그의 한과 한국 무속신앙에 나타난 한풀이 고

찰｣, 기독교사상 423, 1994, 226면.

39 Kyungji Ha, “Reading the Jephthah Narrative from an Asian Perspective”, 

p. 148-151.

40 장영란, ｢한국 여성-영웅서사의 희생의 원리와 자기 완성의 철학-‘딸’의 원형적 

이미지분석과 ‘효’ 이데올로기 비판｣, 한국여성철학 9, 20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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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웠을 것이다.41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개안을 했을 경우, 자신의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채, 남의 집 수양딸로 살아

간다면 그것 또한 사회적 지탄이 될 일이었을 것이다.

심청은 아버지의 소원성취를 위해 죽음을 택했지만, 여전히 살고 싶

은 욕망이 있었을 것임은 인지상정이다. 그녀도 아버지에게 “공양미 삼

백 석을 누가 저에게 주겠어요”라는 대사를 통해 자신의 신세와 변할 

수 없는 상황을 직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완판본 125). 이 장면에 대

해 최래옥은 “심청이가 살고 싶어 고민한 모습을 보게 된다”고 분석한

다.42

심청이의 공동체에서 그녀를 도울 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사

회적 매정함을 암시한다. 장승상 부인의 제안은 심청이를 수양딸로 삼

고 싶은 자신의 계산이 있었던 것이고, 위기에 처한 여성을 위한 순수

한 도움의 손길이 부재함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두 설화의 인신

공희를 여성에게 가해진 한 남성에 의한 희생이나 폭력으로 보기보다

는 공동체의 방관과 묵인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희생이라

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 전체’가 여성을 희생양 

삼는 만장일치적 폭력에 가담한 ‘공모자’이자, 은폐된 ‘주모자’일 것이

다.43 

5. 인신공희에 함축된 의미

이제 아버지의 서원과 공동체의 묵인의 동조로 인해 희생된 여성들

로 인해 서원자와 공동체, 그리고 피서원자인 희생자들에게 어떠한 결

과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희생에 함축된 의미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

다. 

먼저, 서원자였던 두 아버지는 딸들의 인신공희로 인해 자신들의 개

41 Kyungji Ha, “Reading the Jephthah Narrative from an Asian Perspective”, 

p. 154.

42 최래옥, ｢심청전의 총체적 분석｣,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52-53면.

43 이윤경,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읽는 입다의 딸 이야기｣,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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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욕망을 성취할 수 있었다. 입다는 길르앗의 대표가 되었다. 심학

규 또한 그가 그토록 원했던 소원(개안)을 이루었다. 결국 딸들의 희생

으로 인해 권위의 상징이었던 아버지의 두 아버지의 신분 상승의 꿈은 

마침내 이루어졌다.44 무엇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버지 또는 지도

자로서 남성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었다는 면에서 문학적으로 시사

하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부모

가 자녀를 보호해 주어야 마땅하지만, 이 두 설화에서는 여자가 남자

를, 자녀가 부모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다. 그것은 두 설화가 사사시

대와 조선조 말기라는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를 배경으로 했을 뿐만 아

니라, 두 아버지가 서자와 장애인이라는 비정상적인 배경을 가진 인물

이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만약 입다가 서자로

서의 한이 없던 인물이었다면 그리고 심학규가 장애인이라는 절박한 

문제를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굳이 무리한 서원을 하는 상황

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두 여성의 희생은 파멸이라는 재앙으로부터 공동체를 보

호해 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영수의 표현처럼, 인신공희는 위기 시에 

한 명을 희생시킴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자 한 사회적 결의에 의

한 제의였다.45 결과적으로 이 제의가 겨냥했던 목표는 잘 성취되었다. 

비록 이 여성들의 죽음이 자신의 공동체를 구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로 

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여 희생을 결단한 이 여성

들은 자신의 공동체를 위기로부터 구해주어 군사적 위기와 해상 위기

가 극복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피서원자들인 여성들의 희생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을까? 우선, 그들은 타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죽음의 문턱으

로 끌려가기보다는 스스로 삶을 정리하며 묵묵히 죽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결단된 희생의 모습으로 인해 사회는 그

44 하지만 소원을 성취한 두 아버지의 이후의 삶은 또한 비극 자체였다. 입다는 내

전을 일으켜 동족상잔의 비극을 주도한 인물로 그려지며, 심학규 또한 개안 이후 

홀로 더욱 비루한 삶을 살아간다. 이는 그들의 소원이 결국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45 이영수, ｢한국설화에 나타난 인신공희의 유형과 의미｣,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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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었다.46 동정과 연민을 넘어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 결국 이 여성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신분 상승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었던 자신의 사회적 신분의 상승이 죽음

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정말 뜻밖의 결과였다.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입다의 딸을 위해 매년 나흘씩 제

의를 행하게 되었다(｢사사기｣11:40). 군사적 영웅이었던 입다가 아닌 

그의 딸이, 고대 사회에서 이름도 없는 한 여성이 기념의 대상으로 승

화된 것이다. 이를 통해 그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억 속에 부활하는 

존재가 되었다.47 또한 이경숙은 여성들이 연대하여 매년 입다의 딸의 

희생을 기념하는 의식을 통해 여성 희생 제의가 이스라엘에서 그치게 

되었다고 해석한다.48 필자가 앞에서 논의했듯이, 구약성서에서 여성

이 홀로 인신공희의 대상이 된 경우는 입다의 딸이 유일하다는 면에서 

설득력이 있는 해석으로 보인다. 

더욱 위대한, 예상외의 결과는 심청에게도 일어났다. 그녀에게 인당

수는 자신이 살아왔던 가혹한 세상과 분리될 수 있는 장소였다.49 하지

만 그곳에서의 죽음은 그녀가 전혀 다른 신분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통로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그녀의 마을에서 더 이상 처녀 희생이 필

요가 없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도화동 마을 사람

들이 타루비(墮淚碑)를 세워 그녀를 기념하였다(완판본, 161). 입다의 

딸과 심청의 희생은 심지어 오늘날까지 히브리 문학인 구약성서와 한

국 고전문학을 통해 사람들에게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 

46 Kyungji Ha, “Reading the Jephthah Narrative from an Asian Perspective”, 

p. 164.

47 Phyllis Trible, “The Daughter of Jephthah: An Inhuman Sacrifice.” Texts 

of Terror: Literary-Feminist Readings of Biblical Narratives. Fortress, 

Philadelphia, 1984, pp. 110-15.

48 이경숙, ｢여성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입다의 딸 설화: 사사기 11장 1-40절｣, 기
독교사상 422, 1994.2, 200면.

49 이상일 ｢<심청전>의 갈등 요소와 갈등 구조 고찰｣,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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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오는 말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에서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을 때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 인신공희를 행했다. 이 제의의 가해자는 표면상으로

는 군사적 리더나 아버지와 같은 가부장적 사회의 대표로도 볼 수도 있

으나 그 배후에 공동체의 묵인과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에 실행 가능했

던 제의였다. 인신공희의 일차적인 목표는 공동체를 파멸로부터 지켜

내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신공희가 여전히 비극으로 다가오는 이

유는 공동체가 그들의 구성원들, 특히 사회의 가장 취약층에 속한 사회

적 약자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공동체 안의 약자들에게 

가해진 사회적 기대와 동의가 이 제의의 가장 어두운 면일 것이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에게 암묵적으로 강요되는 희생과 

이에 대한 묵인에 대해 과감한 비난을 가해야 한다.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 없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여전히 암묵적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문화가 지속될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

런 면에서 입다의 딸 이야기와 심청전은 인신공희의 사회적 순기능

뿐만 아니라 역기능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폭로하는 기능을 문학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다고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는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의 인신공희 설화 중에서 서

원자인 아버지와 공동체의 위기라는 상황에서 피서원자들에게 행해진 

인신공희 설화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외의 경우들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됨으로써 인신공희를 둘러싼 문학과 문화적 연구

가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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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uman Sacrifice in Ancient Israel and Korea
(Based on Human Sacrifice Narratvies)

Ha, Kyungji(Seoul Hanyoung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is an inquiry into the human sacrifice 

stories in ancient Israel and Korea. Although human sacrifice 

was never systemized in both countries, narratives convey the 

theme especially in stories that involve filial relations. Despite 

geographical and temporal dista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research finds similarities in the women’s sacrificial death, 

and attributes these similarities to a custom common to human 

societies. This anthropological approach sheds light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sides of the ritual: it was to overcome the 

communal crisis and guarantee the whole lives by sacrificing one 

life—not just to victimize it. Yet, it is unjustifiable to take the 

sacrifice of the social weaker for granted. Obviously, it was 

improbable in these societies to sanction the sacrifice of an 

innocent person unless there was social pressure in the 

patriarchal culture.

KeyWords: Human Sacrifice, Shimchung-jeon, Jephthah’s daughter,    

 Patriarchal society, Pledge of father, Filial Piety(hyo),    

 Indifference of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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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언어…및…문학…관련…도서…출판

제4장 임원

제8조 (임원의 종류)…본…학회는…회장…1인,…부회장…약간…명,…감사…2명,…총무이

사,…출판이사…1명과…약간…명의…편집이사,…연구이사,…재무이사,…섭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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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제이사,…지역이사를…두며,…선출방법…및…임기는…다음과…같다.

가.……회장,…부회장,…감사는…정기총회에서…선출하고,…기타…임원은…회장이…임명

한다.

나.……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필요…시…이사회의…인준을…받아…연임할…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가.…회장은…본…학회를…대표하며…총회의…의장이…된다.

나.……부회장은…회장을…보좌하여…회장의…유고…시…그…직무를…대행한다.…단,…부

회장이…복수일…경우…호선에…의한다.

다.……감사는…본…학회의…연말결산…및…학회의…회무…전반에…대하여…감사하며,…그…

결과를…총회에…보고한다.

라.……총무이사는…회장,…부회장을…보좌하며,…유고시…그…직무를…대행하며…회원

관리,…회칙…및…제…규정의…관리…및…점검,…회계를…담당한다.

마.……편집이사는…원고모집,…심사,…편집회의…등의…편집관련…업무일체를…담당

한다.

바.……연구이사는…본…학회의…학술활동…전반에…대한…기획…및…학술행사…업무를…

담당한다.

사.……출판이사는…학회지의…출판…업무와…사이버출판…및…정보관련…업무를…담당

한다.

아.……국제이사는…본…학회의…국제학술행사…관련…업무…및…원고…수집…업무를…담

당한다.

자.……섭외이사는…본…학회의…학술행사,…학회지의…편집…및…간행…등과…관련…섭외

활동을…담당한다.

차.…재무이사는…본…학회의…재무…상황에…관한…전반…업무를…담당한다.

카.…지역이사는…전국…각…지역별…학회의…제반…업무연락의…책임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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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평의원

제10조 (평의원)…평의원은…본…학회의…회장을…역임한…자에…한하여…자격을…가

진다.

제11조 (기능)…평의원은…본…학회의…임원과…동일한…발언권을…가지며,…학회의…

발전을…위한…자문…역할을…담당한다.

제6장 편집위원회･논문심사 및 연구윤리규정

제12조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본…학회의…학술사업의…성과와…질을…높이

기…위하여…편집위원회를…두며,…이와…관련하여…‘편집위원회운영규정’
과…‘논문심사규정’을…별도로…두어…시행한다.

제13조 (연구윤리규정)…본…학회의…회원은…별도의…‘연구윤리규정’을…의무적

으로…지켜야…하며,…이에…관한…규정은…별도로…정한다.

제7장 재정

제14조 (재정충당) 본…학회의…재정은…회원들의…회비,…특별찬조금,…사업수익

금…등으로…충당한다.

제15조 (회계연도) 본…학회의…회계연도는…1월…1일부터…당해…연도…12월…31일

까지로…한다.

제16조 (특별회비) 본…학회의…사업을…위하여…필요한…경우,…총회의…의결을…

거쳐…특별회비를…징수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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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회의

제17조(총회)…본…학회의…총회는…정기총회와…임시총회를…둔다.

가.…정기총회는…매년…가을…정기…국제학술대회…때…개최한다.

나.…임시총회는…회장이…필요…시,…또는…회원…10인…이상의…요청이…있을…시…회

장이…소집한다.

제18조(의결)…총회는…임원…5인…정회원…10인…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며,…출

석회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9조(총회의 권한)…총회는…다음의…사항을…의결한다.

가.…회장,…부회장,…감사의…선출

나.…회칙…개정…및…규정…제정

다.…예산,…결산의…심의에…관한…사항

라.…기타…학회의…중요…사항

제20조(이사회) 본…학회의…이사회는…다음…사항을…의결하고…수행한다.

가.…제7조에서…규정한…사업에…관한…사항

나.…예산안…및…결산안의…심의

다.…회원의…입･탈회에…관한…사항

라.…규정의…제정…및…개정…발의

마.…편집위원회…및…연구윤리위원회…위원…추천

바.…연구윤리규정…위반…회원의…제재…의결

사.…기타…본…학회…운영에…필요한…사안

부칙

제21조 본…학회의…회칙에…규정되어…있지…않은…사항은…일반…관례에…따른다.

제22조 본…학회의…회칙은…1999년…11월…11일…창립총회일로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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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본…개정…회칙은…2009년…3월…10일부터…시행한다.

제24조 본…개정…회칙은…2010년…3월…18일부터…시행한다.

제25조 본…개정…회칙은…2016년…2월…28일부터…시행한다.

제26조 본…개정…회칙은…2017년…2월…28일부터…시행한다.

제27조 본…개정…회칙은…2018년…2월…28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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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어문학 논문 투고 및 심사규정

제1조(투고 논문 분야)

한국의…언어,…문학과…문화,…외국의…언어,…문학과…문화와…관련된…모든…연구…논

문…및…자료집…기타

제2조(편집위원회)

가.……편집위원회:…편집위원은…이사회의…추천과…이사회의…인준을…받아…회장이…

위촉하되,…전공별…언어…문학의…하위분야에…걸쳐…학문적…업적과…역량이…

있는…전공자…20명…내외로…구성한다.

나.……편집위원장:…원고의…심사결과와…논문게재…여부…등…편집위원회…회의를…

주재하며,…편집위원…중에서…이사회의…인준을…받아…회장이…위촉한다.

다.…편집위원장…및…편집위원의…임기…및…선정…기준

…1)…편집위원장…및…편집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

…2)……편집위원…선정…당시를…기준으로…최근…4년간…연구…실적이…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학술지에…발표된…논문…그리고…저서를…포함하여…300%…

이상인…전문학자로…한다.

…3)……전문성을…강화하기…위하여…편집위원은…전공별(한국,…중국,…일본,…영미,…

프랑스…어학…또는…문학)로…각각…4-5명을…선정한다.

…4)…편집위원은…지역…안배를…고려하여…전국적인…분포가…되도록…선정한다.

라.…편집위원회…권한

…1)…이사회에서…동의하는…각종…심사위원의…의결.

…2)……투고된…논문의…심사위원…위촉…및…심사결과에…따른…원고…게재…여부에…관

한…사항의…의결.

3)……심사과정에서…본…회의…연구윤리규정…위반…의혹이…제기된…논문의…위반…여

2차편집-국제언어문학52.indd   2762차편집-국제언어문학52.indd   276 2022-09-26   오후 5:21:482022-09-26   오후 5:21:48



국제언어문학 논문 투고 및 심사규정 ・ 277

부…판단…및…윤리규정…위반이…사실로…판정된…논문에…대한…제재…조치…건의.

…4)…편집위원회의의…횟수와…시기는…원고마감과…심사…진행을…감안하여…정한다.

제3조(논문의 투고)

가.…투고…자격:…본…학회…회원으로…회비를…납부한…자로…한다.

나.……논문의…접수…및…마감:…논문은…수시…접수하며,…각…호별…접수…마감은…봄호

는…2월…28일,…여름호는…6월…30일,…겨울호는…10월…31일을…원칙으로…한다.

다.……논문…제출:…심사용…원고의…글…파일과…논문작성형식점검표,…저작권이

용허락동의서,…연구윤리자가점검…결과,…KCI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등

을…국제언어문학회…JAMS홈페이지에…제출한다.

라.…논문…형식:…논문은…본…학회의…논문작성…형식에…따라…작성하여야…한다.

마.……게재증명서…발급은…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로…결정된…이후에만…가능

하다.

바.……투고자는…논문…투고…시에…소정의…심사료와…게재…결정된…이후에는…소정

의…게재료를…납부해야…한다.

사.…투고한…논문은…게재…여부와…관계없이…반환하지…않는다.

제4조(심사 절차)

가.……접수:…투고…논문을…접수한…즉시…편집위원장은…국제언어문학회…JAMS시

스템으로…‘접수…확인서’를…필자에게…보낸다.

나.……심사위원…선정:…편집위원회는…투고된…원고에…해당하는…전공자를…편집위

원으로부터…복수…추천받아…그…중…투고자와…동일…기관에…재직하지…않는…3

인을…심사위원으로…선정한다.

다.……심사…의뢰:…편집위원장은…해당…심사위원에게…국제언어문학회…JAMS시

스템을…통해…심사…대상…논문,…심사의뢰서…및…논문…심사서…양식을…안내한

다.

라.…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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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학회의…연구논문집에…게재될…수…있는…논문은…국내외…학술지에…게재되

지…않은…새로운…논문이어야…하며,…이를…위반하였을…경우에는…향후…3년간…

학회지에…투고를…금한다.

…2)……편집위원회에서는…모든…투고…논문을…대상으로…‘학회지…게재…형식의…적합

성’,…‘논리적…구성의…적절성’,…‘연구의…독창성’,…‘논문…제목의…적절성’,…‘학

문적…기여도’…등의…각…항목을…A,…B,…C,…D…네…단계로…평가한…후,…이것을…종

합하여…‘게재…가’,…‘수정…후…게재’,…‘수정…후…재심’,…‘게재…불가’…중의…하나

로…판정한다.

마.…심사…절차

…1)……3인의…심사위원이…내린…평가를…종합…평균…내어…아래와…같이…판정한

다.(게재…가:…100-86점,…수정…후…게재:…85-71점,…수정…후…재심:…70-60점,…게

재…불가:…59점…이하)

……①…100-86점:…게재…가

……②…85-71점:…수정…후…게재

……③…70-60점:…수정…후…재심

……④…59점…이하:…게재…불가

……단,…위의…판정…기준과는…별도로…‘수정…후…재심’이…2명…이상이거나,…‘게재…불

가’가…1명…이상일…경우…편집위원회의…세부전공별…심의를…거쳐…심사…결과를…

최종…판정한다.

…2)……편집위원회에서는…매년…4월…10일,…8월…10일,…12월…10일…이전에…편집회의

를…개최하여…투고…논문에…대한…심사결과를…종합하여…게재…여부를…최종…

확정한다.

…3)……편집위원회에서는…반드시…등급…판정의…이유와… ‘수정…후…게재’…및… ‘수정…

후…재심’의…경우…수정…세부…사항을…해당…투고자에게…JAMS시스템을…통해…

알려야…한다.

4)……편집위원회로부터… ‘수정…후…게재’의…통보를…받은…투고자는…통보를…받은…

후…10일…이내에…수정한…논문을…제출하여야…하며,…편집위원회는…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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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사항을…확인한…후,…게재…여부를…판정한다.

5)……편집위원회로부터… ‘수정…후…재심’의…통보를…받은…투고자는…통보를…받은…

후…7일…이내에…수정된…논문을…제출하여…재심을…받아야…한다.…해당…심사

위원은…수정…보완…사항을…확인한…후,…‘게재…가’…또는…‘게재…불가’의…결정을…

내려야…한다.

6)……‘게재…불가’의…평가를…받은…자는…통보일로부터…5일…이내에…심사…결과에…

대해…서면으로…이의를…제기할…수…있다.…이의…내용을…해당…세부전공별…편

집위원회에서…검토하여…다수결에…따라…‘수정…후…게재’와…‘게재…불가’…가운

데…하나로…판정을…내려야…한다.…단,…가·부…동수일…경우,…위원장이…최종…

결정한다.…투고자는…재심사…결과에…대해서…이의를…제기할…수…없다.

제5조(논문 유사도 검사)

가.……논문…투고…시에…KCI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를…반드시…JAMS홈페이지에…

제출하고,…심사가…완료되어…게재…확정된…논문은…학술지…간행…전에…다시…

유사도검사를…거친…후,…그…결과서를…국제언어문학회…JAMS홈페이지를…

통해…편집위원회에…제출한다.

나.……논문유사도검사…결과…표절,…중복게재…등의…의심…사항이…발견되면…편집

위원회는…구체적…사실을…검토하여…심의한다.

다.……편집위원회의…심의…결과…표절의…정도가…심각하고…중복게재가…분명하다

고…판정될…경우,…해당…논문의…게재는…취소될…수…있다.

제6조(저자 정보 표시)

가.……학술지에…게재되는…논문의…저자는…반드시…소속과…직위를…함께…표시해야…

한다.

나.……논문…저자의…소속…및…직위별…표시…사항은…아래와…같은…방식을…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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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표시할…사항

대학…소속

대학…소속…교수(전임/비전임) 성명/00대학/교수

대학…소속…강사 성명/00대학/강사

대학…소속…학생 성명/00대학/학생

대학…소속…박사…후…연구원
성명/00대학/박사후…연

구원

초중등…학교…

소속

초중등학교…소속…학생 성명/00학교/학생

초중등학교…소속…교사 성명/00학교/교사

기……타 소속/직위가…없는…경우 성명

다.……논문…저자가…현재…소속이…없는…미성년자의…경우…최종…소속,…직위,…재학

년도에…관한…정보를…제출해야…한다.

제7조(저작권)

가.……투고자는…본…학회…JAMS…홈페이지에… ‘저작권이용허락동의서’를…제출해

야…한다.

나.…본…학회지에…게재된…논문의…저작권은…본…학회에…귀속된다.

부칙

제8조 본…개정…규정은…2013년…2월…10일부터…적용한다.

제9조 본…개정…규정은…2014년…2월…10일부터…적용한다.

제10조 본…개정…규정은…2014년…5월…01일부터…적용한다.

제11조 본…개정…규정은…2016년…2월…28일부터…적용한다.

제12조 본…개정…규정은…2017년…2월…28일부터…적용한다.

제13조 본…개정…규정은…2018년…2월…28일부터…적용한다.

제14조 본…개정…규정은…2019년…2월…28일부터…적용한다.

제15조 본…개정…규정은…2019년…11월…30일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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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어문학 논문 작성 형식

1.…편집상의…설정은…다음과…같이…한다.

1)…편집용지…설정:…사용자…정의…–…폭…155mm,…길이…225mm

2)…여백주기:…위쪽…17mm,…아래쪽…17mm,…왼쪽…22mm,…오른쪽…22mm,…머리

말…12mm,…꼬리말…13mm

3)…줄…간격:…본문…160,…각주…140

4)…글자꼴:…바탕

5)…글자…크기:…본문…10.2,…장평…95,…자간…–7

………인용문…9.5,…장평…94,…자간…–5

………각주…9.0,…장평…94,…자간…–5

6)……본문…중…인용문의…문단은…본문보다…한…스페이스…들여…쓰고,…본문과…위…아

래…한…줄씩…띄어서…작성하되,…오른쪽…여백은…본문과…동일하게…한다.

7)…그림은…500dpi…이상의…해상도로…한다.

2.…논문의…전체적인…체제는…다음의…순서로…한다.

…제목-지은이-목차(박스…처리)-국문초록(450자…내외)-국문주제어(7개)-본문

(각주…포함)-영문초록-…영문키워드(7개)-참고문헌

3.…본문…제목에…쓰일…번호…차례는…다음과…같이…한다.

장[큰…제목]:…1.…2.…3.……

절[중간…제목]:…1.1.…1.2.…1.3.……

…항[작은…제목]:…1.1.1.…1.1.2.…1.1.3.………;…1.2.1.…1.2.2.…1.2.3.………;…(1)…(2)…(3)…

……①…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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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각주…작성…양식은…다음과…같이…하여야…한다.

1)…각주…작성…시…‘참고문헌…작성…양식’에…준한다.

2)……참고한…페이지의…범위는…‘-’로…한다.…그리고…페이지…표시는…‘면’으로…한다.

3)……각주에…‘주석’을…붙일…경우,…인용…또는…참고한…문헌의…배열순서…역시…‘참

고문헌…작성양식’에…준한다.

예)……그는…여기서…대기권을…생물권의…연장으로…생각하고…전…지구를…하나의…

거대한…생명체라는…가설을…내놓았다.…J.E.…Lovelock,…홍욱희…역,…｢가이

아…세계관과…환경문제｣,…가이아시대:…지구…생명체에…대한…새로운…고찰…

Gaia:…A…New…look…at…life…on…Earth,…범양사출판부,…2001,…190-195면…참조.

5.…참고문헌…작성…양식은…다음과…같이…하여야…한다.

1)……개별…문헌의…배열…순서는…‘지은이’,…‘저서’…또는…‘논문명(발간…호수…포함)’,…

‘출판사’,…‘출판지역(한국…이외…지역일…경우)’,…‘발행연도’,…‘참고…페이지의…

범위’의…순서

예1)……김길동,…｢홍길동전의…구조적…통일성｣,…홍길동…연구,…활빈문화사,…

1989,…123-140면.

예2)……김길동,…｢홍길동전의…구조적…통일성…연구｣,…한국대…한국학과…박사논

문,…1989.12.…40-50면.

예3)……W.…Benjamin,…Modernism,…Martin’s…Press,…London,…1989,…155면.

2)……저서의…경우……를,…논문의…경우…｢…｣를…사용한다.…저서…속의…논문일…경우,…

저서와…논문을……와…｢…｣으로…각각…표기하여…밝혀야…한다.

3)……문헌의…성격에…따라…‘기본자료’,…‘단행본’,…‘논문’으로…분류하여…제시한다.

4)……문헌의…배열순서는…한국,…한자문화권(중국･일본),…비한자문화권…국가의…

순서로…배열한다.

5)……한국의…참고문헌은…저자명의…가나다…순,…한자문화권의…것은…저자명…한자

음의…가나다…순,…비한자문화권…국가의…경우…알파벳…순으로…배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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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든…논문은…본문…앞에…본문에…사용된…언어로…450자…내외의…‘초록’과…7개

의…주제어를…작성하여…붙인다.

7.……본문에…사용된…언어에…관계없이…모든…논문은…본문…뒤에…200-300자…내외

의…<영문초록>과…키워드(7개)를…반드시…붙인다.…영문초록은… ‘논문제목’
과…‘필자성명’을…영어로…적고,…성명은…성,…이름의…순으로…적되…이름…사이

에…쉼표를…두고,…이름은…붙여…쓴다(예,…Hong,…Gildong).

8.……그…밖의…사항(‘도표’,…‘그림’의…삽입,…기타)은…일반적인…논문…작성의…관례

를…따른다.

부칙

9.…본…개정…규정은…2011년…2월…28일부터…시행한다.

10.…본…개정…규정은…2013년…2월…28일부터…시행한다.

11.…본…개정…규정은…2016년…2월…28일부터…시행한다.

12.…본…개정…규정은…2017년…2월…28일부터…시행한다.

13.…본…개정…규정은…2018년…2월…28일부터…시행한다.

14.…본…개정…규정은…2019년…2월…28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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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규정) 본…규정은…국제언어문학회에서…발행하는…학술지,…학술대회발

표문,…기타…출판물에…투고…및…수록된…논저의…연구…윤리…준수에…관한…

업무를…책임지는…연구윤리위원회의…운영과…관련된…사항을…대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규정은…회원들의…학회…활동…중…준수해야…할…윤리적인…기준

을…명문화하여…윤리적인…연구…활동이…이루어지게…하는…데…그…목적이…

있다.

제2장 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연구 윤리

제3조 (논문 투고) 연구윤리위원회의…구성에…관한…사항은…다음과…같다.

가.……필자는…타인의…글을…인용하거나…참고한…경우에는…반드시…인용…또는…참

고한…사실을…밝혀야…한다.

나.……필자는…이전에…공간된…자신의…연구…결과를…인용하거나…참고한…경우에는…

반드시…인용…또는…참고한…사실을…밝혀야…한다.

다.……필자는…자신의…기존…연구…성과를…바탕으로…논문을…발표할…경우에는…출

처를…명확히…밝혀야…한다.

라.…필자는…타인의…연구…결과를…인용…출처…없이…활용하여서는…안…된다.

마.……필자는…자신이…이미…발표한…연구…결과를…인용…출처…없이…활용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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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필자는…다른…학술지에…투고…중인…논문을…중복…투고하여서는…안…된다.

사.……필자는…자신의…학위…논문이나…저서의…일부분을…포함한…자신의…이전…연

구…결과와…실질적으로…동일하거나…유사한…연구…결과를…투고하여서는…안…

된다.

아.……공동저자…가운데…미성년자(만…19세…이하인…자)…또는…가족(배우자,…자녀…

등…4촌…이내)…등의…특수관계인이…포함된…경우,…그…사실을…반드시…투고…시

에…알려야…하며,…편집위원회는…특수관계인의…논문…저작에서의…역할을…

파악할…수…있는…구체적…자료를…요구할…수…있다.…또한…특수관계인은…논문…

투고…시에…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제출해야…한다.

제4조(논문 심사)

가.……편집위원은…투고…논문에…대한…선입견이나…투고자와의…사적인…관계와…무

관하게…오직…투고…규정에…근거하여…공평하게…처리하여야…한다.

나.……편집위원은…투고…논문…분야의…전문적…지식을…지닌…사람으로서…공정하

게……평가할…수…있는…사람을…심사위원으로…위촉하여…심사를…의뢰하여야…

한다.

다.…편집위원은…투고자와…동일…기관…소속인…사람에게…심사를…의뢰하지…않는다.

라.……편집위원이…논문을…투고하는…경우…본…회차의…편집위원회의에서…제외하

고…다른…논문의…심사위원으로…위촉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마.……논문…투고자가…본…학회의…편집위원과…가족(배우자,…자녀…등…4촌…이내)…

관계에…있는…경우,…투고자는…반드시…그…사실을…알려야…하고,…그…편집위

원은…해당…회차의…편집위원회의에서…제외한다.

바.……심사위원은…논문을…자신의…주관적인…신념이나…필자와의…사적인…관계를…

떠나…객관적…기준에…의해…공정하게…평가하여야…한다.

사.……심사위원은…심사서에…평가의…근거를…명시적이고…상세하게…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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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조직

제5조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의…구성에…관한…사항은…다음과…같다.

가.……연구윤리위원회는…학술지,…학술대회발표문,…기타…출판물에…투고…및…수

록된…논저에…대한…공식적인…문제…제기가…있을…경우…편집위원회의…요청

에…따라…설치한다.

나.…연구윤리위원은…위원장을…포함하여…7인으로…구성한다.

다.……연구윤리위원은…이사…및…편집위원…3인…이상의…추천을…받은…자에…대해…편

집위원회의…동의…절차를…거쳐…5인을…선임하고,…회장…및…편집위원장은…당

연직으로…참여한다.

라.…위원장은…연구윤리위원의…호선으로…정한다.

제6조 (임기) 

가.…당연직…윤리위원의…임기는…각…직책의…임기를…따른다.

나.…선임…윤리위원의…임기는…해당…사안의…종료…시점까지로…한다.

제4장 운영

제7조 (대상) 본…위원회가…문제…삼는…연구부정…행위…여부의…판단…기준은…

위·변조와…표절,…중복…게재…등의…행위이다.

제8조 (시효) 연구부정…행위…여부의…판단은…특정…시효를…두지…않고…본…학회

지에…실린…모든…시기의…논문을…대상으로…한다.

제9조 (범위) 본…규정에서…문제…삼는…행위는…다음…조항에…나열된…것으로…한

정한다.

가.……위조…:…존재하지…않는…데이터…또는…연구결과…등을…허위로…만들어…내는…

행위를…말한다.

나.……변조…:…연구과정…등을…인위적으로…조작하거나…데이터를…임의로…변형,…삭

제함으로써…연구내용…또는…결과를…왜곡하는…행위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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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절…:…저작권법상…보호되는…타인의…저작,…연구…착상…및…아이디어나…가

설,…이론…등…연구결과…등을…정당한…승인…또는…인용…없이…사용하는…행위

를…말한다.

라.……부당한…저자…표시…:…연구내용…또는…결과에…대하여…학술적…기여를…한…사

람에게…정당한…이유…없이…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지…않거나,…학술적…기

여가…없는…자에게…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는…행위를…말한다.

마.……중복게재…:…이미…출간된…본인…논문과…완전히…동일하거나…거의…동일한…텍

스트의…본인…논문을…다른…학술지에…다시…제출하여…출간하는…것을…말한다.

제10조 (회의) 

가.……편집위원회가…연구윤리위원회에…요청하여…연구윤리위원장이…소집하며,…

회의를…통해…해당…논문의…연구…윤리…위반…심사…및…규제…정도를…결정한다.

나.……필요에…따라…제보자…및…피조사자의…출석을…요청할…수…있다.…단,…본인이…

원할…경우…위원장의…판단으로…서면…및…기타의…매체를…이용할…수…있다.

제11조 (보호) 연구…윤리…위반에…대한…제보자…및…피조사자에…대한…보호는…다

음의…조항을…따른다.

가.……연구…윤리…위반에…대한…제보나…문제…제기는…반드시…실명으로…하고,…허위…

사실을…제보한…경우에는…피조사자에…대한…명예…훼손으로…간주하여,…회

원인…경우…향후…학회…활동에…일정한…제재를…가할…수…있다.

나.……제보자의…신원…및…제보…내용에…관한…사항은…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

다.……피조사자에게는…문제가…된…내용에…대하여…충분히…소명할…수…있는…기회

를…제공한다.

제5장 심사 및 집행

제12조(심사)

가.……위원회는…제보된…사안에…대해…최초…접수된…날로부터…60일…이내에…심

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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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위원회는…심의…결과,…제보…내용에…타당성이…있다고…판단할…경우…구체적

인…검토를…한다.…필요한…경우…해당…분야…전문가에게…검토를…의뢰할…수…

있다.

다.……위원회는…판정을…확정짓기…전에…피조사자에게…연구…윤리…위반…혐의를…

알리고,…소명의…기회를…제공한다.

라.……위원회는…심의…결과,…제보…내용이…적절하지…못하거나…피조사자의…소명

이…타당하다고…판단되면,…피조사자의…혐의…없음을…제보자…및…피조사자

에게…즉시…통보한다.

마.……위원회는…심의…결과,…연구…윤리…규정…위반으로…확정되면,…그에…따른…학

회…활동…제한…내용을…최종…결정하고…이를…학회지…및…학회…홈페이지를…통

해…공지한다.

바.……본…규정에…나열되지…않은…연구윤리위반의…범위…등…기타…사항은…교육과

학부나…한국연구재단에서…정한…기준에…따른다.

제13조 (집행) 연구…윤리…위반이…확정된…저자…및…논문에…대해서는…부정행위

의…경중에…따라…다음과…같이…학회…활동을…제한한다.

가.…해당자의…학회…제명

나.…해당자의…일정…기간…학회…자격…정지

다.…해당…논문…취소…및…학회…홈페이지…서비스에서…해당…논문…삭제

라.…해당자의…소속…기관에…부정행위…사실…통보

마.…향후…5년간…학회지에…논문…투고…금지

제6장 기타

제14조(기타 행정사항)

가.…이…규정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위원회의…결정에…따라…시행한다.

나.…윤리규정의…수정은…편집위원회에서…발의하여…이사회에서…정한다.

다.…간사는…회의내용을…반드시…문서로…작성하여…이사회에…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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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5조 본…규정은…2013년…2월…10일부터…적용한다.

제16조 본…규정은…2016년…2월…10일부터…적용한다.

제17조 본…규정은…2017년…2월…10일부터…적용한다.

제18조 본…규정은…2018년…2월…10일부터…적용한다.

제19조 본…규정은…2021년…2월…10일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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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어문학회 임원 명단  

회   장……강석근(세명대)

부회장……류해춘(성결대),…손진은(경북대),…김창겸(위덕대)

총무이사……유문식(동국대)…

편집이사 …이형우(한양대),…변용우(동국대)

연구이사……박용식(경상대),…박민영(성신여대),…조현관(충남대),…

………………………………………이은주(가톨릭관동대)

출판이사……고길환(위덕대),…차경미(부산외대),…최명환(강원대)

국제이사……方銘(北京語言大學),…재영(화중사범대),…斉藤昭子(桜美林大学),…

………………………………………모리야…미사코(경남대),…구광렬(울산대),…김동규(부산교대),…

………………………………………우상렬(연변대),…쉬잉(청화대),…이난아(한국외대)

섭외이사……이진규(동국대),…성윤숙(위덕대),…이상철(충남대),…윤석임(영남대)

재무이사……심성호(위덕대),…이현우(인하대),…이경원(한양대)

지역이사  서울 박수밀(한양대),…김성주(동국대)……경기…강숙아(중앙대),…

………………………………………구광본(협성대)……강원 신원철(강원대)……제주…허남춘(제주대)

………………………………………대전 충청…김기중(순천향대),…김형엽(고려대),…한천영(청운대),…

…………………………………… 광주 전라…임경규(조선대)……부산 경남…하영삼(경성대)

감    사……신상구(위덕대),…이정희(위덕대)

편집간사……정애진(한양대)

평 의 원 …장영길,…진창영,…송희복,…구본철,…박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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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위원장……이창식(세명대･국어국문)

국어국문……장은영(조선대),…임정연(안양대),…이홍식(안동대)

영어영문……구승본(경상대),…유정완(경희대),…이주원(전주대),…

………………………………………장철우(강원대)

중어중문……안창현(한양대),…김명석(위덕대),…장희재(방통대),…

………………………………………신우선(부산대),…이연(숙명여대)

일어일문……한정선(부산대),…강우원용(가톨릭관동대),…이한정(상명대),…

………………………………………이석(인천대)

불어불문……이현주(인천대),…최윤희(경북대)

터키어문……오은경(동덕여대)

중앙아시아어문……이지은(한국외대),…Aziza…Mashrabbekova(한국외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강동우(관동카톨릭대)

위   원 …김정관(중앙대),…유광수(연세대),…유재민(군산대),…이성천(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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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국제언어문학 제53호 원고모집 안내

1.…발간…예정:…2022년…12월…31일

2.…원고…마감:…2022년…11월…15일

3.…주……제:…비교어문학,…언어학,…문학,…문화,…각국의…언어와…문학…등

4.…분……량:…200자…원고지…120매…내외

5.…형……식:…논문은…본…학회의…논문투고…규정에…따라…작성해야…합니다.

6.…제출처:…http://interlali.jams.or.kr…<국제언어문학회>…

…………한국연구재단…잼스시스템(jams…2.0)…

7.……심사료:…논문을…투고하실…때에는…먼저…심사료…6만원,…연회비…3만원을…납

부하여야…합니다.[신입회원은…입회비…1만원]

8.…심사…절차:…투고된…논문은…회칙에…따라…게재…여부를…위한…심사를…받습니다.

9.…게재료:…게재가…결정된…논문은…소정의…게재료를…납부하여야…합니다.

…………일반논문…150,000원,…연구비…수주…논문…250,000원

10.…학회계좌:…농협…351-1123-6771-83…(예금주:…국제언어문학회)

11.…홈페이지:…국제언어문학회…http://interlali.or.kr

12.…문의처:…*…JAMS…관련:…한국연구재단…JAMS…담당자…042)869-6432

……………………………………………*…논문…관련:…이형우[편집이사]…e-mail:…osonna@naver.com

……………………………………………*……2022년…8월…(제52호)부터는…논문이…투고되면,…투고…30일…안에…

심사…결과를…통보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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