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교과과정에서의 읽기 교육에 관한 一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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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7

(

)

,

,

,

현행 중등학교 제 차 교육과정 중국어 은 언어의 네 기능 즉 듣기 말하기

,

.

읽기 쓰기 학습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1) 그
리고

외국어 계열(중국어) 전문 교과 교육과정 2)에서도 교육목표, 교육내용,

·
,
있다. 물론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읽기 교육은 대부분 講讀수업의 형태로 정식
교과 과정에 편입되어 있다.
교수 학습방법 평가에 모두 읽기 항목을 두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설명하고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 볼 때 읽기 교육은 현행 중등교육이나 대학교육에서

* 성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1) 고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12)-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
시아어, 아랍어) -.
2)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138-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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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 중국어 교육에서

.

의 읽기 교육에 관해서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

국내 중등교육이나 대학교육을 막론하고 중국어 읽기 교육은 발음 교육 어법
교육 등에 관한 연구와 교수법에 비교해서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론이 부족한

.

것이 현실이다 이런 까닭으로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직도 좀 더 다양한 측면에

.

서 읽기 교육의 제 문제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일반적으로
중국어 읽기 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종종 상대적으로 의미 없거나 간단한 학습으

.

로 취급되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고 중국어과 학생들

‘

?’ 라는 질문에 쓰기 (65%), 말
하기(18%), 듣기(10%), 읽기(7%)라고 응답하였다.4) 이런 설문결과가 나온 이유
는 읽기를 단순한 문장 읽기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읽기 교육이 가지
은 중국어 학습 시 어떤 영역이 가장 어려운가

는 진정한 의미와 학습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진정한 읽기 교육을 받

.

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외고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중국어에 대해

.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 학습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학생
들에게 읽기 교육이 중국어 학습에서 가장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에서 현재
읽기 교육이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단순한 글 읽기로 전락했다는 느낌을 지울

3) 주요한 선행연구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송연정, <중국 중학교 語文 교과서 분석을
통한 중국어 읽기 능력 지도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張巍,
<암송이 중국어 학업성취도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김지연,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중국어 읽기 능력 향상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
육대학원, 2003; 윤현서, <중국어 읽기 능력 신장을 위한 지도방안 연구: 인문계 고등
학교 중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박용진, <중국인의
黙讀에서의 의미군 끊어 읽기에 대한 연구>, ≪中國語文學論集≫ 30집, 2005, 89-114
면; 박덕준, <중국어 독해교육 전략>, ≪中國學報≫ 第五十二輯, 2005, 27-49면; 황일
권, <한국 대학생의 중국어 학습 중 읽기와 어휘 사용에 있어 나타나는 주요 문제 및 지
도방안>, ≪東西文化≫ 35집, 2002, 51-71면.
4) 조항근은 외고학생들 역시 어려서부터 영상매체에 익숙해진 세대들이라서 표의문자인
한자로 이루어진 중국어를 쓰는 일이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한문시간에 배우는 번체자와 중국어 시간에 배우는 간체자가 서로 달라 혼동을 일으키므
로, 간체자를 학생들에게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교재에 대한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중국어교육의 개선 방안 경기도 교육을 중심으로 ->, ≪교육과정평가연구≫, 2009, Vol. 12, No. 3, 3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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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또한 기존의 연구가 중국의 전통적인 읽기 교육 이론에 대해서는 상

.

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 역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원인의 하나이다

본문에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중국어 읽기 교육방법에 대한 탐색의 일환
으로 중국의 전통 문인들은 읽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보

.

고자 한다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 현재 국내 중국어 관련 교과과정에서 읽기

.

교육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만 중국어 읽기에 대한 중국 전통문인들의 견해를 본문에서 모두 다루는

淸代 桐城派 諸家들의 견해로 한정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桐城派는 청대의 저명한 散文流派로 근 200餘년 동안 師
承관계에 있는 구성원들이 글쓰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이론과 실제
창작에서 상당한 성취를 이루어 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적지 않은
동성파의 구성원들이 書院에서 후진 양성에 종사하면서 글을 어떻게 읽고, 써
야 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동시에 이 부분에
것은 불가능하므로 토론의 범위를

대한 동성파 제가의 견해는 중국 전통의 글쓰기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

차지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필자는 동성파 제가의 읽기 교육 이론이 중국
전통 문인의 읽기 교육 이론을 일정부분 대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에 관한
검토가 현재 국내 중국어 읽기 교육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

.

한다

Ⅱ. 읽기의 효용
.

먼저 동성파 제가들이 말하는 읽기의 효용에 대해 살펴보자 도대체 읽기의

?

교육적 효과는 무엇인가 읽기와 문장 학습사이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

?

가

.

먼저 문장 읽기에 관한 하나의 실례를 살펴보려고 한다 한 유명한 여자 배

.

우가 요리법이 적힌 종이를 들고 다른 국가의 언어로 낭송을 하였다 그녀는
배우답게 비극을 연출하는 어조로 낭송을 하였는데 그 침통하고 처량한 어조는

.

결국 좌중의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애초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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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가 도대체 어떤 것을 낭송하는 것인지를 몰랐으나 결국 한 장의 요리법

.

이 적힌 종이임을 알게 되었다 5) 이러한 사실은 낭송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설

.

명하는 단적인 예이다 즉 언어의 소리 자체에 인간의

.

情感을 표현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배우가 요리법이 적힌 종이를 읽을
때 무미건조하게 읽은 것이 아니라 비극을 연출하는 어조로 낭송을 하였다는

.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낭송 혹은 의미 있는 글 읽기는 단순한 글 읽기와는 구

.

별되는 요소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동성파 제가들이 말하는
읽기 교육의 효용을 문장 의미 파악과 좋은 글쓰기의 선행조건이라는 측면에서

.

살펴보고자 한다

1. 문장 의미 파악의 첩경
그럼 먼저 문장의 의미 파악에 있어 읽기의 효용에 대한 동성파 문인들의

.

견해를 살펴보자 동성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戴名世(1653-1713)는 문장

默頌함으로써 문장의 의미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6) 그의 이런 주장은 劉大櫆(1698-1779)에 이르러 더욱 구체화되는데
유대괴는 문장을 배우는 비결을 音節과 字句사이에서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을 수십 번 반복하여

行文 多寡 長短
抑揚 高下
.
神氣
音節
字句
.
.
神氣
,
,
金石
(凡行文之多寡短長, 抑揚高下, 無一定之律, 而有一定之
무릇
의
와
그리고
과
에는 일정한 규칙은 없으나 일
정한 교묘함은 있어서 마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말로는 전할 수 없다 학자들은
를 구함에
에서 얻고 음절을 구함에
에서 얻으면 깨닫는 바가 이미
많게 된다 다만 옛 사람의 문자를 읽을 때 자신의 몸으로 고인을 대신하여 말을
하도록 하고 한번 삼키고 뱉음에 있어 모두 상대방에게서 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
는다 익숙해진 후에 나의
는 곧 옛 사람의 신기가 되고 옛 사람의 음절은 모
두 내 목과 입술사이에 있게 되며 나의 목과 입술에 합하는 것이 바로 옛 사람의
신기와 음절과 비슷한 곳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면 자연스럽고 낭랑하게
을두
드리는 소리가 나게 된다

5) 魏怡, ≪散文鑑賞入門≫, 臺北, 國文天地雜誌社, 1989, 116면.
6) 戴名世云: 每一題入手, 靜坐屛氣, 默誦章句者往復數十過, 用以尋討其意思神理脈絡
之所在 , <意園制義自序>, ≪戴名世集≫ 卷四, 北京, 中華書局, 1986,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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妙, 可以意會, 而不可以言傳, 學者求神氣而得之於音節, 求音節而得之於字句,
則思過半矣. 其要只在讀古人文字時, 便設以此身代古人說話, 一呑一吐, 皆由彼
而不由我. 爛熟後, 我之神氣則古人之神氣, 古人之音節都在我喉吻間, 合我喉吻
者便是與古人神氣音節相似處, 久之自然鏗鏘發金石聲).7)

神氣를 얻는 것이라고 설정하고,
이 신기를 얻는 구체적인 과정으로서 字句 ⤏ 音節 ⤏ 神氣 라는 학습과정을
제시한다. 이런 과정을 일반적인 중국문학비평사에서는 因聲求氣 라고 정의
한다. 즉, 소리(聲)를 통해 의미(氣)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먼저 설명이 필요
한 것은 神氣 혹은 氣가 도대체 무엇인가? 의 문제이다. 혹자는 기는 창작과
정을 관통하는 숨겨진 사유방식이다(氣是貫串於創制之中的隱性構思路線) ,
혹자는 문인들이 말하는 이른바 기 역시 일종의 근육의 기교일 뿐이다(文人
所謂 氣 也還只是一種筋肉的技巧) , 혹자는 한편의 문장을 관통하는 내
재적 논리의 힘, 즉 사유방식이다(貫通於一篇文章之中的一般內在的邏輯力
量, 亦卽 思路) 등으로 규정한다.8) 이러한 견해는 모두 일정한 설득력을
갖고 있으며, 만약 읽기라는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문장의 기를 얻는다는 관
점에서 볼 때 이때의 기는 문장의 의미, 논리구조 등을 포함한 문장(작자)의
사유방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구와 음절을 통한 문장 학습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주지하다시
피 중국어는 단음절어이고 四聲의 변화가 있다. 이런 까닭으로 중국어로 이루
어진 문장은 단어 자체의 음절과 높낮이가 중요시 된다. 漢詩에서는 특별히 韻
律이 중요시되었고, 산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魏晉시기에 성행한 騈麗文
은 그 극단적인 형태이며 唐宋이래로 흥성한 古文 역시 일정한 운율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까닭으로 중국의 우수한 산문작가들은 한자의 특성
즉 字-音-義를 이용하여 산문의 頓挫起伏과 抑揚抗墮의 기풍을 표현하곤 하
였다.9) 그렇다면 문장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바로 자구와 음절에 대한 정확한
유대괴는 먼저 문장 학습의 최고 경지가

7) 劉大櫆, ≪論文偶記≫,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59, 第29則, 8면.
8)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萬奇著, ≪桐城派與中國文章理論≫, 內蒙古敎育出版社, 1999,
76면을 참조할 것.
9) 詩나 古文을 제외하더라도 중국 현대문학작품 역시 예외는 아니다. 중국 현대의 저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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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에서부터 시작하여야만 문장의 의미와 기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물론 상술한 유대괴의 주장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간과할 수는 없다 즉 자구
와 음절을 통해 문장의 기를 얻음에 있어 먼저 오랫동안의 지속적인 학습 시간

,

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독자의 입에서 읽는 소리를 통해 원래 문장의 음절과

.

熟讀과 精誦이라는 읽
기 방법론이다. 사실상 문장을 배움에 있어 熟讀과 精誦을 강조하는 견해는
유대괴의 독창적인 견해는 아니다. 중국문인들이라면 거의 모두다 이 방법을
중시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만 유대괴 이전에는 문장 학습에 있어서 熟
讀과 精誦의 효용성을 유대괴만큼 체계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다.
유대괴의 뒤를 이어 姚鼐(1731-1815) 역시 문장 학습에 있어 읽기의 효용을
유대괴에 비해 더욱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신기를 구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대개 고문을 배우는 자는 반드시 소리 내어 빨리 읽고 또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다 다만 오랫동안 지속되면 자연히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 만약 눈으로만 보
기만 한다면 평생토록 문외한이 될 것이다

.
.
(大抵學古文者, 必要放聲疾讀, 又緩讀,
只久之自悟. 若但能默看, 卽終身外行也).10)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일 부분은 학습자가 눈으로만 문장을 보는 것은 진정

.

,

한 문장 학습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드시 소리 내어 읽고 그 행위가 오래 지

.

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리 내어 문장을 읽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의

.

미를 깨닫게 된다는 주장은 읽기의 효용을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요내보다 더욱 과학적으로 소리 내어 읽기의 효용을 강조한 사람은 요내의
제자인

梅曾亮(1786-1856)이다. 매증량은 먼저 古文(산문)과 기타 문체사이에

曺禺의 ≪北京人≫을 예로 들어보자. ≪北京人≫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你看, 這就是當初的北京人. 那時候的人要愛就愛, 要恨就恨, 要哭就哭, 要喊就喊, 他
們自由地活著, 沒有禮教來拘束, 沒有文明來捆邦, 沒有虛偽, 沒有欺詐, 沒有陰險, 沒
有陷害, 太陽晒著, 風吹著, 雨淋著, 沒有現在這麼多吃人的禮教同文明, 而他們是快活
的. 이 문장은 현대 산문이지만 같은 글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며 글자 수에 있어서
도 전후로 대구를 이루게 함으로써 독자가 읽을 때 리듬이 분명하고 낭랑한 소리의 여운
을 느끼게 하는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10) <與陳碩士書>, ≪惜抱軒尺讀≫, ≪明淸名人尺牘≫, 臺北, 廣文書局, 出版年不詳,
55면.
작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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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 차이점이 바로 고문 문장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氣라고 주장한다. 동시에 중국의 周代부터 宋代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문장들
은 모두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고 말한다.11) 이어서 말하기를
.

책을 본다는 것은 눈이라는 하나의 감각기관을 쓸 뿐이다 책을 소리 내어 읽
으면 귀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하나의 감각기관을 더하는 것이다 게다가 입에서
나와서 소리가 되고 로 펼쳐지게 된다 무릇 라는 것은 내 몸의
한 것이
다 내 몸의
한 것이 옛 사람의
함에 더하여 지는 까닭으로 양자가 합
해져서 간격이 없게 된다 국조 청대 필자 주 의 문장가운데 훌륭한 문장들은 진
실로 여기에서 힘을 얻은 것이다 소리 내어 읽으면 소리가 만들어지고 말로하면
문장이 된다 비어서 트여있으면서
이 없는 것도 있으니 견문이 적고 이치를
모음이 부족한 것이다

.
. 氣
至精
.
至精
至精
( )
. ( :
)
( )
.
.
情實
(夫觀書者, 用目之一官而已, 誦之而入於耳, 益一官矣, 且出
於口, 成於聲, 而暢於氣. 夫氣者, 吾身之至精也; 以吾身之至精, 御古人之至精,
是故渾合而無有間也. 國朝人文, 其佳者固有得於是矣. 誦之而成聲, 言之而成文,
而空疏寡情實者, 蓋亦有焉, 則見聞少而蓄理不富也).12)
氣

문장을 소리 내어 읽음으로써 그 소리가 다시 귀로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눈으로 문장을 보는 것보다 듣는 감각기관을 하나 더하여 준다는 매증량의 견

.

해는 현재의 관점으로 보아도 타당성 있는 과학적인 견해이다 더욱 중요한 점
은 눈만을 이용한 읽기보다 소리 내어 읽기가 소리가 귀로 전달됨으로 해서 더

氣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소리 내어 읽음
으로써 문장의 기세와 단어의 사용 방법을 느끼며, 동시에 작자가 언어로써 어
떻게 스스로의 정감을 표현해 내는지를 체험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매증량의
견해는 대명세, 유대괴, 요내와 비교했을 때 더욱 구체적으로 소리 내어 읽기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더욱 효용성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성파 제가들은 문장 학습에 있어 字句의 소리(聲)를 파악하는
욱 쉽게 문장의

데서 출발하여 문장 전체의 의미와 맥락 그리고 작자의 창작의도까지도 파악할

11) 梅曾亮: 夫古文與他體異者, 以首尾氣不可斷耳.有二首尾焉, 則斷矣. 退之謂六朝文
雜亂無章, 人以爲過論. 夫上衣下裳, 相成而不複也, 故成章. 若衣上加衣, 裳下有裳,
此所謂無章矣. 其能成章者, 一氣者也. 欲得其氣, 必求之於古人, 周秦漢及唐宋人文,
其佳者皆成誦乃可. <與孫芝房書>, ≪柏梘山房文集≫, 臺北, 華文書局, 1968-197
7, 咸豊六年聯城楊氏刊同治三年補刊影印本, 卷二, 21면.
12) 梅曾亮, <與孫芝房書>, ≪柏梘山房文集≫, 卷二,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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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읽기 교육의 효용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 좋은 글쓰기의 필수 조건
熟讀과 精誦은 문장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득하
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좋은 문장을 쓰기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성파 후기의 대표적 이론가인 姚永樸(1862-1939)의 견
해를 먼저 살펴보자.
姚永樸은 문장을 쓰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누군가가 그 방법을 알려줘야
동성파 제가들이 주장하는

노력할 곳을 알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스스로가 반드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실

.

행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라는 수준은 높지만

,

실제 능력은 없게 되거나

(爲深細之律所束

깊거나 세밀한 규칙에 속박당한다

縛) 거나, 완전히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格格不吐) 는 잘못을 저지르게 됨을
지적한다. 이런 까닭으로 姚永樸은 이 두 가지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오로
지 요내가 주장한 熟讀과 精思에 몰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3) 姚永樸은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熟讀 精思

.
. 工夫
(熟讀精思, 則能卽古
人之文, 印之於心, 久爲又能以所得於古人者, 驗之於手, 工夫果足, 何患不與諸
大家並駕齊驅)?14)
과
는 바로 고인의 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오래 행하면 또한
능히 고인에게서 얻은 바를 내 손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다
가 족하면 어찌
여러 대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겠는가

문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읽기와 깊은 사고는 읽는 텍스트의 내용을 자신의

,

마음속에 새기는 것처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15) 이 과정이 오래 지속될

13) 姚永樸云: 是故始必有人指示塗轍, 然後知所以用力, 終必自己依所指示者而實行之,
然後有得力處. 不然非眼高手生, 卽轉爲深細之律所束縛, 而格格不吐. 欲免此二弊而
獲益, 要惟有從事於惜翁所謂熟讀精思及久爲者, 何也? ≪文學硏究法·結論第二十
五≫, 臺北, 廣文書局, 1971, 30면.
14) ≪文學硏究法·結論第二十五≫, 30면.
15) 이런 견해는 姚永樸뿐만 아니라 기타 동성파 제가들도 일맥상통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유대괴의 其要只在讀古人文字時, 便設以此身代古人說話, 一呑一吐, 皆由彼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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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읽기 학습자의 창작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충분한 연습을 통
해서 최종적으로는 대가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좋은 창작을 할 수

.
方東樹(1772-1851) 역시 유사한 의견을 제시한다. 그는 학습자들이 문장을
학습하는데 있어 반드시 먼저 精誦의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문장에 깊이 파고
있다는 의미이다

들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읊조리다 보면 문장의 사상내용 및 수사기교를 파악

.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精誦이라는 것은 비록 글쓰기의 근본은 아니지만 예전의 문장가들이
당시에 이름을 알리고 후세에 법도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리
까닭으로

고 옛 문장가들이 평생 동안 글쓰기에 종사하면서 얻은 심오하고 미묘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방법이 역시

精誦이라고 주장한다.16)

姚永樸이 말하는 고인에게서 얻은 바를 내 손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다(能
以所得於古人者, 驗之於手) 라거나 방동수가 말하는 문장 학습을 통해 얻은
사상내용이나 수사기교를 결국에는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精誦이라는 방법은 문장을 배우는 방법일 뿐만 아니
라 뛰어난 문장가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한 작가가 매우 뛰어난 능력을 타고났어도 만약 精誦을 경시하고 이 부분에
때 동성파 제가에 있어서

힘을 쓰지 않으면 학습의 대상이 되는 문인들의 창작활동의 모든 것을 체득할

.

수 없게 된다 17)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동성파 제가들이 주장하는

精誦을 통

한 문장학습과 글쓰기의 과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체험적 읽기와 글쓰기라고

不由我. 爛熟後, 我之神氣則古人之神氣, 古人之音節都在我喉吻間, 合我喉吻者便是
與古人神氣音節相似處, 久之自然鏗鏘發金石聲 과 방동수가 精誦을 언급하면서 주장
한 其致力之始, 又必深求古人, 深潛反覆翫誦硏說之久, 然後古人之精神面目與我相
覯. (<姚石甫文集序>, ≪攷槃集文錄≫, 卷三, 31면) 등이 모두 대표적인 예이다.
16) <書惜抱先生墓誌後> : 夫學者欲學古人之文, 必先在精誦, 沈潛反覆諷玩之深且久,
闇通其氣於運思置詞, 迎拒措注之會, 然後其自爲之以成其詞也, 自然嚴而法, 達而臧,
不則心與古不相習, 則往往高下短長齟齬而不合. 此雖致力淺末之務, 非爲文之本, 然
古人所以名當世而垂爲後世法, 其畢生得力深苦微妙而不能以語人者, 實在於此. , ≪攷
槃集文錄≫, 南京圖書館所藏淸光緖年間 ≪方植之全集≫ 本, 卷五, 23면.
17) <友人論文書> : 世之爲文者不乏高才博學, 率未能反覆精誦以求喩夫古人之甘苦曲
折. 甘苦曲折之未喩, 無惑乎其以輕心掉之, 而出之恒易也. ≪攷槃集文錄≫, 卷六,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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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성파 제가가 제시하고 있는 깊이 있는 읽기와 사고는 문장 학

.

습의 선결 요건이면서 동시에 좋은 글쓰기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런 까

郭紹虞는 동성파 문인들의 성취를 평가하면서 동성문인들은 어떻게
전해지지 않는 秘傳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 도는 精誦에 있다(桐城文人如何
能得不傳之秘呢? 其道又在精誦) , 동성문인의 독특한 성과는 바로 반복적
인 精誦을 통해 체득한 문장법이다(桐城文人之獨得者, 卽在反覆精誦而體會
有得的治文之法). 18)라고 평가한다.
닭으로

Ⅲ. 읽기 방법
상술한 바와 같이 동성파 제가들은 문장을 학습함에 있어 읽기의 긍정적인

.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문장을 읽을 때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

?

精誦이라는 것으로 그 방법론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동성파 제가들은 먼저 多讀을 주장한다. 방동수는 揚雄이
桓譚에게 賦짓는 것을 가르칠 때 먼저 千篇의 부를 읽게 했으며 明代의 歸有
光은 수레위에서 唐宋八大家가운데 曾鞏의 <書魏鄭公傳後>라는 문장을 오십
여 차례나 읽었음을 언급하면서 귀유광이 韓愈와 歐陽脩를 이어 위대한 문장
가가 된 근본적인 이유를 다독에서 찾고 있다.19) 사실상 책을 많이 읽으면 좋
다는 생각은 동서고금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문제는 학습자의 입장
에서 다독이 왜 좋은가? 의 문제일 것이다. 방동수는 서적에 깊이 빠지지 않
으면, 詞를 취할 수 없다(非淹貫墳籍, 不能取詞) 20), 능히 독서를 많이 하
고, 典故을 인용함에 있어서도 취사선택하는 바가 있어야 비로소 진부한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서 기묘한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能多讀書, 隸
까 단순히

18) 郭紹虞, ≪中國文學批評史≫, 臺北, 文史哲出版社, 1990, 822면.
19) <答人論文書＞ : 揚子雲敎桓譚作賦, 必先讀千賦, 明歸太僕嘗於公車上取曾子固〈書
魏鄭公傳後〉文, 讀之五十餘徧左右厭倦, 而公猶津津餘味未已. 嗟乎! 此所以繼韓,
歐陽, 而獨立三百年, 無人與附, 豈偶然哉! ≪攷槃集文錄≫, 卷六, 18면.
20) ≪昭昧詹言≫,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5, 卷一, 21條,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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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有所迎拒, 方能去陳出新入妙). 21) 등으로 다독의 효용을 설명한다. 여기
서 주목할 것은 다독이 문장을 쓰는데 있어 진부한 것을 없애고 創新을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작자들이 글을 쓰는 목적이
남들과는 구별되는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글을 쓰는 것이라면, 다독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동성파 제가들이 비록 문장을 학습함에 있어 다독을 주장하

.

였지만 무분별한 다독을 견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姚鼐는 熟讀

을 하는 과정에서 정밀하게 사고하면서 읽어야 할 독서 대상은 많기보다는 적

.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2) 즉 그들은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익숙하게 읽어야
하는 학습대상은 소수의

.

典範적 문장임을 주장한다. 방동수의 견해를 다시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

文 詩
)
,
.
(朱子曰: 學文學詩須看得一家文字熟, 向後看他人亦易知.
姬傳先生云, 凡學詩文, 且當就此一家用功, 良久盡其能, 眞有所得, 然後舍而
之他, 不然, 未有不失於孟浪者 ).23)
주자가 이르시기를 과 를 배움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가의 문자를 익숙하
도록 읽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야 다른 작품을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
다
선생
필자 주 이 이르시기를 무릇 시문을 배움에 있어 마땅히 일가
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진실로 오래도록 해야만 진정으로 얻음이 있고 그런 연후
에 다른 것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모하고 경솔함에 실패를 하지 않
음이 없다고 하셨다

.
. 姬傳 (姚鼐:

.

즉 무분별한 다독이 아니라 특정대상에 대한 숙독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일가의 문장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기 위해 오랜 세월 정진하고 그런 연후에야

,

다른 읽기 대상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읽기 대상

.
의 시문가운데 文으로는 ≪六經≫, ≪論語≫, ≪孟子≫, ≪莊子≫, ≪詩經≫,
≪離騷≫, ≪史記≫, ≪漢書≫, 韓愈의 문장을 詩로는 阮籍, 陶淵明, 杜甫,
에 대한 이해도 더욱 쉬워진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의 기초에서 방동수는 중국

21) ≪昭昧詹言≫, 卷一, 49條, 18면.
22) 姚鼐云: 其熟讀精思效法者, 則欲其少, 不欲其多. ≪惜抱軒尺牘·與陳碩士書≫,
≪明淸名人尺牘≫, 71면.
23) ≪昭昧詹言≫, 卷一, 24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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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維, 歐陽脩, 曾鞏, 蘇軾, 黃廷堅 등을 모범적 텍스트를 꼽고 있다. 특히 그
는 ≪육경≫을 중시한다.
理, 辭, 法

옛 사람이 말하기를 육경이외에는 문장이 없다고 하면서 육경의
은
모두 갖추어져 있지만 사람들이 마음을 써 구하지 않을 뿐이다 만약 육경에 힘을
쏟고 동시에
사람의 문장을 취하여 그 의미가 통하기를 구하고 그 문사가 통
하기를 구하면 어찌 천고에 홀로 서지 못함을 두려워하겠는가 아쉽게도 내가 깨
달음이 늦어 정력이 이미 쇠진하여
을 할 수 없게 되었구나 한유는 일생동
안 다만 이 부분에 힘을 쏟은 까닭으로 천고에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
?

秦漢

精誦
.
(昔人言
≪六經≫ 以外無文章, 謂其理其辭其法皆備, 但人不肯用心求之耳. 苟用力於
≪六經≫, 兼取秦漢人之文, 求通其意, 求通其辭, 何患不獨有千古? 惜余悟之
晩, 精力已衰, 不能精誦矣. 韓公一生只用得此功, 故獨步千古.)24)

.

방동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수많은 서적가운

,

데 읽기의 모범적인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

.
방동수는 ≪육경≫을 최고의 典範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唐代의 大
文豪 한유가 한유됨의 원인을 한유의 뛰어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유가
≪육경≫이라는 읽기 텍스트를 평생토록 精誦했다는 것에서 찾고 있다. 방동
수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상적인 텍스트를 선정하고 동시에 精誦하는 것이야
말로 한유와 같은 위대한 문인을 만들어 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게 읽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먼저 무엇을 읽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으로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방동수는 하나의 텍스트

精誦하는 과정이 필요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은 하나의 모범적인 텍스트에 대한 精誦이 깊은 경
지에 다다른 다음에 다른 읽기 텍스트로 넘어가야 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방동수는 精誦을 함에 있어서도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과정이 있
음을 강조하고 있다. 매증량은 더욱 분명하게 문장 학습에 있어서 순서의 중요
성을 설명한다. 매증량은 젊은 시절 友人인 王渭가 자신의 문장 학습에 관해
를 한 두 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해서

서 그대는 널리 책을 보지만 근본을 따르지는 않아서 한권을 다 보기 전에 이

24) ≪昭昧詹言≫, 卷一, 9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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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다른 책으로 옮겨가는데 학문하는 자세로는 부족한 것이다 독서를 함에 있

神情과
辭氣에 익숙한 후에야 다른 책으로 옮겨가야 한다(君博覽而不循其本, 未終卷
已易他書, 不足以爲學也. 讀書當先其古者, 專治一書, 熟其神情辭氣, 再易
他書). 라고 말 했던 일을 회고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매증량은 스스로 글을
어서는 마땅히 옛 것을 먼저하고 하나의 책만을 전적으로 읽어서 그

읽음에 있어서

≪史記≫를 취하여 두, 세 차례 수정을 하며 문장을 고치고 뒤이어 ≪漢書≫
子書로 옮겨가고 점차로 여러 역사서에 미쳤다(稍取 ≪史記≫ 點定兩
三次, 繼以《漢書》及先秦子書, 漸及諸史)…….25)
및 선진의

.

라고 문장 학습의 경험을 설명한다 매증량은 방동수에 비해 더욱 구체적으로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문장을 학습하는데 순서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를 무시

.

하면 비록 많은 책을 읽었을지라도 글을 읽는 자세가 아님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史記≫ ⤏ ≪漢書≫ ⤏ 先秦子書 ⤏ 諸史라는 독서과정을 예로 들어 하

나의 독서대상을 완전히 이해한 연후에 다른 대상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매증량

.

의 주장은 상술한 요내의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精誦하는 것 이외에 동
성파 제가는 또 다른 구체적인 읽기 방법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姚鼐의 경우이다. 요내도 다른 동성파 제가와 마찬가지로 문장
을 배우는 방법으로써 精誦을 강조한다. 다만 그는 精誦이외에 학습목표에 따
라 다른 방법의 읽기를 주장한다.
다독과 읽기 텍스트의 전범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體勢
神味( )
.
(急讀以求
其體勢, 緩讀以求其神味. 得彼之長, 悟我之短, 自有進也).26)

빨리 읽어 문장의
를 구하고 천천히 읽어 문장의
느낌 를 얻는다 상
대방의 장점을 얻고 자신의 단점을 깨달으면 자연히 진보가 있게 된다

.

요내는 문장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 내어 읽을 필요성을 제기한다 물론

25) 梅曾亮, <與容瀾止書>, ≪柏梘山房文集≫, 卷二, 66면.
26) 同註22,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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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내어 읽기에도 읽기 목적에 따라 속도의 차이는 존재함을 강조한다 빨리
읽음으로써 문장의 대의와 전체적인 기운을 파악하고 천천히 읽음으로써 미묘

.

한 문장의 느낌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요내의 견해에서 마지막으

.

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바로 오랫동안 지속한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

같은 문장을 오래도록 반복하여 읽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상술한 방동수

.

매증량도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Ⅳ. 국내 중국어 읽기 교육에 대한 시사점
1. 읽기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현재 국내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중국어관련 교육 과정에서 교수자나 학습자
의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단연 말하기와 듣기 분야일 것

.

이다 외국어 학습의 기본적인 학습목표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학

.

습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업시간에 쓰기와 읽기 교육은 상대적으로

.

축소되어 운영되어 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교육현장의

實際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쓰기부분에서 비쥬얼시대를 살아온 학생들은 말하기 능력은 이전 세대를 능가

.

簡化字의
사용으로 인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원래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正字에
대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것도 현실이다. 비록 교육현장에서 능력과 열정을
할지 모르지만 중국어 쓰기는 매우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갖고 있는 교수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아직도 더 많

.

은 노력이 필요로 하다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살펴봐도 쓰기 교육의 난점을

.

1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필자는 학년에 개설된 초급중국어강독 시간에
초급수준의 문장에 대한 강독과 함께 학생들에게 배운 문장을 매주

.

10번 정도

써오라는 과제를 부여하고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학생들은 과제라는 것 때

.

문에 써오기는 하지만 이 과제가 갖는 긍정적인 의미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

읽기 교육의 문제는 더욱 크다 서론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외고 학생들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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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었을 때 어려워하는 중국어 분야에서 읽기부분은 말석을 차지한다 즉 중

.

국어 읽기를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

.

,

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학습자의 입장에서 읽기는 단지 중국어 문장을 읽는

.

것으로만 이해된다는 의미이다 즉 읽을 수만 있으면 되지 읽기가 그 이상의

.

,

의미를 갖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둘째 교수자의 입장에서 학습
자들에게 읽기가 갖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음을

.

의미한다

상술한 동성파 제가의 주장과 같이 진정한 의미에서 중국어 문장을 읽는다
는 것은 단순히 중국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읽어 내려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읽

.

기 과정가운데 문장의 의미와 작자의 논리까지도 파악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

.

러므로 향후 가장 먼저 읽기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먼저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읽기 교육이 갖는 진정한 의미와 교육 효과를 긍

.

정적인 측면에서 고려하고 학습자에게 인지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동성파
제가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읽기 방법은 현재에도 여전히 일정한 의미를 갖

.

는다 예를 들어 동성파 제가가 주장한 다독의 읽기 교육론은 현재 국내 중국

. ,

어 읽기 교육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중 고등학교 중국어 수업은 차
치하고라도 대학의 중국어 전공수업 역시 말하기와 듣기가 주가 되는 까닭에
읽기에 해당하는 수업은 이른바 강독수업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

.

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각 대학별로 전공필수가 사라지고 대부분의 교과목
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어 실제로 강독을 수강하는 학생 수가 그다지 많지 않
은 상황은 학생들이 성공적인 읽기 교육의 효과를 체험하는데 커다란 부정적인

.
부한 것을 없애고 創新을 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독의 읽
기 교육은 학생들의 쓰기 교육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하나의 텍스트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精誦해야 한다는 동성파
의 의견은 곱씹어 볼 만 하다. 현재 국내 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육과정에서 비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상술한 바와 같이 다독이 문장을 쓰는데 있어 진

록 강독시간을 통해 읽기 수업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배운 문장에 대한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해당 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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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고 나서도 예전에 배웠던 문장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학

.

생은 아마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까닭으로 초급 단계에서 부터 좀 더 많은 중국어 원서를 읽게 하고 동
시에 소수의 모범적인 읽기 텍스트를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읽히기 위한 구체

.

적인 수업 모형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읽기 텍스트의 선정
,

다음으로 동성파 제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읽기의 전범이 될 수 있는

.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과거 동성파 제가들이 주장하는
문장학습의 전범들을 국내 대학 중어중문학과 관련 교육과정에 바로 적용할 수

.
≪六經≫, ≪論語≫, ≪孟子≫, ≪莊子≫, ≪詩經≫,
≪離騷≫, ≪史記≫, ≪漢書≫ 등의 문장이나 阮籍, 陶淵明, 杜甫, 王維, 歐
陽脩, 曾鞏, 蘇軾, 黃廷堅의 詩 등을 일반적인 강독수업의 읽기 텍스트로 삼
을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는 없다 즉 예를 들면

그렇다면 동성파 제가들의 주장처럼 문장 학습의 전범으로 삼을 수 있는 대

?

상이 무엇일까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현재 국내 중국어 교육현장에서 활용

?

할 수 있는 텍스트는 과연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교수자나 연구자

.

들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미 중국어 관련 학과의 강독
수업에서 다양한 텍스트와 명문장을 이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

이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필자는 다양한 텍스트와 명문장을 이용한 현재의 강독

.

교육이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현대중국어의
표준 어법체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현대문학작품을 읽기 수업의 교재로 적극

.

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현대문학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현

,

대 중국어 어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동반됨으로 외국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

.

분인 의사소통기능의 증진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적지 않은 중국어 학습자들이 강독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 의사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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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관이 없거나 매우 적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상당부분 수정할 수 있을 것이

.

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현대 중국어 어법체계의 원천인 현대문
학작품에 대한 읽기는 중국어 어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주요작가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작품을 통한 현대 중국의 이해라는 측면에

.

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현대
문학작품감상 등의 강독수업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고 가
장 중요한 점은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에 수업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시 반복적

.

인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중국 고전에서도 일부분의 작품을 취사선택하여 한 학기의 수업으
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읽기 교육 과정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
. 范仲淹(989-1052)의
<岳陽樓記>는 知己인 滕子京이 巴陵郡으로 좌천되어 와서 악양루를 중건한
사실을 기록한 記文이다. 그러나 범중엄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滕子京
이 巴陵郡으로 좌천되어 온 후 악양루를 중건한 사실 자체가 아니고 사대부로
써 마땅히 가져야할 천하를 걱정하는 憂患意識이었다. 그는 문장 말미에서 그
하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송대

가 일찍이 옛 어진 사람의 포부를 헤아려 보았는데 그들은

.

외물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환경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 조정에서 벼
슬을 할 때는 백성을 걱정하고 재야의 먼 곳에 있을 때는 임금을 걱정한다 이것
은 진퇴를 막론하고 천하를 걱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느 때에야 즐거울 수 있
는 것인가 그들은 반드시 천하 사람이 걱정하기에 앞서 걱정하고 천하 사람이
즐거움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즐거워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

.

?
,
.
(不以物喜, 不以己
悲. 居廟堂之高, 則憂其民. 處江湖之遠, 則憂其君. 是進亦憂, 退亦憂, 然則何
時而樂耶? 其必曰 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 歟.)27)
라고 기술하면서 이 말은 통해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동시에 좌천된 지기

滕

子京을 위로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관이 중국 전통 사대부들
이 일반적으로 갖는 가장 이상적인 가치관일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의 정치이

.

념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이다 현 중국 국무원 총리인

溫家寶는 明末淸初의

27) 范仲淹, <岳陽樓記>, ≪新譯古文觀止≫下冊, 臺北市, 三民書局, 1996, 737-7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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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宗羲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岳陽樓記> 가운데의 先天下之憂而
憂, 後天下之樂而樂 부분을 인용하면서 인민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정치이념
을 천명한다. 이에 대해 혹자는 溫家寶의 말이 단순한 황종희 사상에 대한 평
가 혹은 溫家寶 개인의 정치이념이 아닌 당시 중국 정치 지도자들의 집정이념
임을 지적한다.28) 필자는 이러한 고전 명문에 대한 읽기 교육이 나날이 실용
대사상가

회화위주로만 공부를 하고 있는 현재의 중어중문학과 학생들에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어떠한 나라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할 수

.

있다고 생각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읽기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글의 정확한 논리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현대문학에서의 명문장이나

<岳陽樓記>와 같은 고전 문장

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읽기 교육을 통해 중국 지식인의 가치관을 이해
하는 동시에 이런 사유방식이 현재의 중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내 중국어 관련 학과의 읽기 교육에 있어 모범이 될 수

.

있는 텍스트의 선정은 매우 필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물론 무엇을 읽어야 할

?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개개인의 교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서로 다르므

.

로 획일적인 텍스트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문장의 구조
나 내용으로 볼 때 모범적인 텍스트가 될 수 있는 명문장에 대한 지속적인 교

.

재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비록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
지만 비교적 확실한 것은 문장을 읽음에 있어서 먼저 하나의 읽기 텍스트를 익
숙하게 읽어 문장의 의미와 작자의 의도까지 알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읽어야 한

.

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다른 문장을 읽을 때도 짧은 시간에
문장의 의미와 논리구조 그리고 작자의 의도 등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을

28) 吳光說﹕ 溫家寶的這封信, 不僅僅是給私人的信, 也不僅僅是評價黃宗羲的思想和著
作, 而是新一代領導集體的執政理念, 即以民為本, 推崇科學民主的理念. 我們現在講
科學發展觀的核心, 就是以民為本, 堅持民主, 執政為民.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江迅, <溫家寶推崇黃宗羲思想的玄機>, ≪亞洲周刊≫(十九卷四十九期, 2005.
12.4)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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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Ⅴ. 맺음말
본 문은 청대 동성파 제가의 읽기 교육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현재 국내 중어중문학과 교육 과정가운데 읽기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려

.

는 시도였다 상술한 내용을 통하여 본문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었

.

다

,

첫째 동성파 제가는 문장 학습에 있어서 소리 내어 읽기의 효용을 중시한

.

다 구체적으로 소리 내어 읽기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첩경이며 좋은 글쓰

.

기의 전제조건이 된다

,

둘째 동성파 제가는 소리 내어 읽기라는 전제하에 여러 읽기 방법을 제시한

.

.

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독이다 그러나 그들은 무분별한 다독이 아닌 소수의

典範에 대한 숙독을 중시하며, 이 과정이 오래 지속됨으로써 자연히 깊이
있는 사고가 동반될 것을 주장한다. 이외에 빨리 읽기와 천천히 읽기 등의 방
법론을 통해 문장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를 도모하기를 주장한다.
셋째, 국내 중국어 교육과정에서 읽기 교육의 활성화와 효용의 극대화를 위
읽기

해서 먼저 교수자와 학습자들에게 읽기 교육의 갖는 긍정적인 의미와 교육 효

.

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시에 효과적인 읽기 교육을 위한 수업모

.

형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읽기 교육에 활용할 수 있

.

는 교재를 연구하고 편찬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각

.

교수자별로 학년별 필독 문장을 선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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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근

【中文提要】
本文要探討清代桐城派諸家的閱讀教育方法，藉此對於目前在國內中
文系教育科程中的閱讀教育試著提出幾點不成熟的意見。本文經過一番討
論，得出下面幾點結論：
第一、就學習文章而言，桐城派諸家很重視朗誦的功效。他們認為朗
誦為了解文章內涵的捷徑，同時為能夠寫出好文章的必要條件。
第二、桐城派諸家在所謂朗誦的前提下，提出幾個閱讀方法。其中，
最具有代表性的不外乎是多讀。不過，他們並不主張盲目的多讀，而強調
選擇典範文本之重要性。他們認為通過對於典範文本的長久閱讀，自然地
培養出深慮的閱讀能力。除此之外，他們還主張通過「急讀」和「緩讀」
的閱讀方式，使得學習者對於閱讀文本具有更透徹的理解。
第三、為了提高國內中文 系的閱讀教育之效果，需要幾個方面的改
善：首先，我們應該改變師生對於閱讀教育的既定看法，讓他們認識到閱

讀教育的積極層面和教育效果；其次，為了有效地進行閱讀課，更積極地
開發較為理想的閱讀教育模式；最後，繼續研究並編纂相關教材，以便進
行有效的閱讀課，加上，為了編纂教材，每位教師試圖開發適合於各年級
的必讀閱讀文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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