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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본 연구는 고사성어를 통하여 현재 학 중국어 고문교육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고사성어를 통한 고문 교육의 효율과 그 선정기준, 학습

내용 등을 고찰하 다. 고사성어를 통한 고문교육은 중국어에 한 역사적, 공시적 

이해뿐만 아니라, 현 를 살아 나가는 지혜와 통찰, 그리고 고  중국의 문화를 이

야기 구성을 통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고사자체의 의미를 

비롯하여, 원문과 관련된 어휘, 어법적 분석과 그 변천과정, 그리고 이를 통한 원문 

해독, 관련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의 이해, 현 중국어로의 번역 등을 학습한다. 

  * 숙명여  중어중문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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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서울 와 한국외국어 학을 시작으로, 1970년  이후

로는 본격적으로 중어중문학과가 설립이 되기 시작하 다. 설립초기 중어중문학은 

한자에 한 친근한 국민적 정서, 그리고 중국현당  문학의 정치적 연관성으로 인

한 연구의 한계 등으로, 古文에 한 연구와 교육이 상 적으로 활기를 띠었다. 하

지만 현 로 오면서, 실용성과 특수성, 융복합성 등의 시 적 요구에 발맞추어 어

문학위주의 외국어 전공들이 점차 지역학 위주로 확  되면서 정치나 경제, 문화 

등의 역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 다. 소위 인문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文史哲’

이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었다.

‘文史哲’이 인문학의 정수라면 중국어의 古文은 ‘文史哲’의 정수라 할 수 있다. 

학에서 중국어 古文 교육이 위축되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이러한 시 의 요구에 

따른 학문 구조의 변경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古文에 출현하는 난해한 글자와 구

조, 현 와 괴리되는 소재와 내용은 수강생의 흥미를 감소시키는 古文 자체적 요인

이라 할 수 있다. 古文은 현  중국의 사상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이자 

삶의 지혜에 한 불변한 진리가 녹아 있다. 누구나 이러한 인식하에 古文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문제는 접근성이다. 윤경미(2014)의 연구에서, 서울소재 학의 

古文수업 수강생들을 상으로 실시한 조사는 이러한 사실을 그 로 반 하고 있

다. 古文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는 82명 중에 73%에 해당하는 학생이 古文수업의 

필요성을 답하 지만 학습에 한 인식은 절반인 41명이 낯설고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1) 문제의 핵심이 古文 교육의 방법에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 古文교육의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좀 더 흥미롭고 유익한 

古文학습을 위해 그 해답을 故事成語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故事成語는 古文 

가운데서도 언어 중과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내포하며 짧게

는 2글자, 길어야 6,7자 정도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관용어이다. 즉 친근함

과 흥미, 현실성을 띠고 있어 故事成語를 활용한 체계적인 학습은 현 古文교육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아래에서는 현 古文교육의 

 1) 윤경미, 《서울소재 학의 중국어고문교육 현황 및 효과적인 지도 방안》(숙명여자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42-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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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문제점, 故事成語 교육의 효용에 해 부연하고 故事成語를 활용한 효과적

인 학습방안을 주로 하여 논술해 보고자 한다.

Ⅱ. 학 古文교육 황과 문제

윤경미(2014)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 소재 일반 4년제 학에서 중국어 관련 학

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모두 30곳이며, 그 중에서 古文 교육과 관련된 교과목

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20여 곳으로 파악이 된다.2) 교과목명을 보면 부분이 

역 의 명문을 광범위하게 소개하고 있는 ‘역 문선’, ‘기초고문강독’, ‘중국고문읽

기’, ‘중국역 산문’, ‘역 명문감상’, ‘중국경전의 이해’ 등이나 ‘사서강독’, ‘제자강독’, 

‘시경’, ‘초사’ 등과 같이 특정 문체나 내용의 문장을 다루기도 한다. 교재는 교수자

가 자체 제작하거나 매 시간마다 인쇄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며, 시중에서 유

통되는 교재를 사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3) 

윤경미(2014)에서는 건국 학교, 고려 학교, 서울 학교, 숙명여자 학교, 한국

방송통신 학교에서 사용하는 5종의 텍스트 ‘사서강독(건국 )’, ‘고 한어평역(고려

)’, ‘당송팔 가의 산문세계(서울 )’, ‘기초고문강독(숙명여 )’, ‘경서제자강독(방

통 )’의 구성 내용을 분석하고 해당 古文학습에 하여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제

시한 바 있다. 

가. 학습자가 읽기와 해석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나. ‘고 한어평역’을 제외하고 현 중국어와 연계된 학습이 없다.

다. 텍스트 외의 창의적 학습이 시도되고 있지 않다.4)

이러한 학습 방법은 필자가 1990년  배웠던 古文 교육과 거의 다르지 않을 만

큼, 교육 방법에 있어 조금의 혁신이나 진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견해는 공

 2) 위의 논문 18-19쪽 표2에서 ‘중국고전문학사’, ‘중국전통문학의 이해’, ‘중국문학사’와 같

이 직접적으로 고문 해독과 관련이 없는 과목만이 개설되어 있는 곳은 제외하 음.

 3) 위의 논문 20-40쪽 참고.

 4) 위의 논문 4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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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점이자 문제점이기도 한데, 인문학적 사고가 저하되고 스마트한 문명 속에 살아

가는 현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연적으로 古文에 한 흥미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 를 살아가는 학생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현 古文교육의 문제점을 좀 더 구

체적으로 지적하면, 먼저, 어려운 글자에 한 주입식 암기이다. 간체자로 되어 있

는 현 중국어에 익숙한 수강생들에게 소위 ‘한자’로 인식되어 있는 번체자를 아무

런 기술적 장치 없이 주입식으로 암기하는 방법은 수강생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둘째, 기계적 해독에 의한 내용 이해이다. 古文은 중국어의 원시형태로 

언어적 체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 중국어처럼 음운, 어휘, 어법 방면에서 언어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古文 수업은 교수자가 글자

의 의미를 먼저 설명한 다음, 주석과 중국어 전통 어순인 ‘주술목’ 구조 틀에 끼워 

맞추어 해석하고 강독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古文에 한 체계적인 

이해가 없이, 수동적으로, 비언어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인 해독 능

력의 배양 속도 또한 느릴 수밖에 없다. 셋째로 현 중국어와의 연관성 단절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하나의 텍스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古文을 한국어로 

읽고 번역하는데 그친다. 古文을 현 중국어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한문의 시

각에서 바라보는 형국이다. 이러하다면 古文에 한 수강생의 인식은 한국어도 중

국어도 아닌 비언어적 특수성을 띤 기호체계일 수밖에 없으며, 자연적으로 古文 교

육의 필요성에 한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와의 공감 부족이다. 

물론 역 의 명문을 선독하는 古文 학습은 현재의 교훈이 될 만한 주제가 풍부하

다. 하지만 부분의 내용이 2천여 년 전의 시 적 배경과 문화적 환경의 틀 안에

서 일어나고 있어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의 학생들이 공감하기엔 무리가 있다. 

불변의 진리가 존재하겠지만, 많은 부분들에 있어 그 당시의 美醜, 善惡, 好惡의 

기준과 정도는 분명 현재와는 거리가 있다.

Ⅲ. 故事成語 교육의 효용과 선정 

현 古文교육의 문제점에 해서 살펴보았다. 번체자의 주입식 암기, 내용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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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해독, 현 중국어와의 단절은 교수 방법의 문제이며 현재와의 공감 부족은 학습 

내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문에서는 故事成語 활용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

을 극복해보고자 하며, 본 절에서는 故事成語 교육의 효용과 선정기준에 해 고찰

해 보기로 한다.

1. 故事成語 교육의 효용

故事成語 교육의 효용성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故事成語의 정의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故事成語의 정의는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 거의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

고 있다. 즉 故事와 成語의 합성어로, 故事가 있는 成語란 의미이다. 成語라는 의

미는 글자그 로 이루어진 말, 굳어진 말인데, 시 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

나의 상용어, 혹은 관용어로 자리 잡은 말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중성과 현실성

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사의 의미가 더해지면 좀 복잡해진다. 김만원

(2006)은 특수한 고사(이야기)를 내포한, 즉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故事成語를 ‘이야기 故事成語’, 혹은 ‘협의의 故事成語’로, 일반적인 典故 

전체를 포함하는 故事成語를 광의의 故事成語로 분류하 다.5) 즉 ‘塞翁之馬’, ‘朝

三暮四’와 같은 성어는 글자 그 로의 풀이만으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며, 반드

시 원문의 故事를 알아야만 이해를 할 수 있다. 반면에 ‘衆寡不敵’, ‘百聞不如一見’

과 같은 성어는 글자만 풀이하더라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 본 문에서는 전자에 

해당하는 이야기 故事成語, 즉 협의의 故事成語를 학습소재로 채택하기로 한다. 

후자처럼 축자 해석이 가능한 경우는 고사에 한 이해가 없어도 중국어 전공자라

면 글자에 한 개인 학습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원문의 강독

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故事成語가 《詩經》, 《書經》에서부터 시작하여 唐 이전의 古文에서 생성이 되었

다고 할 때, 현재까지 근 2천년의 시간을 함께 해 온 것이다. 시 가 바뀌면서 환

경과 제도는 끊임없이 바뀌었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수많은 

古文 가운데 한 편의 故事가 몇 글자로 굳어져 현재까지 회자될 수 있는 것은 바

 5) 김만원 <이야기구조를 전제로 한 협의의 고사성어 개념 정립을 위한 제언>, 《중어중문

학》, 2006년 40집, 160-16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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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에 감동과 여운을 주고 변하지 않는 삶의 지혜를 주기 때

문이다. 김일환(2008)은 일찍이 이러한 성어를 교육에 활용하고 사회적 계도와 

중화를 위한 시론을 펴기도 하 다.6) 

故事成語를 교육에 활용했을 때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 해 볼 수 있다. 먼저 

내용적 방면에서 현 를 살아가는 지혜와 통찰을 배울 수 있다. 이는 바로 故事成

語가 成語로 굳어진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故事成語는 한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서서히 언어 중들에 의해 만들어진 관용어이다. 그

렇게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시 를 막론하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

혜와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경험에 한 귀납적 산물이자 삶의 지침서

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삶에 한 위로와 깨달음을 얻게 된다. 

‘塞翁之馬’는 길흉화복의 순환에 해 말하고 있다. 좋은 일이 있어 더 할 나위 없

이 기쁠 때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고, 나쁜 일이 있어 슬플 때는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故事成語의 교육을 통해 중국어에 한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

다. 이는 故事成語 자체의 효용이라기보다 효과적인 원문 학습에 의한 기 효과라 

할 수 있다. 해당 故事成語의 원문은 중국어사적 방면에서 볼 때, 고 중국어에 해

당이 된다. 그 당시의 공시적 관점에서 보면, 언어로서의 체계성과 규칙성을 가지

고 있으며,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현 중국어와의 전신인 되는 만큼, 현 중국어와 

상호 연관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따라서 원문에 한 공시적, 통시적 학습은 중국

어의 전반적인 이해를 제고시키는데 충분한 효용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故事成語 

교육을 통해 고 중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 중국의 

문화를 학습할 수 있지만, ‘故事’라는 이야기식의 전개와 ‘成語’라는 관용적 표현 안

에서 좀 더 흥미롭고 친숙하게 중국 문화에 해 접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용 故事成語의 선정

故事成語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분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음순, 주제별, 유

래별, 출전별, 시 별 분류 등이 보편적인 방법인 듯하다. 시중에 故事成語를 소개

 6) 김일환 <사자성어의 사회적 계도와 중화에 관한 시론>, 《동양고전연구》, 2008년 16

집, 397-406쪽 참조.



학 국어 古文교육 연구  251

하고 있는 사전 및 관련 서적들은 부지기수이다. 그 중에서 15주의 학 교육에 적

합한 故事成語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 교육관련 기존의 몇몇 연구에서 교육

용 故事成語의 선정기준에 해 제시하고 있으며, 그 선정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신보미(2018)는 고등학교 중국어 교육용 故事成語의 선정기준으

로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자의 언어 능력 수준에 맞아야 하며, 중국의 역사와 문화

를 반 하고, 실제 언어생활에서 활용 가능해야함을 언급하 다.7) 김유민(2019)은 

학에서 중국어 전공자들의 古文 교육을 위한 故事成語 선정 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언어수준을 고려한 적정 난이도, 실생활과의 연관성, 출처가 명확하며 교훈

성이 높은 故事成語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고, 이를 기준으로 매 주차 주제별로 분

류하여 지도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8) 본 연구 역시 초점이 학 중국어 전공자에 

맞춰져 있어 김유민의 선정 기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추가적으로 古文의 다양

한 문체를 접하기 위해 원문 출처의 적절한 안배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

면, 아래의 기준으로 故事成語를 선정하고자 한다. 

ⓛ 故事成語 및 원문의 적정한 난이도와 분량

② 古文학습을 위한 원문 출처의 다양성 

③ 실생활과의 연관성 및 중성

④ 삶의 지혜와 통찰 부여(처세) 

상기했듯이, 본 문에서의 故事成語는 협의의 故事成語, 즉 원문의 이야기를 모

르면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故事成語’를 의미하므로, 원문의 ‘고사성’을 반

드시 전제로 한다. 위의 3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故事成語의 내용적 측

면에 해당하는 삶의 지혜와 통찰을 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는 단순히 교

훈과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살기 위한 삶의 지침으로, 인문

학적 실용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老馬之智’, ‘塞翁之馬’, ‘尾生之信’

과 같은 류가 표적이라 할 수 있다. ‘刻舟求劍’, ‘ 父之利’와 같은 고사들은 부

 7) 신보미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적용한 중국어지도방안 - 고사성어를 중심으로》(부산 학

교 석사학위논문, 2018), 24-26쪽 참고.

 8) 김유민 《고사성어를 통한 학중국어 고문교육 연구》(숙명여자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4-1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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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 실생활과의 연관성 및 중성은 갖추고 있지만 중, 고등

학교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학에서 전공자 수준의 난이도에는 미치

지 못하며, 처세적인 부분도 다소 약하다. 위의 기준에 따라 학 古文교육에 적합

하다고 판단한 30개의 故事成語와 그 출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여리박빙(如履薄氷) 《詩經》 운불우(密雲不雨) 《周易》

순망치한(脣亡齒寒) 《春秋左氏傳》 오월동주(吳越同舟) 《孫子》

양두구육(羊頭狗肉) 《晏子春秋》 기우(杞憂) 《列子》

연목구어(緣木求魚) 《孟子》 붕정만리(鵬程萬里) 《莊子》

노마지지(老馬之智) 《韓非子》 송양지인(宋襄之仁) 《韓非子》

백아절현(伯牙絶絃) 《呂氏春秋》 엄이도종(掩耳盜鐘) 《呂氏春秋》

부화뇌동(附和雷同) 《禮記》 지록위마(指鹿爲馬) 《史記》

미생지신(尾生之信) 《史記》 낭중지추(囊中之錐) 《史記》

문경지교(刎頸之交) 《史記》 계명구도(鷄鳴狗盜) 《史記》

새옹지마(塞翁之馬) 《淮南子》 마고소양(麻姑搔痒) 《神仙傳》

수어지교(水魚之交) 《三國志》 등록망촉(得隴望蜀) 《三國志》

비육지탄(髀肉之嘆) 《三國志》 화룡점정(畵龍點睛) 《水衡記》 

도광양회(韜光養晦) 《唐书》 마부작침(磨斧作針) 《唐书》

구화지문(口禍之門) 《唐書》 망운지정(望雲之情) 《唐书》

읍참마속(泣斬馬謖) 《十八史略》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杨万里詩》 

위의 故事成語는 모두 성어의 표면적 의미만으로는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지 알 수 없는 ‘이야기 故事成語’들이다. 중, 고등학교 수준보다는 조금 높은 난이

도를 지니며, 출처 또한 《詩經》과 같은 운문이나 ‘文史哲’을 포함하는 각종 산문에

서 구성하 으며, 삶의 지혜와 통찰을 가져다주는 교육적 효용성이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다. 미리 밝혀두지만, 이러한 선정은 필자의 주관적 견해가 배제될 수 없

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이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선정될 수 있다. 그리

고 모든 성어가 이 4개의 기준에 완전히 부합할 수는 없으므로, 정확한 계량은 힘

들지만 각각의 기준이 서로 다른 정도로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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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故事成語를 통한 古文교육 내용

김유민(2018)은 주제별로 매 주차에 4개의 故事成語 학습을 계획하 고, 지도

방안에 의하면 매 故事成語에 해 글자, 원문, 현 중국어 학습을 실시한다고 하

다.9) 하지만, 보통 3시간으로 구성이 되는 매 주차 수업에 4개의 성어를 가지고 

원문을 읽고 분석만 하더라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니, 이러한 안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원문의 양과 부가 학습을 줄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古

文교육의 취지가 아니며, 故事成語가 주가 되는 교육으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매 

주차에 故事成語를 2개로 줄이고 고사의 출처가 있는 원문에 한 이해와 관련 학

습 내용을 확 하는 것이 古文교육의 취지와 목표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위에서 선정한 30개의 故事成語 가운데 교수자는 수업 실시주인 13주에 해당하는 

성어 26개를 선택하여 故事成語 자체뿐만 아니라 故事成語의 원문에 한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학습내용은 故事成語 자체적으로 故事成語의 구조와 의미, 그

리고 유사 故事成語를 학습하게 하고, 故事成語 원문에 해서는 고 중국어의 어

휘, 어법적 이해를 통한 원문 해독과 관련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의 이해, 그리고 

현 중국어 번역을 통한 역사적 연계성 등을 학습하게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에 해 ‘尾生之信’이라는 故事成語를 가지고 구체적인 학습내용

을 제시해보도록 한다.

1. 故事成語 자체에 한 이해

수업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매 주차 해당 故事成語에 한 소개가 필요하다. 

즉 학습할 내용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 故事成語 자체에 한 설명인데, 해당 故

事成語의 표면적 의미와 구조, 그리고 내면적 의미에 따른 유사 故事成語의 소개

를 간략히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해당 故事成語에 한 초보적 이해를 돕도록 한다. 

 9) 위의 논문 17-18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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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故事成語 구조와 의미에 한 이해

현성준(2008)은 중국어에서 사용빈도수가 비교적 높은 상용성어 867개를 상

으로 구조별 분석을 한 바 있는데, 그 종류는 모두 7종이며, 빈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1. 현 중국어 상용사자성어의 구조별 출현빈도10)

어법구조 연합식 주술식 수식식 술목식 연동식 술보식 긴축복구식 겸어식 합계

수량 389 159 129 78 49 36 21 6 867

백분율 44.9 18.3 14.9 9.0 5.6 4.2 2.4 0.7 100

위의 통계에 의하면, 연합식 사자성어가 389개로 전체의 44.9%를 차지하여 가

장 높은 구성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술식, 수식식이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문에서 학습할 故事成語 ‘尾生之信’은 ‘尾生의 신

의’라는 표면적 해석을 띠고 있어 구조상 수식식에 해당이 된다.

2) 유사 故事成語의 이해

故事成語 ‘尾生之信’은 미련할 정도로 약속을 굳게 지키거나 고지식하여 융통성

이 없음을 나타낸다. 의리와 신의의 윤리 관념이 희박해진 현  사회에서는 오히려 

신의와 약속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유사한 故事成語로는 ‘刻舟求劍’, ‘守柱待兎’, ‘膠柱鼓瑟’, ‘墨城之守’, ‘宋襄之仁’ 

등이 있으며, 교수자는 그 고사와 의미에 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2. 故事成語 원문에 한 이해

‘尾生之信’은 《莊子⋅盜跖》, 《史記⋅ 秦列傳》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 두 문헌

의 출현 시기를 본다면 《莊子》가 전국시 로 앞서지만, 강한 고사 성분과 적절한 

10) 현성준 <현 중국어상용사자성어 어법구조 연구>, 《중국어문논역총간》, 2008년 23집, 

26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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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분량을 고려할 때, 《史記⋅ 秦列傳》을 선택하기로 한다. 두 문헌에서 고사의 

원천이 되는 직접적인 부분은 “<尾生> 女子期於梁下, 女子不來, 水至不去, 抱柱

而死.(미생이 여자와 다리 밑에서 약속을 하 는데, 여자는 오지 않았다. 물이 불

어도 떠나지 않아 다리 기둥을 안고 죽었다)”로 동일한데, 사마천이 《莊子⋅盜跖》

편을 그 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문을 학습할 때는 난해하고 생소한 고 중국

어 어휘와 어법 구조의 설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 로 학생들에게 원문 해

독을 시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아래에서는 《史記⋅ 秦列傳》에서 소

개되고 있는 미생과 관련된 원문을 제시하기로 한다.

臣之不信, 王之福也. 臣聞忠信 , 所以自爲也; 進取 , 所以爲人也. 且臣之

說 <齊王>, 曾非欺之也. 臣 老母於 <東周>, 固去自爲而行進取也. 有孝如 <曾

參>, 廉如 <伯夷>, 信如 <尾生>. 得此三人 以事大王, 何若?” 王曰: “足矣.” <

秦>曰: “孝如 <曾參>, 義不離其親一宿於外, 王又安能使之步行千里而事弱 <燕>

之危王哉? 廉如 <伯夷>, 義不爲 <孤竹君>之嗣, 不肯爲 <武王>臣, 不受 侯而

餓死 <首陽山>下. 有廉如此, 王又安能使之步行千里而行進取於 <齊>哉? 信如 

<尾生>, 女子期於梁下, 女子不來, 水至不去, 抱柱而死. 有信如此, 王又安能

使之步行千里卻 <齊>之彊兵哉? 臣所 以忠信得罪於上 也.” 《史記⋅ 秦列傳》

1) 어휘에 한 이해

고 중국어는 현 중국어와 달리 보통 한 글자가 하나의 단어를 이루며, 후 로 

갈수록 의미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글자라 하더라도 현 중국어에서 사용

되는 의미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학생들은 의미 변화가 발생하기 전의 글자 의

미에 해 생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휘와 난해한 글자에 한 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한자가 표의문자이고 六書라는 조자 원칙에 의해 만들어진 점을 감

안하여, 조자원칙에 따른 글자의 본의와 해당 의미와의 관계를 설명한다면 글자를 

습득함에 있어 충분한 흥미와 효율성을 줄 수 있다. 아래에서는 ‘去’, ‘行’, ‘嗣’, 

‘梁’, ‘卻’의 5글자를 가지고 각각의 본의와 자체의 변화, 그리고 원문에서의 의미와

의 관계 등을 가지고 학습내용을 구성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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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去, 行

‘去’와 ‘行’은 현 중국어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로, ‘去’의 의미는 ‘가다’이며, 

‘行’의 의미는 ‘직업( 業)’, ‘순서(排 )’, ‘걷다(行走)’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去自爲而行進取”에서 ‘去’와 ‘行’은 각각 ‘버리다’와 ‘행하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의 형태로 볼 때, ‘去’의 본의는 본래 ‘떠나다’의 의미이며, ‘行’의 본의는 큰 

길을 뜻한다. 

‘去’의 갑골문 형태는 사람이 동굴을 떠나는 모습이며, ‘버리다’의 의미는 그 파생

의미이다. ‘行’은 소전체에서 의미가 약간 변화하는데, 표제자가 소전체로 되어 있

는 《說文解字》에 의하면, 사람들이 길을 가는 모습이며, ‘행하다’의 의미와는 파생

관계에 있다.11) 육서 가운데 각각 指事와 象形에 해당된다.

② 嗣

“<孤竹君> 之嗣”에서 ‘嗣’는 후계자를 의미한다. 금문과 소전체에서 분명하게 확

인할 수 있다. 

소전체를 보면, ‘嗣’는 ‘冊’과 ‘口’, 그리고 ‘司’로 구성되어 있다. ‘冊’은 제후를 봉

할 때 내리는 ‘冊’을 의미하고 하사할 때는 사관이 책을 낭독하므로 ‘口’자로 나타낸 

11) 段玉裁 《說文解字注》: ｢(行) 人之步趨也。步、行也。趨、走也。二 一徐一疾。皆

之行。統 之也。爾雅。室中 之時。 上 之行。 下 之步。門外 之趨。中庭

之走。大路 之奔。析 之也。引伸爲巡行、行列、行事、德行。从彳亍。｣(漢典 行

字列 참고 http://www.zdic.net/z/23/sw/884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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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司는 소리를 나타낸다.12) 따라서 본의는 ‘후계자’ 혹은 ‘계승하다’의 의미를 

가지며, 뜻과 소리를 나타내므로 형성자에 해당이 된다.

③ 梁

“ 女子期於梁下”에서 ‘梁’은 ‘다리’라는 의미이며 현 중국어의 ‘橋’에 해당이 되

는 글자인데, 갑골문과 금문의 흔적은 볼 수 없다.

글자의 구성을 보면 ‘木’, ‘水’, ‘刅’으로 되어 있는데, ‘木(나무)’, ‘水(물)’이 의미

를 나타내며 ‘刅’은 소리를 나타낸다. 즉 물위에 놓은 다리를 말한다.13) 의미와 소

리를 함께 나타내고 있어 형성자에 속한다. 

④ 卻

‘卻’은 현 중국어에서 보통 역접을 나타내는 부사의 형태로 출현하지만 여기서는 

‘물리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가진다. 

형성자에 속하며 오른쪽의 ‘卪(절: 절제하다)’이 의미를 나타내며 왼쪽의 ‘谷’이 

소리를 나타낸다. 《說文解字》에 의하면 ‘욕심을 절제하다’의 의미이지만 단옥재는 

《옥편》을 근거로 《說文解字》의 풀이를 부정하고 ‘卪卻’이라 하여, “절제하여 물리친

12) 段玉裁 《說文解字注》: ｢諸侯嗣國也。引伸爲凡繼嗣之偁。从口。 徐曰。必於廟。史

讀其。故从口｣(漢典 嗣字列 참고 http://www.zdic.net/z/16/sw/55E3.htm)

13) 段玉裁 《說文解字注》: ｢水橋也。从木从水, 刅聲。水橋也。梁之字用木跨水、則今之

橋也。｣(漢典 梁字列 참고 http://www.zdic.net/z/1b/sw/688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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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라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2) 어법에 한 이해

표면적으로 볼 때, 현 중국어에 비해 고 중국어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장의 간략

함이다. 이러한 간략함의 가장 큰 이유는 어휘적 방면에서 단음절 단어의 구사를 

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재적인 어법구조의 몇몇 특징을 반 하고 있기 때문

인데, 고 중국어에서 어휘의미가 약한 허사 계통, 즉 접속사나 개사, 사역동사, 관

계동사 등은 종종 생략이 되어 문장에 출현하지 않는다. 원문의 첫 부분인 “臣之不

信, 王之福也.” 역시 현 중국어의 판단계사 ‘是’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

중국어의 유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법적 틀을 우선적으로 소개할 필

요가 있으며, 이어서 해당 원문에 한 구체적 어법 현상에 해 공시적 특징과 통

시적 발전 과정에 해 소개한다. 아래에서는 본 원문과 관련된 3가지 고 중국어

의 어법현상에 한 학습내용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 ‘主之 ’ 명사화구조

원문과 관련하여 우선 고 중국어의 ‘主之 ’구조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主之

’구조는 명사화구조로, 어의 동명사나 분사, 부정사구문과 비슷하다.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판단문의 서술어에 위치하며, 어처럼 시간, 조건, 원인, 양보 

등을 나타내는 부사구의 위치에 올 수도 있다. 먼저 원문의 ‘主之 ’구조를 보면,

臣之不信, 王之福也.

臣之說 <齊王>, 曾非欺之也.

‘臣之不信’은 ‘臣不信’의 주술구조에 ‘之’자를 넣어 명사화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판단문의 주어위치에 출현하고 있다. ‘臣之說 <齊王>’은 ‘신이 제왕에게 유세할 때’ 

혹은 ‘신이 제왕에게 유세함에 있어서’ 정도의 의미로 시간 혹은 화제를 나타내는 

14) 段玉裁 《說文解字注》: ｢卪卻也。各本作節欲也。誤。今依玉篇欲爲卻。又改節爲卪。
卪卻 、節制而卻 之也。｣(漢典卻字列 참고 http://www.zdic.net/z/16/sw/537B.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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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구로 쓰이고 있다. 학생들에게 ‘主之 ’구조에 해 처음 설명할 때는 예문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충분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1) 爾之許我, 我以其璧 圭歸, 以俟爾命 《史記⋅魯周公世家》

(당신이 나를 허락한다면, 나는 그 구슬과 규를 가지고 돌아가 당신의 명을 

기다리겠다)

(2) 朕之不德, 海內未洽 《史記⋅三王世家》

(짐이 부덕하기 때문에 나라가 화합하지 못 한다)

예(1)의 ‘主之 ’구조 ‘爾之許我’는 조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2)의 ‘朕之不德’은 

원인을 나타내고 있다.

② ‘所VP’, ‘VP ’ 명사화구조

고 중국어에서 ‘所’, ‘ ’역시 출현빈도가 매우 높으며, 동사성구조를 명사성구조

로 바꿔주는 명사화표기 역할을 한다. 관련 원문을 보면,

忠信 , 所以自爲也; 進取 , 所以爲人也.

학생들의 ‘ ’에 한 일반적인 이해는 ‘~사람’이다. 하지만 ‘VP ’ 는 ‘VP하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VP’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忠信 ’, ‘進取 ’는 ‘충신

의 사람’, ‘진취적인 사람’이 아니라 ‘忠信’, ‘進取’ 자체를 가리킨다. 전자를 ‘ ’의 

변환지시(傳指)용법, 후자를 자기지시(自指)용법이라 한다. 이에 비해 ‘所’자는 변

환지시의 용법만 가지고 있다. ‘ ’와 ‘所’는 변환지시에서 가리키는 상이 뚜렷이 

분별되는데, ‘ ’는 VP의 주어, ‘所’는 VP에 출현하는 동사의 목적어 혹은 개사의 

목적어를 가리킨다. ‘所以自爲’, ‘所以爲人’에서 ‘所’는 각각 ‘自爲하는 수단’, ‘爲人

하는 수단’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所’는 여기서 개사 ‘以’의 목적어, 즉 수단을 가

리키고 있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예문을 보면,

(3) <范睢>曰: 彼來 爲誰? 《史記⋅范睢蔡澤列傳》

(范睢가 말하기를 “뒤에 오는 자는 누구냐”라 하 다)

(4) 獨籍所殺漢軍數百人 《史記⋅ 羽本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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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적이 죽인 바의 한나라 군사가 수백이었다)

(5) <伊尹>爲庖, <百里奚>爲虜, 皆所由干其上也. 《史記⋅老子韓非列傳》

(이윤이 요리사가 되고, 백리해가 포로가 됨은 모두 그 임금에게 발탁된 방

법이다)

예문(3)에서 ‘後來 ’는 변환지시의 ‘ ’이며, (4)에서 ‘所殺’은 ‘殺’의 목적어인 

죽인 상을 나타낸다. (5)의 ‘所由干其上’에서 ‘所’가 가리키는 것은 개사 ‘由’의 목

적어인 ‘임금에게 발탁된’ ‘연유 혹은 방법’인 것이다. ‘主之 ’구조, ‘所VP’, ‘VP ’ 

구조는 모두 명사화구조이다. 이들 구조는 당 부터 ‘底’자구에 의해 하나로 통일되

고 현 중국어에서 ‘底’자가 ‘的’자로 체되는 과정을 겪었다.

③ 고 국어의 의문 명사

고 중국어에서 인칭, 지시, 의문 명사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현  중국어와 완

전히 다른 모습이다. 모든 명사를 한꺼번에 학습하기보다는 원문과 관련된 의문

명사에 한 이해를 우선적으로 하기로 한다. 먼저 원문의 관련 문장을 보면,

得此三人 以事大王, 何若?

王又安能使之步行千里而事弱<燕>之危王哉?

여기서 의문 명사는 각각 ‘何’, ‘安’으로 그 의미는 ‘무엇’, ‘어찌’의 의미를 나타낸

다. ‘何若’은 동사 ‘若’에다 의문 명사 ‘何’가 목적어로 도치되어 있는 형태인데, ‘何

若’으로 거의 어휘화하여 현 중국어의 ‘怎么样’ 정도의 의미가 된다. ‘安’은 본래 

장소를 나타내는 의문 명사지만, 파생하여 현 중국어의 ‘怎么’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고 중국어의 의문 명사에 해 체계적으로 소개를 해 보면,

사람: 誰, 孰

사물: 何, 曷, 胡, 奚, 侯, 遐

장소: 惡, 烏, 安, 焉15)

이들 의문 명사는 성모의 발음체계에 따라 분류되는데, 먼저 사람을 나타내는 

15) 왕 력 <漢語語法史>, 《王力文集》 제11권, 1990, 10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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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誰’, ‘孰’은 고 중국어에서 모두 [ʑ]음이며, 사물을 나타내는 의문 명사는 모두 

[ɣ]계열이다. 그리고 ‘安’을 포함한 장소를 나타내는 의문 명사는 [O]음으로 성

모계열을 나타내고 있어 뚜렷한 특징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문 명사가 

현 중국어에 와서 ‘ ’를 제외하고 ‘什么’, ‘怎么’, ‘哪’ 등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데, 자체적인 발전이라기보다는 근 중국어에서 백화가 유입되면서 불경 등의 

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변화과정은 아직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고 복잡

하여 설명을 생략해도 무방할 듯하다. 

상기한 3종류의 어법현상은 각 故事成語의 원문마다 빈번히 출현하니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매 주차마다 원문에 출현하는 3가지 정도의 어법현상

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면, 고 중국어 어법의 부분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고, 

언어로서의 체계성을 충분히 체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3)원문 해독

원문에 한 어휘와 어법 설명이 끝나면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한글로 원문해

독을 해 보도록 하고, 발표를 통해 어떤 부분이 미숙한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교수

자는 고 중국어의 어휘, 어법적 특징을 반 하여 그렇게 해독되어야 하는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아래는 이러한 요소들을 반 한 한글 

해석 샘플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臣之不信, 王之福也. 

→ 저의 신의 없음은 왕의 복입니다. 

臣聞, 忠信 , 所以自爲也; 進取 , 所以爲人也. 

→ 신이 듣건데, 충신은 자기를 위하는 도구이고, 진취는 남을 위한 것이라 합

니다. 

且臣之說 <齊王>, 曾非欺之也. 

→ 제가 <齊王>에게 유세를 할 때 그를 속인 것이 아닙니다. 

臣 老母於 <東周>, 固去自爲, 而行進取也. 

→ 신은 <東周>에 노모를 버려두고 정말로 자위를 버리고 진취를 행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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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孝如 <曾參>, 廉如 <伯夷>, 信如 <尾生>. 得此三人 以事大王, 何若?”

→ <曾參>과 같은 효자와 <伯夷>와 같은 청렴한자, <尾生>과 같은 신의 있는 

자, 이 세 사람을 얻어 왕을 섬기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王曰: “足矣.” 

→ 왕이 말하기를 “충분할 것이다” 하 다.

< 秦>曰: “孝如 <曾參>, 義不離其親一宿於外, 

→ < 秦>이 말하기를 “<曾參>과 같은 효자는 의리상 부모를 떠나 하루도 밖에

서 지낼 수 없으니, 

王又安能使之步行千里, 而事弱 <燕>之危王哉? 

→ 왕께서는 어찌 그로 하여금 천리를 떠나 약한 연나라의 위태로운 왕을 섬기

게 할 수 있겠습니까? 

廉如 <伯夷>, 義不爲 <孤竹君>之嗣, 不肯爲 <武王>臣, 不受 侯而餓死 <首陽

山>下. 

→ <伯夷>와 같은 청렴한 이는 의리상 <孤竹君>의 후계자가 되지 않고 무왕의 

신하 되기를 거부하여 제후 자리를 받지 않고 수양산 아래에서 굶어 죽었습

니다. 

有廉如此, 王又安能使之步行千里而行進取於 <齊>哉? 

→ 이처럼 청렴하다면 왕께서는 어찌 그로 하여금 천리를 가서 제나라에 진취

를 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信如 <尾生>, 女子期於梁下, 女子不來, 水至不去, 抱柱而死. 

→ <尾生>과 같은 신의 있는 자는 여자와 다리 밑에서 약속을 했는데, 여자는 

오지 않았고 물이 불어도 떠나지 않아 다리 기둥을 안고 죽었습니다. 

有信如此, 王又安能使之步行千里卻 <齊>之彊兵哉? 

→ 신의가 이와 같다면 왕께서 어찌 그로 하여금 천리를 가서 제나라의 강병을 

물리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臣所 以忠信得罪於上 也.

→ 신이 이른바 충신으로 왕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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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문과 련된 문화 , 역사  배경 이해

수강생들은 고  중국의 문화와 역사에 해 비교적 생소하다. 따라서 원문의 이

해를 돕기 위해 내용과 관련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함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史記⋅ 秦列傳》에서 ‘尾生之信’의 고사가 출현하는 부분은 秦이 燕王에게 유

세하는 내용으로, 전국시  말엽의 일이다. 학생들에게 전국시 의 역사적 배경과 

당시의 유세문화, 秦과 張 의 합종, 연횡책과 이에 이은 진나라의 통일과정까지 

설명해 주어야 한다. 아래에서 구체적 학습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BC770년 周나라가 수도를 호경에서 낙양으로 옮기면서 동주시 를 여는데, 이

때부터 주 왕실의 힘이 약화되고 제후들이 각지에서 군림하면서 춘추시 로 접어든

다. 이후 철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전쟁이 규모화되고 강한 제후국들은 철

제 무기를 바탕으로 주변의 약소국들을 합병하면서, 백여 개 이상으로 분산되었던 

제후국이 秦, 韓, 魏, 齊, 楚, 燕, 趙의 7개 형 제후국으로 재편되는 전국시 를 

열게 된다. 춘추전국시기, 특히 전국시기의 일곱 제후는 모두 周를 체할 통일 왕

국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천문, 지리, 군사, 외교에 밝은 

현자를 앞 다투어 등용하게 되는데, 바로 유세문화가 형성된 배경이다. 이들 유세

가들은 하나의 제후를 섬긴 것이 아니라 유세를 업으로 삼아 전국을 주유하면서 자

기의 주장을 펼쳐 제후에게 등용되기를 구하 다. 

秦과 張 는 전국시 의 가장 뛰어난 유세가로 꼽힌다. 鬼谷子라는 스승을 함

께 섬겼으나 秦나라와 나머지 6국을 두고 합종과 연횡이라는 상반된 유세를 펼치면

서 운명을 달리하게 된다. 秦이 펼쳤던 합종책은 韓, 魏, 齊, 楚, 燕, 趙가 하나

가 되어 秦에 맞서는 전략이다. 秦은 여섯 나라와 합종을 맺고 조나라로 돌아와 

조나라 숙후로부터 무안군(武安君)직위를 하사받고 진나라에 맹약서를 보내는데, 

바로 합종책의 시작이다. 이로부터 진나라 군 는 15년 동안 함곡관을 넘보지 못했

다고 한다. 하지만 진은 장의를 등용하여 연횡책을 펼친다. 강한 진과 동맹을 맺어

야 한다는 명분하에 6국을 하나씩 병탄하여 통일의 토 를 만들었던 것이다. 원문

의 배경은 이미 합종책이 와해되고 제나라가 연나라를 침범하여 연의 10개 성을 

빼앗자 소진은 세치 혀를 놀려 제나라에 가서 다시 빼앗긴 10개 성을 찾아 연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연왕은 주위에서 소진의 신의 없음에 해 듣고 소진을 의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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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에게 관직을 하사하지 않는다. 이에 소진은 본문의 내용 로, 증삼과 같은 효

심, 백이와 같은 청렴, 미생과 같은 신의가 나라를 경 하는데 얼마나 무가치한지

에 해 유세함으로써 다시 연왕에게 등용되는 수단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내용을 지도나 상의 보조 자료를 통해 함께 제시한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5) 원문의 국어 번역

학에서 古文 수업은 일반적으로 고학년을 상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古文 

자체의 난이도로 인해 현 중국어 어휘, 어법의 우선적인 습득을 통해 古文을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기 위함이다. 따라서 수강자는 현 중국어 중급, 고급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원문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 중국어로의 표현이 가능

하다. 하지만 古文을 현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원문에 

한 현 중국어 번역 연습은 고 중국어와 현 중국어를 비교함으로써 어순 및 어

법, 어휘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현 에서는 약간 생소할 수 있

는 그 당시의 어휘를 습득함으로써 어휘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래에서 

원문에 한 최 한 직역 위주의 현 중국어 번역 샘플을 제시해 보면,

臣之不信, 王之福也. 

→ 我不诚实, 正是大王的福气啊！
臣聞, 忠信 , 所以自爲也; 進取 , 所以爲人也. 

→ 我听说, 忠心的名声, 都是为自己而建立的; 进取的行为, 都是为别人而做

的。
且臣之說 <齊王>, 曾非欺之也. 

→ 况且我劝说齐王, 也不曾欺骗他啊！
臣 老母於 <東周>, 固去自爲, 而行進取也. 

→ 我把 母亲抛 在东周, 本就是没有为自己谋私利的打算, 而只打算为别人

做些进取的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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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孝如 <曾參>, 廉如 <伯夷>, 信如 <尾生>. 得此三人 以事大王, 何若?”

→ 现在加入由那种像曾参一样孝顺, 像伯夷一样廉 , 像尾生一样信实的人, 

让这三种人来侍奉大王, 您觉得怎样？
王曰: “足矣.” 

→ 燕王说：有这三种人足够了。
< 秦>曰: “孝如 <曾參>, 義不離其親一宿於外, 

→ 苏秦说: 像曾参一样孝顺的人, 照道理绝不离 他父母在外面宿一夜, 

王又安能使之步行千里, 而事弱 <燕>之危王哉? 

→ 您又怎么能使他步行千里, 而来弱 的燕国侍奉处在危险中的国军呢？
廉如 <伯夷>, 義不爲 <孤竹君>之嗣, 不肯爲 <武王>臣, 不受 侯而餓死 <首陽

山>下. 

→ 像伯夷一样廉 的人, 坚守义气, 不作孤竹君的继承人, 不肯作周武王的臣

子, 不接受 侯, 而饿死在首阳山上, 

有廉如此, 王又安能使之步行千里而行進取於 <齊>哉? 

→ 他这样廉 , 大王又怎么能使他不行千里, 到齐国去取回土地。
信如 <尾生>, 女子期於梁下, 女子不來, 水至不去, 抱柱而死. 

→ 像尾生一样坚守信用的人, 和女子在桥下约会, 女子不来, 洪水淹到, 也不

离 , 抱着桥柱而让水淹死。
有信如此, 王又安能使之步行千里卻 <齊>之彊兵哉? 

→ 他这样信实, 大王有怎能使他不行千里路, 去 走齐国的强兵呢？
臣所 以忠信得罪於上 也.”

→ 我可以说是正因为诚实信实而得罪在上位的人啊！

지금까지 매 주에 고사성어를 가지고 학습할 내용에 해 살펴보았다. 일반적으

로 한 주의 학습시간을 3시간으로 책정할 때, 발표와 피드백을 포함하면 학습량이 

다소 많을 수 있다. 이때는 고문 교육의 문제가 흥미 결여라는 점과 교육의 목적이 

해독 능력 제고인 점을 감안하여 매 파트의 분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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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학에서 중국어 고문교육은 중어중문학 교육의 기본이다. 고  중국의 ‘문사철’

과 관련된 문장을 읽음으로써 고 중국의 사유와 문화를 배울 수 있으며, 현 중국

어 및 중국문화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학 위주의 현  학

문 조류와 융복합, 특성화라는 시 적 요구로 인해 고문 교육은 점점 축소되어 왔

다. 게다가 고문 자체의 난이도와 주입식의 교수방법 또한 학생들의 흥미를 감소시

켰다. 본문은 고사성어를 고문교육에 도입하여 고문교육의 흥미와 효과를 제고하려

는 노력의 일환으로, 고사성어의 효용과 선정, 그리고 학습내용 등에 해 논술하

다. 하지만 고사성어를 통한 고문교육이 최고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  중

국어에 한 교수자의 기본 자질이 중요하며, 수업 전 충분한 배경지식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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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part of efforts to overcome the problems in the 

teaching of Chinese classics to undergraduate students through 

ancient idioms, examined the efficiency of Chinese classics education 

through the use of ancient idioms, its selection criteria, and contents 

of study.

Chinese classics education through the use of ancient idioms allows 

not only the historical and disciplinary understanding of Chinese, but 

also the wisdom and insight to live in modern times, and the 

interest of ancient Chinese culture through storytelling.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meaning of the idioms itself, 

vocabulary related to the text, legal analysis and its process of 

translation, interpretation of the original text, understanding the 

related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and translation into 

modern Chinese.

【主題語】

고문, 고문교육, 고사성어, 이야기, 고 중국어

古文, 古文教育, 故事成語, 故事, 古代汉语

Chinese classics, Chinese classics education, ancient idioms, story, 

Ancient Chinese

투고일: 2019. 4. 11.  / 심사일: 2019. 4. 11.  / 게재확정일: 2019. 5.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