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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본고는 09년도 1학기에 일반대학원에서 ‘고대중국어어휘론’의 과목을 ≪論

語≫텍스트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법1)의 수업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고대중국

어’관련 과목의 교육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에 대한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

로 혹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고자 작

성되었다. 우선 과목 자체가 ‘고대중국어어휘론’이었기 때문에 어휘위주로 수업

을 진행하였으며, 비록 어휘에 중점을 두었더라도 문법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문법사항도 함께 고려대상이 되었다.

2. 문제 제기의 유형

PBL수업의 학습형태는 우선 교수자가 쟁점이 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

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본 PBL에서는 교수자가 따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운용과 관련한 소개는 09년에 ‘≪論語≫텍스트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법(PBL)’의 제목

으로 ≪中國言語硏究≫第30輯에 발표하였음.



282 ≪中國文學硏究≫ㆍ제40집
────────────────────────────────────────────

로 문제를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변용된 형식으로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권위있는 중국학자1인과 한국학자2인의 번역본에서 서로 다르게 번역

되는 부분을 문제로 삼았다. 번역본의 비교 후 제시된 문제제기 및 문제해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번역본의 비교 ⇒ ② 번역의 차이가 나는 어휘 나열 ⇒ ③ 각종 사전, 주

석서 활용 및 비슷한 시기 문헌 언어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어휘의미 고찰

① 번역본의 비교

≪論語≫의 한 문장에 대한 학자 3인(楊伯峻, 成白曉, 車柱環2)) 번역본의

해석을 비교한다.

(1)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樂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論語1․1≫

(1)에 대한 해석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楊】孔子說: “學了, 然後按一定的時間去實習它, 不也高興嗎? 有志同道合

的人從遠處來, 不也快樂嗎? 人家不了解我, 我却不怨恨, 不也是君子嗎?”

【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

同志가 먼 지방으로부터 찾아온다면 즐겁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

도 서운해하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車】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배우고 제때에 그것을 복습하는 것은 또한 기

쁘지 아니하냐. 벗들이 먼 곳에 오는 것은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 남이 자기의 실

력을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노여워하지 않는 것은 또한 군자답지 아니하냐.”

② 해석상에 차이가 나는 어휘 나열

해석상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2) 이하 【楊】【成】【車】로 약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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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伯峻 成百曉 車柱環

子 孔子 공자 선생님

時 按一定的時間去 때때로 제때에

習 實習 익히다 복습하다

亦 也 ~겠~ 또한

朋 志同道合的人 동지(同志) 벗

人 人家 사람들 남

慍 怨恨 서운하다 노여워하다

③ 각종 공구서, 주석서 활용 및 동시기 언어와의 비교를 통한 어휘의미 고

찰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각종 공구서, 주석서를 활용하거나 동시기 언어자

료를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발표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서술 상 체계성이 부족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Ⅲ장에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상기한 (1)(2)(3)의 절차를 거쳐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 상황을 볼 수 있었다.

① 어휘의미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는 경우

예: ‘時’에 대해서 【楊】은 ‘按一定的時間去’로,【成】은 ‘때때로’,

【車】는 ‘제때에’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時’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의미의 인식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어휘의미에 대해 기본적으로 같은 견해이지만, 단지 번역상 차이를 보이

는 경우

예: ‘人’에 대해서는 【楊】은 ‘人家’로,【成】은 ‘사람들’로,【車】는 ‘남’

으로 번역하여 번역 어휘의 선택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나타내려

고 한 의미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PBL수업 시 3인1조 형식으로 총5조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총 20

편 모두 수업의 범위에 포함되었지만, 1학기 동안 ≪論語≫를 모두 읽기에는

양이 많은 관계로, 5편까지만 3인1조로 편성하였다. 6편부터 20편까지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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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而>篇 항목수

名詞
一般名詞 子, 朋, 君子, 弟子, 夫子, 行(xìng) 6

時間名詞 時 1

數詞 三 1

動詞 習, 慍, 省, 謀, 忠, 敬, 節, 用, 親, 主, 聞, 求, 犯 13

形容詞 弟(悌), 信, 謹, 仁, 重 5

句 및 文章

(1) 父之道

(2) 學而時習之, 不亦說乎

(3) 賢賢易色

(4) 無友不如己者

(5) 慎終,追遠

(6) 信近於義，言可復也。

(7) 克己復禮

(8) 子曰: “不患人之不己知，患不知人也。”

8

합계 34

1조로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1편부터 5편까지의 내용이 비교적 각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5편의 내용을 어휘의 품사별

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76개의 항목이 나타났다.

2.1 <學而>篇

學而篇 중에서 문제제기가 된 어휘 및 문장의 분포를 보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위의 통계에 의하면, <學而>篇에서 문제제기가 된 품사별 수량을 봤을 때,

다음의 순서로 나타났다.

動詞 > 句 및 文章 > 名詞 > 形容詞 > 數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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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政>篇 항목수

名詞 色, 弟子, 先生, 器 4

動詞
共, 蔽, 道, 齊, 格, 有, 違, 御, 養, 發, 罔, 攻, 干, 服,

擧, 錯(가차자), 忠, 因
18

形容詞 殆, 寡, 善 3

代詞 所 1

兼詞 諸 1

句 및 文章

(1) 不惑,

(2) 唯其疾之憂

(3) 何以

(4) 是以爲孝

(5) 退而省其私

(6)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7) 攻乎異端, 斯害也己。   

(8) 多聞闕疑

(9) 不能

(10) 不知其可也

(11) 十世

11

합계 38

2.2 <爲政>篇

<爲政>篇 중에서 문제제기가 된 어휘 및 문장을 나타내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위의 통계에 의하면, <爲政>篇에서 문제제기가 된 품사별 수량을 봤을 때,

다음의 순서로 나타났다.

動詞 > 句 및 文章 > 名詞 > 形容詞 > 代詞, 兼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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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八佾>篇

<八佾>篇 중에서 문제제기가 된 어휘 및 문장을 나타내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八佾>篇 항목수

名詞
一般名詞 夷狄, 文, 鄹, 咎, 三歸, 二三子, 文獻, 道, 木鐸, 說 10

時間名詞 朔 1

動詞
謂, 忍, 易, 亡, 救, 事, 傷, 監, 使, 事, 與, 監, 傷,

從, 喪, 敬, 忍, 徹, 往
19

形容詞 倩，盼, 絢 3

副詞 盡 1

兼詞 焉 1

句 및 文章

(1) 如~何

(2) 必也射乎

(3) 繪事後素

(4) 遂事

(5) 樹塞門

5

합계 40

위의 통계에 의하면, <八佾>篇에서 문제제기가 된 품사별 수량을 봤을 때,

다음의 순서로 나타났다.

動詞 > 名詞 > 句 및 文章 > 形容詞 > 副詞, 兼詞

2.4 <里仁>篇

<里仁>篇 중에서 문제제기가 된 어휘 및 문장을 나타내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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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里仁>篇 항목수

名詞 土, 忠, 恕, 贤, 方, 道, 士 7

數詞 三年 1

動詞
里(명사의 동사활용), 違, 聞(동사의 특징), 懷, 喩, 遊,

知, 訥
8

形容詞 齐, 幾, 劳 3

接續詞 苟 1

兼詞 焉 1

句 및 文章

(1) 擇不處仁

(2) 焉得知

(3) 無適也，無莫也

(4) 义之與比

(5) 何有

(6) 所以

(7) 古者言之不出, 恥躬之不逮也.

(8) 放於利而行，多怨

8

합계 29

위의 통계에 의하면, <里仁>篇에서 문제제기가 된 품사별 수량을 봤을 때,

다음의 순서로 나타났다.

動詞, 句 및 文章> 名詞 > 形容詞 > 數詞, 接續詞, 兼詞

2.5 <公冶長>篇

<公冶長>篇 중에서 문제제기가 된 어휘 및 문장을 나타내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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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冶長>篇 항목수

名詞
固有名詞 予 1

一般名詞 文章, 義 2

動詞 妻, 使, 望, 與, 加, 與, 恥, 謂, 敬 9

形容詞 剛, 直, 佞, 敏, 愚 5

句 및 文章

(1) 縲絏之中

(2) 夫子之言性與天道

(3) 得而聞

(4) 子路有聞，未之能行，唯恐有聞.

(5) 養民也惠

(6) 久而敬之

(7) 居蔡

(8) 何如其知

(9) 三已之

(10) 三思

(11) 狂簡

(12) 怨是用希

(13) 巧言, 令色, 足恭

(14) 少者懷之

(15) 已矣乎

(16) 內自訟者

(17) 邦有道

(18) 口給

18

합계 35

위의 통계에 의하면, <里仁>篇에서 문제제기가 된 품사별 수량을 봤을 때,

다음의 순서로 나타났다.

句 및 文章> 動詞 > 形容詞 > 名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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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而篇 爲政篇 八佾篇 里仁篇 公冶篇 개수 비율

名詞

固有名詞 1 1 0.5%

一般名詞 6 4 10 7 2 29 16.3%

時間名詞 1 1 2 1.1%

數詞 1 1 2 1.1%

動詞 13 18 19 8 9 67 37.6%

形容詞 5 3 3 3 5 19 10.6%

副詞 1 1 2 1.1%

代詞 1 1 0.5%

接續詞 1 1 0.5%

兼詞 1 1 1 3 1.6%

句 및 文章 9 11 5 8 18 51 28.6%

합계 36 38 40 29 35 178

2.6 ≪論語≫5篇의 문제제기 내용 통계

≪論語≫5篇에 대한 문제제기의 내용의 전체적인 통계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論語≫5篇에 대한 통계 결과 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動詞가 37.6%, 句 및 文章이 28.6%, 一般名詞가 16.3%, 形容詞가 10.

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본적으로 實詞(動詞, 名詞, 形容詞)가 차지하는 비율이 64.5%를 차지하

고 있어 實詞의 어휘의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論語≫텍스

트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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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伯峻(2006) 成百曉(2008) 車柱環(2005)

子 孔子 공자 선생님

3. 學而篇에 대한 분석 및 해설

총 20편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분석하여 서술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분량

이며,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지만, 훈고학이나 언어

학적 소양 부족 때문에 그대로 소개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아, 필자의 의견을

담아 <學而>篇에서 품사별로 중요한 몇 가지를 분석하여 한 모델로써 예를 들

어 보고자 한다.

3.1 명사 ‘子’

<子>

여기서의 ‘子’는 ≪論語≫에 많이 등장하는 ‘子曰’에서의 ‘子’로써 ≪王力古

漢語字典≫(2000:212)에 따르면 子의 의미항목은 다음의 5가지가 있다.

① 兒女

② 爵位的 一種, 例: 公, 侯, 伯, 子, 男

③ 對男子的尊稱. 例: 孔子, 荀子, 韓非子 也用作對話時的敬稱.

④ 地支的 第一位

⑤ 詞尾

≪漢字源流字典≫(2003:53)에 따르면, ‘对男子的美称与尊称，特指有道德

和有学问的人’ ‘古人对自己老师的称呼’의 의미항목이 있으며, '古人对自己老

师的称呼'의 의미항목이 이 문장에서의 ‘子’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관련

하여 역대 훈고의 ‘子’에 대한 풀이에서도 그러한 용법들에 대한 설명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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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吾子不見大饗乎”≪禮記․雜記下≫ 孔穎達疏:“子, 男子之美稱”

(2)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論語1․1≫ ” 邢昺疏:“子者, 男子有德

之通稱也.”

(3) “子路曰, ‘願聞子之志.’≪論語5․26≫ 皇侃疏:“古稱師曰子也.”

‘子’와 관련하여 ≪論語辭典≫(2004:30)에 따르면 子를 “夫子的簡稱, 先

生, 特指孔子.”라고 하였다. ≪漢語大詞典≫에 따르면 ‘夫子’는 다음과 같은 5

가지 의미항목이 있다.

① 古代對男子的敬稱。

② 孔門尊稱孔子爲夫子，后因以特指孔子。

③ 后世亦沿稱老師爲夫子。

④ 明代亦用爲門生對座主的尊稱。

⑤ 對學者的稱呼。

≪論語辭典≫의 풀이는 ‘子’의 선생님을 지칭하는 의미를 ‘夫子’의 약칭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子’와 ‘夫子’가 따로 진행되는 의미파생 중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우연히 일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古代對男子的敬稱,

特指孔子” 정도로 풀이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車】에서 ‘子’를 선생님이라고 한 것은 ≪論語≫의 집필자가 공자의 제자

라는 것을 감안할 때 합당한 번역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 ≪論語≫가 점차

공자의 제자가 아닌 후대의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독자가 반드시 공자를 스승

으로 받들 목적이라면 선생님으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

우에는 ‘孔子’로 번역해도 무방할 것이다.

품사와 관련하여 ‘子’를 명사로 분류한 것은 代詞가 부정문에 쓰일 때는 동

사의 앞으로 전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지만, ‘子’는 (4)처럼 전치되지 않

았다. 게다가 ‘子’는 대화 시의 경칭의미에 중점이 있으며, 2인칭만의 전담역할

만 하지 않기 때문에 名詞로 분류하였다.

(4) 子曰, “莫我知也夫! 子貢曰, “何爲其莫知子也?”≪論語14·35≫

(선생님께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하고 말씀하셨다. 子貢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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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때문에 아무도 선생님을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3.2 동사 ‘知’

(5) 子曰: “不患人之不己知¹，患不知²人也。”≪論語1.16≫

(5)문장에서 ‘知’의 번역에 대한 차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楊伯峻(2006) 成百曉(2008) 車柱環(2005)

知¹ 了解 알아주다 알아주다

知² 了解 알다 알아보다

≪論語≫중에 형용사‘智’인 ‘知’15개를 제외하고 동사인 ‘知’는 모두 93차례

출현하며, ‘알다’의 의미와는 별개로 ‘알아주다, 이해하다.’의 의미항목은 18차

례 나타난다. ‘알아주다, 이해하다.’의 의미를 가질 때 목적어는 모두 사람을

나타낸다.(6)~(16)문장이 모두 그러한 예이다.3)

(6) 人不知而不慍，不亦君子乎! ≪論語1·1≫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니 군자답지 않은가!)

(7) 不患人之不己知，患不知人也.≪論語1·16≫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할 게 아니라 남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라.)

(8) 不患莫己知，求爲可知也。≪論語4·14≫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알아볼 수 있게 되도

록 하라.)

(9) 太宰知我乎！吾少也賤，故多能鄙事.≪論語9·6≫

(大宰가 나를 알아보는 구나!)

(10) 居則曰：“不吾知也！”如或知爾，則何以哉？≪論語11·26≫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고들 말하는데 혹시 어

떤 사람이 너희들을 알아준다면 무엇을 하겠느냐?)

3) ≪王力古漢語字典≫(2000;803)에서 의미항목에 ‘知道;了解’로 한 것은 自主와 非自主

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그에 의한 해석의 차이점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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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子曰：“知人.”≪論語12·22≫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다.”)

(12) “焉知賢才而擧之？”子曰：“擧爾所知，爾所不知，人其舍諸？”≪論語13·2≫

(어떻게 훌륭한 人材를 알아보고 登用합니까? “네가 알아 보는 사람을 登

用하여라. 네가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남들이 버려 두겠느냐?”하고 말씀하셨

다.)

(13) 不患人之不己知，患其不能也.≪論語14·30≫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능함을 근

심하여라.)

(14) 莫我知也夫！/何爲其莫知子也？/知我者其天乎！≪論語14·35≫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무엇 때문에 아무도 선생님을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나를 알아주는 것은 아마도 하늘일 것이다!)

(15) 莫己知也，斯己而已矣.≪論語14·39≫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쳐버릴 따름이다. )

(16) 君子病无能焉，不病人之不己知也.≪論語15·19≫

(君子는 자기가 재능이 없는 것을 고민하지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고민하지는 않는다.)

‘알다’의 의미항목을 갖는 예는 모두 75개로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술어성성

분이거나, 사물이 온다. 다음의 예를 보자.

(17) 歲寒，然後知松柏之後彫也.≪論語9·28≫

(날씨가추워진 연후에 소나무와 전나무가 더디凋落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18) 知柳下惠之賢而不与立也.≪論語15·14≫

(柳下惠가 현명함을 알면서도 함께 조정에 서지 아니하였구나.)

(19) 由，知德者鮮矣.≪論語15·4≫

(由야, 德을 아는 사람은 적구나.)

(17)(18)은 ‘주어+之+술어’의 구조이며 (18)의 목적어는 ‘주어+之+술어’

의 구조에서 주어가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주다’로 해석될 소지가 있지만, 목적

어가 사람이 오는 (6)~(16)의 예와는 의미가 다르다. (18)은 [+人]의 의미

특징을 갖지 않는 명사가 목적어로 왔다.

馬慶株(1996;2,3)의 ≪漢語動詞和動詞性結構≫중 邢公畹의 序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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这本集子里的论文我最感兴趣的是≪自主动词和非自主动词≫这一篇，因为这

一篇是在现代汉语语法研究中引进了亲属语言对比的方法，使研究跨进了一大

步。比如有下列A)、B)两组词:

A) 看 聽

B) 看见 聽见

A)、B)两组都是动词，但在语义特征上A)组是一类，B)组另是一类，这两类

究竟有什么不同，可以用藏语来对比。看下列藏文拼写形式:

A) lta(看) mnjan(听)

B) mthong(看见) go(聽见)

藏语语法称A)组为自主动词，B)组为非自主动词，两组词在形态变化上不一

样，在语义上當然不一样。------

上古汉语里这两组词就已经有区别:

A) 视(看) 聽(聽)

B) 见(看见) 闻(聽见)

如≪禮记․大学≫说: “视而不见，聽而不闻。”

고대중국어의 ‘知’에 해당되는 현대중국어는 ‘知道’로 馬慶株(1996;35)는

非自主動詞로 분류를 하였다. 본고에서는 ‘知’가 ‘聽’과 ‘聞’처럼 분화된 형태로

自主와 非自主의 대립을 보이지 않고 한 글자의 형태로 自主와 非自主의 대

립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知’가 自主動詞일 때의 의미는 다음 문장의 ‘使’

를 사용한 使動用法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19) 民可使由之，不可使知之.≪論語8·9≫

(백성이란, (당연한 이치에) 따라서 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그 이치를 이

루 다) 알게 할 수는 없다.)

‘知’처럼 한 글자의 형태로 自主와 非自主의 대립을 나타내는 예로 보이는

것에 ‘死’가 있다.

(20) 篤信好學，守死善道.≪論語8·13≫

(굳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죽음으로 좋은 道를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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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楊伯峻(2006) 成百曉(2008) 車柱環(2005)

弟 敬愛兄長 공경스럽다 우애롭다

(21) 桓公殺公子糾，召忽死之，管仲不死。≪論語14·16≫

(桓公이 公子 糾를 죽이자 召忽은 糾를 위해 죽었는데 管仲은 죽지 않았

읍니다.)

‘死’가 非自主性動詞일 때는 목적어를 갖지 않지만, 自主性動詞일 때는 위

의 예와 같이 목적어를 갖는다.

‘知’가 自主動詞일 때는 목적어는 [+人]의 의미자질을 지니는 목적어가 수

반되며, ‘死’가 自主動詞일 때는 목적어를 수반한다는 특성이 있다.

3.3 형용사 ‘弟’

(22) 有子曰 :“其爲人也孝弟, 而好犯上者, 鮮矣 ;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論語1.2≫

(22) 문장의 ‘弟’에 대한 번역의 차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弟’는 ≪王力古漢語字典≫(2000:286)에 따르면 다음의 네 가지 의미가

있다.

① 同父母後生的男子(徒禮切, 上聲)

② 弟对兄的敬爱(特計切, 音第, 去聲)

③ 次第 (特計切, 音第, 去聲)

④ 副詞. 但, 只管, 儘管(特計切, 音第, 去聲)

훈고의 설명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弟者所以事长也” ≪禮記․大學≫

(弟(悌)는 悌로써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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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後生爲弟”≪爾雅․釋親≫ 邢昺疏: “弟, 悌也, 言順於兄”(弟는 悌로써

말을 형에게 잘따르는 것이다.)

훈고의 설명으로 보면, 兄뿐만아니라 연장자에 대한 경애심도 포함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古代漢語詞典≫(2005;1537)의 ‘悌’

에 대한 의미항목을 살펴보면 ‘敬愛兄長’으로 설명하고 있어 아우의 존경하고

우애로움에 대한 대상은 형뿐만 아니라 연장자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위의 문장에서 孝와 弟는 병렬관계이고 孝弟는 각각 술어의 역할을 한다.

이 문장에서의 의미는 ≪王力古漢語字典≫의 ②弟对兄的敬爱의 의미항목에

서 범위를 넓혀 ‘동생의 형이나 연장자에 대한 경애심’으로 정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論語≫의 문장에서는 ‘弟’로 쓰였지만, ‘동생의 형에 대한 경애심’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후에 ‘悌’로 쓰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洪成玉(1998;

72,105)는 ‘弟’는 각각 ‘悌’, ‘第’와 古今字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蔣

紹愚(1992;209,210)는 古今字를 本原字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區別字로 칭

하면서 총 5가지 형식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중 ‘本原字加偏旁而形成

区别字。’(본원자에 편방을 더하여 區別字를 형성함)에 해당된다.

【楊】은 敬愛하는 범위를 ‘兄’뿐만 아니라 ‘長’까지 포함시켰으며, 【成】은

‘공경스럽다’로 번역하여 ‘敬’(존경하다)4)과 ‘愛’(우애롭다) 중에서 ‘敬’의 의미

만을 취했으며,【車】는 ‘우애롭다’로 번역하여‘愛’의 의미를 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애롭다’의 표준국어대사전(http://www.korean.go.kr)의 정의를 살펴

보면, ‘형제간 또는 친구 간에 사랑이나 정분이 있다.’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애정이나 정분이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서 봤을 때

‘弟(悌)’의 의미를 살리지는 못한다. ‘弟(悌)’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형이

나 연장자에게 존경하며 우애롭게 대함’ 혹은 ‘존경하고 우애롭게 대함’이라고

풀어서 번역하는 수 밖에 없다. 【成】과 【車】의 번역은 잘못된 것이 아니

4) ≪王力古漢語字典≫(2000;313)에서 ‘恭’의 풀이를‘肅敬, 有禮貌’라고 하고 다음의 예를
들었다. ≪禮記․曲禮上≫:“是以君子恭敬撙節”孔穎達疏引何胤: “在貌爲恭, 在心爲敬.”

이를 통해 ‘敬’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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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敬愛兄長’이라는 개념에 상응하는 한국어 중에서 유사한 어휘를 선택하여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4 구 및 문장

(25) 子曰:“君子不重, 則不威; 學則不固. 主忠信. 無友不如己者. 過, 則勿

憚改.”≪論語1.8≫

(25)‘無友不如己者’의 해석에 대해서 【楊】,【成】,【車】모두 ‘자기만 못

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로 번역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者’의 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古代漢語虛詞詞典≫(2000;822-825)에서 ‘者’는 助詞, 語

氣詞, 代詞의 용법이 있으며, 助詞의 용법 중에 다음과 같은 용법의 설명이

있다.

在动词性成分之后，组成名词性结构，提示具有该行为、性质的实体，多指

人。可译为“---的(人、事、物)”等。

일반적으로 ‘者’가 쓰인 문장에서 ≪論語詞典≫(1997)을 참고하면, 사람을

나타내는 예 170개, 사물을 나타내는 예 43개, 시간을 나타내는 예 8개로 사

람을 나타내는 예가 77%로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사물을 나타내는

예도 43개로 19.4%를 차지하여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

기서 쓰인 ≪論語≫에 쓰인 ‘友’가 동사로 쓰일 때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사람

을 나타내지만, ≪孟子≫의 다음 예를 참고하면 동사‘友’의 목적어가 반드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6) 孟子曰, “不挾長, 不挾貴, 不挾兄弟而友. 友也者, 友其德也, 不可以有

挾也. ≪孟子10․3≫

(孟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이 많은 것을 개재시키지 않고, 尊貴

한 세도를 개재시키지 않고, 형제의 힘을 개재시키지 않고서 벗을 사귄다. 벗 사

귀는 것이란 그 사람의 德을 벗으로 사귀는 것이므로 사이에 개재시키는 것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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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안된다.”)

(26)을 참고로 했을 때 ‘不如己者’는 ‘자신 만 못한 것(덕)’으로 번역할 수

있다. 즉, ‘無友不如己者’는 ‘자기만 못한 덕을 사귀지 말라’ 혹은 ‘덕에 있어서

자기만 못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4. 나오는 말

≪論語≫텍스트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법의 수업내용을 분석한 결과 크게 3

가지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첫째, 번역의 차이점 비교를 통해 ≪論語≫교학에 있어서 중점사항을 알 수

있었다.

≪論語≫5篇에 대한 통계비율은 動詞가 37.6%, 句 및 文章이 28.6%, 一

般名詞가 16.3%, 形容詞가 1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본적으

로 實詞(動詞, 名詞, 形容詞)가 차지하는 비율이 64.5%를 차지하고 있어 實

詞의 어휘의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論語≫텍스트를 이해하

는데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향후 ≪論語≫의 교학에 있어서 중점

적으로 교육해야할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둘째, ≪論語≫텍스트를 잘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은 훈고학에 대한 이해,

공구서의 활용, 언어학적 관점을 잘 적용하는 것이다. ≪論語≫텍스트를 활용

한 문제중심학습법의 수업내용의 분석 결과 ≪論語≫의 어휘의미를 잘 이해하

고 연구하는 방법은 권위 있는 공구서의 활용과 역대의 주석서 및 훈고학을 잘

비교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동시기 언어자료의 통계분석이 함께 잘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번역과 목표언어는 서로 다른 층차에 있다는 점이다.

3인 학자의 번역비교를 통한 학습에서 어휘나 어법의 언어학적 이해와 번역

(현대중국어 혹은 한국어)은 서로 다른 층차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어휘나 어법의 언어학적 이해는 그 당시의 언어현상으로서 이해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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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번역은 말하고자 하는 의미나 뉘앙스를 살려 현재의 혹은 해당 국가

의 언어체계로써 풀어 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미흡한 분석결과의 나열이었지만, 향후 고대중국어 교육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參考文獻】

<사전류>

≪十三經注疏≫, 中華書局, 1980

拙 稿(1997), 論語詞典, 北京大學 博士學位論文 附錄.

王 力 等 編(2000), 王力古漢語字典, 北京: 商務印書館.

陳復華(2004), 古代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官.

安作璋(2004), 論語辭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古代漢語硏究室編 (2004), 古代漢語虛詞詞典, 北
京: 商務印書館.

王 力 等 編(2006), 古代漢語常用字字典, 北京: 商務印書館.

谷衍奎 編(2006), 漢字源流字典, 北京: 華夏出版社.

宗福邦 等編(2004), ≪故訓匯纂≫, 北京: 商務印書館

<서적류>

王 碩(1998), 漢語古文讀本, 北京: 北京大學校出版社.

馬慶株(1996), ≪漢語動詞和動詞性結構≫, 北京語言學院出版社

車柱環(2005), (한역)논어, 파주: 敎文社.

李基東 譯解(2005), 論語講說, 成均館大學校出版部.

한신일 외(2006), Problem Based learning(교수자가이드), 成均館大學校出

版部.

(2006), Problem Based learning(학습자가이드), 成均館大學校出

版部.

程樹德(2006), 論語集釋, 北京: 中華書局.

楊伯峻 譯(2007), 論語譯註, 北京: 中華書局.

成百曉(2008), (懸吐完譯)論語集註,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蔣紹愚(1992), ≪古漢語詞彙綱要≫, 北京大學出版社



300 ≪中國文學硏究≫ㆍ제40집
────────────────────────────────────────────

투고일: 2010. 5. 5 / 심사일: 2010. 5. 20～6. 8 / 게재확정일: 2010. 6. 12

洪成玉(1998), ≪古今字≫, 語文出版社

<사이트>

국립국어연구원(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中文提要】

经过≪论语≫课程的问题中心学习法, 我们得到3个结论。

第一，比较翻译上的差异，可以选出≪論語≫文本教学上的重点。

≪論語≫5篇的统计结果，动词占37.6%,，短语或文章占28.6%，一般

名詞占 16.3%，形容詞占10.6%。其中实词占的比率为64.5%，可知实词在≪

論語≫文本的教学上的重要性。

第二，为了了解和分析≪論語≫文本，需要对训诂的了解，工具书的

应用，语言学的观点。

第三，飜譯和对象语言在互相不同的层次。

通过3人學者的飜譯本之间的比较，可以知道翻译(现代汉语或现代韩

语)和古代汉语应该从不同的角度了解。

【主題語】

問題中心學習法, ≪論語≫, <學而>篇, 訓詁學, 辭典, 言語學, 飜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