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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동기 및 목적

중국은 비약적인 경제 성장1)을 통해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며2) 국제사회에서 경

제, 안보 및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는 꾸준한 국제 교류가 이어져왔으

며,3)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방송매체를 통한 한류열풍이 거세게

불었다. 중국 내 한류열풍의 여파로 여우커(Youke, 遊客)라고 불리는 중국 관광객의

한국방문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풍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관광, 방

송매체 그리고 문화산업 등 관련 산업이 큰 수혜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한

국과 북한의 관계 및 정치 안보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

예로 대한민국 정부의 사드 배치(THAAD, 萨德部署)로 인한 중국 정부의 유통4),

관광5)업계에서의 경제 무역 제제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위상과 우리나라와의 밀접한 관계를 생각할 때,

중국어 사용에 대한 필요성과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그에

따라 중국어는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언어라

고 할 수 있으며,6) 이에 한국에서는 중국어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중국어 교과

를 정규과목으로 변경하는 등의 교육과정의 변화가 일고 있다.7)

1) 초이스경제뉴스(2018. 02. 08), “중국 외환보유액 12개월 연속 증가, 3조 1600억 달러 돌파” 기사 내

용 인용. 중국의 외화보유액이 12개월 연속 증가하여 2018년 01월 기준으로 3조 1600억 달러를 돌파하

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급속한

성장을 바탕으로 1999년, 세계 주요 20개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 G20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부터는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고 있다.

3) FTA종합지원센터(2017. 08. 28), “한중 수교 25주년 ①: 무역통계로 보는 한중 경제” 보고서 내용

인용. 중국의 개혁개방 40년을 맞이한 지금, 대한민국의 대 중국 수출 의존도는 1992년 3.5%에서,

200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선진국 경기 부진 속에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며 2016년

에는 25.1%로 상승했다. 대 중국 수입 의존도 또한 2016년 기준 일본에 이어 2위로 높다.

4) 메트로서울(2017. 07. 13), “사드배치 결정 1년, 사라진 유커…면세점 매출 20∼30% 감소” 기사 내

용 인용. 중국 관광객의 감소로 면세점의 매출이 20~ 30%가 감소하고 롯데마트 피해액이 4000억 이

상이 될 정도로 유통업계의 피해가 막심하였다.

5) 한라일보(2017. 01. 29), “유커 감소 현실화에 ... 머리 싸매는 제주관광” 기사 내용 인용. 특히 제주

외래 관광시장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8명 이상이 중국인일 정도로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의

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의 제제로 인한 피해가 컸다.

6) 교육과정정보센터, http://ncic.go.kr, 2015 개정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참조,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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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이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중국어 교과서의 구성

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일반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중국어 1」,「중국어 2」교과

서는 크게 회화와 문법 부분을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중국 문화 부분은 각 단

원의 끝에 소량 배치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문화 부

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외국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문화 부

분만으로 구성된『중국문화』교과서가 따로 출판되어 사용 중이다. 『중국문화』교

과서의 문화 내용이 일반 교과서인『중국어 1』, 『중국어 2』의 교과서에 첨부되

어 있는 문화 내용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 역시 기존의 중

국의 지형, 도시, 음식 등 중국문화를 간단히 이해할 정도의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즉, 중국어 교과가 정규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국문화의 내용 및 소

재가 다양하지 않으며, 또한 중국문화 수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가 중국어 교과서의 구성을 분석하며 문화 부분을 언급한 것은 언어 교육에

있어 문화는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중

요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문화는 언어와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그렇기에 언

어를 배우는 것은 회화, 작문, 문법만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나라의 문화요소

를 함께 습득하는 것이다. 문화를 배움으로써 그 나라의 언어에 대한 이해의 정도

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언어를 더욱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언어와 전반적

인 지식을 함께 접목하여 통합적인 사고를 통할 때에 진정한 언어를 배울 수 있다.

권경근 외 9인은『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에서 “한 문화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은 그 문화의 가치 체계를 반영하므로, 단편적인 행위나 부분적인 ‘말’만으로

전체를 판단하고자 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다. 즉, 단편적인 행위

하나하나가 구성하고 있는 패턴과 그 문화적 맥락을 함께 검토하면서, 그들이 구사

하는 언어를 함께 고려할 때 온전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8)

이는 문화를 배제하고 언어만을 사용한 의사소통을 시도할 시에 생길 수 있는 오류

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에 대한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

다. 또한 徐夏錫은『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와 문화의 이해』에서 “인간은 사회를 이

7) 충청투데이(2016. 01. 27), “‘웰컴투 차이나’ 중국어 배우는 지역 초중학교들 계속 늘어난다” 기사 내

용 인용. 2016년을 기준으로 대전의 일부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정규 교과과정 내에 중국어를 추가하

였고 일부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그동안 선택과목으로 진행해온 중국어 수업을 공통과목으로 변경했

다. 또한 각 학교 별로 중국어 어학교육기관인 공자아카데미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중국 국무원 산하

교육부로부터 교사를 파견 받아, 방과 후 무료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8) 권경근 외 9인 공저(2009),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도서출판 박이정),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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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문화를 형성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문화적 유산으로 언어를 발

전시키고 끊임없이 계승하여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9) 이는 언어와 문화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용하는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언

어교육 시 언어와 함께 문화수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필자는 왜 고등학교 중국어 문화 교과서에 신화를 활용하고자 하려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말하기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신화는 설화의 하위

항목으로 소위 구전되는 문학이라고 일컫는다. 이는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말하기,

듣기, 일기, 쓰기의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이러한 신화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10)

둘째, 중국신화는 문화 교육의 제재로써 그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인택은『신화, 문화 그리고 사상』에서 “신화는 현실에 바탕을 둔 고대인들의 사상,

종교, 과학이고 또한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역사 기록으로서 왜곡된 역사나 아직까

지 규명되지 않은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11) 또한 전

인초 외 3인은『중국신화의 이해』에서 “인간이 만들어 낸 문화와 문명은 인간이

원초적으로 지니고 있는 신화적 思維 즉, 인간이 신화를 만들어낸 ‘상상력’에 기초

한다”라고 한다. 때문에 신화는 인류 역사의 발전과 함께 꾸준히 변화해왔고 인간

의 상상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인류 문화와 문명은 존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주

장한다.12) 김인선은「중국 현대문학의 신화 운용 연구 : 郭沫若, 大荒, 王潤華, 魯迅

의 대표작을 중심으로」에서 “고대인들의 지혜와 그들의 생각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지만, 다만 어떤 것을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또한 몸소 몸으로 부딪히며 삶

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무한한 자연의 위력에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

해답을 얻고자 그들은 상상력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신화를 창조해내었

기에 신화는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한다.13) 즉, 중국신화를 소개함으

로써 중국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민족의 정서나 역사

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위의 주장들은 신화와 문화가 긴밀한 연관성을 지

니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 신화는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기 때문에 중국신화를 배움으로써 언어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할

9) 徐夏錫 저(2008),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와 문화의 이해』(한빛문화), P.31.

10) 최영진(2003), 「신화교육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이인택 저(2004), 『신화, 문화 그리고 사상』(울산대학교 출판부), P.15.

12) 전인초 외 3인 공저(2002), 『중국신화의 이해』(아카넷), pp.13~14.

13) 김인선(2003),「중국 현대문학의 신화 운용 연구 : 郭沫若, 大荒, 王潤華, 魯迅의 대표작을 중심으

로」(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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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중국신화 자료를 중국문화 교과서

내용의 소재로 택하게 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고등학교『중국문화』교과서에 중국신화를

첨부하고, 중국의 민족성과 역사 등의 지식을 보조수단으로 하여 학생들의 중국어

에 대한 이해력과 습득력을 높이고자 한다. 여기에서 외국어 고등학교『중국문화』

교과서를 소재로 활용하는 이유는 일반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와는 달리 문화 부

분이 단독으로 구성된 교과서가 별도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신화 활용 연구를 통해 일반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혹은 일반 중국

어 어학서 내의 중국문화 부분에도 중국신화를 접목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 진행에 앞서 중국신화에 대한 연구와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에 관한 연

구, 그리고 중국신화를 고등학교 중국문화 교과서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 성과에 대

해 검토해 보았다.

먼저 중국신화 부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선정규의『여와의 오색돌 : 중국 문

화의 신화적 원형』14), 정재서의『동아시아 상상력과 민족 서사: 신화에서 도교

로』15), 이인택의『중국신화 그리고 소설』16), 김선자, 홍윤희외 6인의『남방실크로

드 신화여행(신화, 아주 많은 것들의 시작)』17), 이유진의「中國神話의 歷史化 硏究

= (A) study on the historization of the Chinese myth」18)그리고 정진선의「중국

신화의 변용 양상 연구 : 춘추전국시대부터 진한대까지의 신화를 중심으로=(A)

Study of the Aspacts of Transfiguration in Chinese Mythology: Mythology from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and Warring States Period to the Qin and Han

Dynasties」19)등이 있다.

14) 선정규 저(2013), 『여와의 오색돌 : 중국 문화의 신화적 원형』(고려대학교출판부).

15) 정재서 저(2014), 『동아시아 상상력과 민족 서사: 신화에서 도교로』(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

부).

16) 이인택 저(2018), 『중국신화 그리고 소설』(울산대학교 출판부).

17) 김선자, 홍윤희 외 6인 공저(2017), 『남방실크로드 신화여행(신화, 아주 많은 것들의 시작)』(아시

아).

18) 이유진(2004), 「中國神話의 歷史化 硏究 = (A) study on the historization of the Chinese myth」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 정진선(2010), 「중국신화의 변용 양상 연구 : 춘추전국시대부터 진한대까지의 신화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Aspacts of Transfiguration in Chinese Mythology: Mythology from the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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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자료로 볼 때, 중국신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현재에도 활

발하게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에 대한 연구로는 김경윤의「현행 고등학교『중국어Ⅰ』

교과서 연습문제 유형 분석」20), 한정현의「문화수업을 활용한 중국어 수업방안 연

구 :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21), 김정은의「한·미·일 중국어 교육과정 및 교

과서 비교 연구 = 韩,美,日的汉语敎育课程及敎科书的比较硏究」22) 그리고 남지은의

「중·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분석 및 교과 연계 방안 연구」23)등이 있다.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에 대한 연구 역시 중국어 교과 수업 시 활용하는 교과서

와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신화를 중국문화 수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있는지 그 현황

을 보면, 김민경의「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고등학교 중국어 지도 방안 : 중국 신화를

중심으로 = Teaching Highschool Chinese Utilizing Storytelling Method :

Focusing on Chinese Myths」24), 고슬기의「협동학습을 통한 신화교육 방안 연

구」25)등이 있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개별적인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

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신화를 중국문화 교과서에 접목하여 활용하려는 시도와 연

구는 그 수가 비교적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필자는 위 분야에 관한

연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여기에서 고등학교 중국문화 교과서에 중국신화를

활용하여 문화교육을 다양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and Autumn Period and Warring States Period to the Qin and Han Dynasties」(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 김경윤(2016), 「현행 고등학교 『중국어Ⅰ』 교과서 연습문제 유형 분석」(이화여자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한정현(2013), 「문화수업을 활용한 중국어 수업방안 연구 :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상명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김정은(2013), 「한·미·일 중국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연구 = 韩,美,日的汉语敎育课程及敎科书

的比较硏究」(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3) 남지은(2018), 「중·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분석 및 교과 연계 방안 연구」(숙명여자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김민경(2016),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고등학교 중국어 지도 방안 : 중국 신화를 중심으로 =

Teaching Highschool Chinese Utilizing Storytelling Method : Focusing on Chinese Myths」(부산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 고슬기(2015), 「협동학습을 통한 신화교육 방안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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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반 고등학교와는 달리 외국어 고등학교의 경우, 중국

문화 교과서를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문화 교과서에 중국신화를 첨부하여

문화수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 한국검인정(서울교육청)의 외국어 고등학교『중

국문화』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했다. 또한 중국신화는 그 범위가 굉장히 방

대하여서 신화 전체를 다 활용할 수는 없다. 때문에 중국신화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대표 신화를 각각 한 개씩 선정하고 중국문화 교과서 편집 및 수업지도안 작성 시

에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2.1장에서는 중국신화를 활용하기 전 문화 수업의 교육 목표를 확인하고 문화 교

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2장에서는 중국신화를 교과서에 활용하기에 앞서

고등학교『중국문화』교과서를 분석한다. 2.3장에서는 중국신화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대표 중국신화를 선정한다. 또한 선정된 중국신화의 줄거리를 소개하고 참

고내용을 첨부하여 중국신화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중국

신화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문화적 특징을 함께 제시한다. 3.1장에서는 2장에서 언

급한 중국신화의 내용 및 문화적 특징 그리고 고등학교『중국문화』교과서 분석 내

용을 토대로 중국신화를 활용 계획을 제시한다. 3.2장에서는『중국문화』교과서에

중국신화를 첨부하여 어떻게 내용을 편집하고 구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과서 편

집의 예시를 보여준다. 3.3장에서는 3.2장에서 편집된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

된 수업지도안을 첨부하여 수업실연의 예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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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문화 수업의 교육 목표 및

고등학교『중국문화』교과서 분석

2.1 중국문화 수업의 교육 목표

고등학교『중국문화』교과서에 중국신화를 첨부하여 활용하기에 앞서, 중국문화

수업의 교육 목표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고등학

교『중국문화』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되었다. 먼저 2015 개정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에 명시되어있는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기준

의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어의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외국어 전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외국어에

대한 이해와 표현 능력을 길러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해당

언어권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세계 시민 의

식을 배양하는 과목이다.

가. 외국어 학습에 지속적 관심을 보이고, 외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높인다.

나. 다양한 주제에 관해 듣거나 읽고 이해하여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한다.

다. 다양한 주제에 관해 상황과 목적에 맞게 외국어로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한다.

라. 각 문화의 차이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토대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른다.

마. 외국어 학습을 통하여 탐구적, 창의적 사고 능력을 기른다.26)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에서는 외국어 학습을 통해 의사 표현·소통 능력을 신장시

키고 외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언어권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세계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를 제시하고 있다. 즉,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은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으며, 언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직접 명시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5 개정「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에 명시되어있는 중국문

26) 교육과정 정보센터, http://ncic.go.kr,「2015 개정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참조,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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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수업의 교육 목표를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문화’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과 문화적 특성에 대한 학습을 통해 중국을 올바르

게 이해하고,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심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7)

즉, 중국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문화

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하며, 이를 통해 적극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자 한다. 또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보

다 건강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끝으로 필자가 제시하는 고등학교『중국문화』교과서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중국신화를 학습함으로써 관련 단어와 문장을 함께 익히며, 상황에 맞는 중

국어를 적시에 구사할 수 있다.

둘째, 중국신화를 통해 연관된 중국문화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중국문화를 총체

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그리고 비교론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중국신화와 관련된 학습활동을 통하여 탐구적, 주체적, 창의적 태도 및 사

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선 필자가 제시한 교육 목표에는 고등학교『중국문화』교과서에 중국신화를 첨

부하여 중국문화 수업을 진행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위의 내용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미 문화 교육에 대한 목표가 상세히 제시

되어 있다. 때문에 필자는 현행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중국신화를 교과서에 첨부하

여 문화수업 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목표를 언어, 문화, 태도 등의 3가지 방면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2.2 고등학교『중국문화』교과서 분석

교과서에 신화내용을 첨부하기 전에『중국문화』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돼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으로 필요하다.

1) 분석 대상 및 방법

27) 교육과정 정보센터, http://ncic.go.kr,「2015 개정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참조,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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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명 심의기관 저자 발행일

중국문화 서울툭별시교육청
임승규, 나현선,

우혜련, 노혜원
2018. 3. 1

<표 1> 2015년 교과 개정 고등학교『중국문화』교과서

소제목 Ⅰ 중국이라는 나라

단원 단원별 제목 문화 내용 분류

1 中国概况

-중국 국가와 국기

-국토와 자연

-4대 발명품

-중국개관

-사회문화

-가치관

2 现代中国

-중국의 경제 발전

-인구 정책

-중국의 고속철도

-사회문화

3 多民族文化

-중국의 민족

-주요 소수 민족

-소수 민족의 문화

-전통문화

-지리

-역사

<표 2>『중국문화』교과서 분석

필자는 현재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중국문화』교과서를 분석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방법으로서 첫째, 『중국문화』교과서의 단원과 단원별 제목 그리고 문화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추가로 2015 개정「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중국문화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12가지 문화 내용(중국개관, 언어문화, 생활문화, 예

술문화, 전통문화, 사회문화, 인물, 지리, 역사, 자연, 사회문제, 가치관)이 각 단원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분류한다. 셋째, 각 단원의 구성 방식을 알아본

다.

2)『중국문화』교과서 분석

앞서 언급한 분석 방법을 토대로『중국문화』교과서를 분석하면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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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语言文化
-해음 현상

-중국어의 완곡한 표현법
-언어문화

소제목 Ⅱ 중국인의 삶의 모습

단원 단원별 제목 문화 내용 분류

5 日常生活
-중국인의 여가 생활

-중국의 식사 예절
-생활문화

6 饮食文化
-중국인의 주식

-중국 차
-생활문화

7 地城文化
-중국의 남북 차이

-四合院과 石库门

-지리

-역사

8 中国的节日
-중국의 명절

-한중 명절 비교
-전통문화

소제목 Ⅲ 중국인의 삶의 깊이

단원 단원별 제목 문화 내용 분류

9 传统文化
-중국의 전통 인사법

-경극

-전통문화

-예술문화

-인물

10 中国艺术
-수묵화

-798 예술구
-예술문화

소제목 Ⅳ 한중 두 나라의 상생 발전

단원 단원별 제목 문화 내용 분류

11 韩国交流
-한류와 한풍

-한중 예능 교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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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日常生活
-G2와 중국

-중국 사회의 문제와 해결
-사회문제

구성 방식 내용

단원소개

-학습내용 제시

-주제와 관련된 사진 및 삽화 제시

-단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읽어보기1
-제1주제와 관련된 독해자료 제시

-단어장

알아보기1 -제1주제와 관련된 문화지식 제시

읽어보기2
-제2주제와 관련된 독해자료 제시

-단어장

읽어보기2 -제2주제와 관련된 문화지식 제시

말해보기 -읽어보기 1,2의 주요내용을 활용한 대화문 제시

풀어보기 -빈칸 채우기, 단어 배열하기, OX퀴즈 등의 문제 제시

생각 넓히기 -학습한 내용과 관련한 탐구형 문제 제시

비교해 보기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요소 비교 내용 제시

<표 3>『중국문화』교과서의 단원 구성

<표 2>를 보면『중국문화』교과서의 소제목이 총 4개로 분류되어있으며, 소제목

과 관련된 세부 주제가 1개~ 4개의 단원으로 자세하게 나누어져 있다. 『중국문

화』교과서는 문화를 학습하기 위한 전문 교과서이기 때문에『중국어 1』, 『중국

어 2』와 같은 일반 회화, 문법 교과서에 첨부된 문화 내용보다는 보다 넓은 범위

의 문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5 개정「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문화 부분에 명시되어있는 12가지 문화 내용이 각 단원에 비교

적 골고루 배분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생활문화, 전통문화 그리고 사회

문화에 치우쳐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정 문화 내용의 사용 빈도가

높으며, 문화 교과서 상 다양한 문화 소재와 내용을 활용할 필요성이 보이는 부분

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단원의 구성 방식과 그 내용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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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속으로 -중심 주제와 관련한 핵심어에 관한 우리말 설명 제시

중국어 쑥쑥 -사자성어, 속담 등의 언어능력 향상 표현 제시

<표 3>의『중국문화』교과서 단원 구성을 살펴보면, 한 단원 당 총 9가지28)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

을 넓히고자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내용을 반복적인 패턴으로 제시함

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말해보기, 풀어보기, 생각 넓히기, 비교해 보기의 단원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문

화 내용에 관련된 지식을 활용하여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한 활동 내용도 포함

되어있다.

2.3 중국신화 선정 및 문화적 특징

앞선 내용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국신화는 그 종류와 범위가 방대하여 본 논문

에서 중국신화 전체를 다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

신화를 고등학교『중국문화』교과서에 활용하기 위하여 첫째, 중국신화를 5가지 유

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대표 신화를 선정하였다. 둘째, 선정된 중국신화의 내용과

문화적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신화 유형 분류 및 선정

중국신화는 대부분 단편으로 나누어져 단권으로 된 총집이 아닌 여러 문헌 자료

에 분산되어있고, 신화의 종류나 유형도 다양하다. 또한 여러 모티프와 유형들이 결

합되거나 기존의 내용에서 변형된 고사가 많아 신화를 일괄적으로 분류하기란 쉽지

않다.29)

이토세이지(伊藤淸司)는『神異의 나라 중국의 신화와 전설』에서 “중국신화는 그

리스 신화처럼 공간적·횡적으로 전개되는 신화도 없고, 『古事記』나『日本書紀』처

럼 시간적·종적으로 이어지는 신화도 없다”고 언급한다.30)

선정규는『중국신화연구』에서 중국신화는 여느 다른 민족 신화와 같이 변형, 발

28) 원래는 교과서의 단원 구성이 총 11가지 방식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읽어보기’와 ‘알아보기’의 경

우, 1번과 2번으로 형식이 동일하게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총 9가지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29) 이인택 저(2018), 『중국신화 그리고 소설』(울산대학교 출판부), p.43.

30) 伊藤淸司 저, 박광순 역(2000), 『신이(神異)의 나라 중국의 신화와 전설』(㈜도서출판 넥서스),

pp.11~12.



- 13 -

전하는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그리스나 로마 등 다른 민족의 신화 체

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의 고대 원시 신화가 대부분 망실되어 부분만 남은 편

단의 신화라고 말한다. 즉, 중국신화 자체의 완전한 신화 체계나 고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31)

중국신화가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

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영토는 전 세계에서 4위로 크고 한반도의 약 44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대한민국과 같은 단일민족이 아닌 漢族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32) 중국 인구의 92%를 차지하는 한족은 중

국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8%를 차지하는 소수민족은 중국의 주변지방을 차

지하고 있다. 때문에 지형적, 민족적으로 그들이 속한 각 지역에 따라 생활방식이나

풍습이 다르며, 이로 인해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중국신화가 통일되지 않은 모습으

로 각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중국은 지역에 따라 그 기원을 달리하는 신화들이 각기 존재했다. 수십 수

백 부족국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족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면서

신화는 변형되거나 혹은 서로 합쳐지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각각의 서로 다른 계

통의 개별적인 고사로 남아있기도 하고 억지로 결합된 부분이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창조 신화를 보면, 女媧와 盤古신화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서로 다른 계

통의 신화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 사회의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구조가 신화에 반영되어 있다.33)

譚達選은『中國神話硏究』에서 중국신화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지 않은 원인에

대해 4가지로 분석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고대에는 중국신화만을 기록한 전서가 없다.

둘째, 고대사회의 사상가와 역사가가 신화를 역사화 하였다.

셋째, 先秦시대는 신화가 생겨난 시대와 멀지 않았다. 이에 작가, 학자 그리고 철

학가들이 자신의 사상, 감정, 도리, 지식 등을 표현할 때 무의식적으로 신화를 인용

해서 사용하였다.

넷째,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의 고대에는 고대 문명과 신화의 서적들이 필사로 보

존되었기 때문에 쉽게 분실되었다. 예를 들어 秦始皇의 焚書, 楚나라 項羽의 咸陽을

불태운 사건 등과 같이 사회와 시대가 어지러운 동란의 발생에 의해서 다량의 서적

들이 분실되었고 불태워졌다. 이와 같은 사건들로 인해 문자로 기록되었던 신화도

31) 선정규 저(1996), 『중국신화연구』(㈜고려원), p.27.

32) KOTRA(2013. 12. 20), 국가정보-중국 보고서 내용 참조.

33) 이인택 저(2004), 『신화, 문화 그리고 사상』, (UUP 울산대학교 출판부),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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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소실되었다.34)

魯迅의『中國小說史略』에서도 중국신화가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 언

급하고 있다.

첫째, 한족은 처음에 黃河유역에 거주하였고 이에 자연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했

다.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허구의 세계를 멀리하게 되었고 신화를 집대성한다

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둘째, 孔子는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하여 허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실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괴기하고 황당한 귀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

은 유가적 이데올로기의 사상 아래 신화는 발전하지 못했다.

셋째, 神과 鬼의 구분이 애매하게 되면서 인간과 신이 섞이게 되었고, 전에 남아

있었던 신선한 내용들은 사라지고 특출하거나 새로운 것 또한 없었다.35)

이와 같이 중국신화의 망실에 대한 여러 원인과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중국신화의 특징에 따라 신화를 각자 나름의 기준에 따라 다양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노다 고이치(篠田耕一)는『중국 환상세계』에서 중국 신화에 출현하는 신화 주

인공의 특징에 따라 創, 神, 珍, 精, 妖, 鬼, 外로 나누었다.36)

袁珂는『중국신화전설1, 2』에서 역사적 사실과 시간 순서에 따라 신화의 개념인

개벽편, 황염편, 요순편, 예우편, 하은편과 전설적 개념인 주진편으로 나누어 여섯

가지 종류로 분류하였다.37)

張光直은『中國靑銅時代』에서 4가지의 형태 즉, 자연 신화, 신선세계와 인간세계

의 분열신화, 天災와 救世 신화, 그리고 영웅 신화로 유형을 제시했다.38)

필자는 중국문화 교과서에 신화를 첨부하기 위해 중국신화를 나름대로 5가지 유

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 신화를 한 가지씩 선정하였다. 주로 신

화를 각각의 모티프와 신화 내용에 따라 분류한 이인택의『중국신화 그리고 소설』

을 참고하였는데39), 필자가 정리한 중국신화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천지 인류의 기원에 관한 신화 중 女媧의 인류창조 고사

둘째, 자연계에 관한 신화 중 열 개의 해와 羲和 고사

셋째, 영웅에 관한 신화 중 禹의 治水 고사

34) 譚達選 저(1985), 『中國古代神話』「中國神話硏究」(里仁書局), pp.6~10.

35) 魯迅 저, 조관희 역(1998), 『중국소설사략』(㈜살림출판사), pp.54~55.

36) 篠田耕一 저, 이송은 역(2000), 『중국 환상세계』(도서출판 들녘).

37) 袁珂 저, 전인초·김선자 역(1999), 『중국신화전설1, 2』(민음사).

38) 張光直 저(1984), 『中國靑銅時代』(木鐸出版社), pp.41~69.

39) 이인택 저(2018), 『중국신화 그리고 소설』(울산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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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전쟁과 갈등에 관한 신화 중 황제와 蚩尤의 전쟁 고사

다섯째, 재생과 변형에 관한 姮娥奔月 고사

2) 중국신화 내용 소개 및 문화적 특징

필자는 앞서 중국신화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신화

를 한 가지씩 선정하였다. 이번에는 선정된 중국신화의 줄거리를 정리 소개한다.

필자가 소개하고자 하는 중국신화 내용은 주로 袁珂의『중국신화전설1』을 참고하

였다. 때문에 작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 측면의 시각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참

조하여 읽기를 바란다. 덧붙여 중국신화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내용을 추가하여 설명한다. 또한 중국신화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문화적 특징

도 함께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는 흔히들 말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언어·예술·스포츠·교육·종교·법 등 한 국가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포

괄적으로 포함되어있다.40) 때문에 문화의 범위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방대하여

서 한 가지의 신화 내용 중 다양한 문화 요소가 존재할 수 있지만, 필자는 1가지~

3가지로 문화적 특징을 정리해보았다.

2-가) 女媧의 인류창조 고사

① 줄거리

천지가 개벽한 이후로 땅에는 산과 냇물, 초목, 새와 같은 자연만물이 존재했으나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세상이 너무 조용하고 적막하여 女媧는 어떤 것이든 만들

어내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와는 황하 가의 진흙을 퍼서 작은 인형 모양을 만들었다. 신기하게 인형을 땅

에 내려놓으니 살아 움직이며 소리를 꽥꽥 질러댔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의

체구는 비록 작았으나 동물과는 달리 의젓하고 용감한 기개가 있었다. 여와는 인간

들을 대지에 꽉 차게 만들고 싶었으나 대지가 너무 넓어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

다. 그리하여 여와는 고민을 하다 줄 하나를 구해 진흙탕에 담근 후 온 힘을 다해

휘둘렀다. 진흙은 사방으로 튀었고 그 진흙들이 땅에 닿자 모두 인간으로 변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바로 신과 달리 제한된 수명이 있어

인류가 영원히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여와는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자손

을 만들어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인간들은 자신들을 짝지어준 여와가 혼인 제도

를 만들었다 하여 인류 최초의 중매인 즉, 高禖라고 불렀으며 혼인의 신으로 섬기

40) 홍순희 저(2016), 『대학생의 눈으로 읽는 신화와 문화의 힘』(계명대학교출판부),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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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41)

② 참고내용

女媧는 다양한 업적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신화 상에서 가장 명실상부한 업적은

바로 인류창조이다. 그녀는 파괴된 천체를 보수하고(女媧補天) 인류에 해를 끼치는

괴물들을 죽였다. 또한 홍수를 평정하였을 뿐 아니라 혼인제도를 만들어 새로운 문

명을 창조해냈다. 이후에 여와와 관련하여 伏羲라는 신이 등장하기도 한다. 위의 줄

거리 내용에서 언급했던 인류창조 신화야말로 여와 신화의 최초의 형태이자 원형이

라고 할 수 있다.42)

그렇다면 여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그 생김새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도

록 하자. 그녀는 사람의 머리에 뱀의 몸을 한 형태이거나43) 뱀의 몸에 소의 머리,

사람의 얼굴 그리고 호랑이의 코를 한 모습44) 혹은 뱀의 몸에 소의 머리이고 머리

카락이 반백의 모습이었다고도 한다.45)『山海經』의「大荒西經」에서는 “여와는 옛

날의 신녀로 임금이 되었던 자이고, 사람의 얼굴에 뱀의 몸의 모양이며, 하루 중 70

번을 변하는데 그의 배가 이러한 신으로 변화되었다”는 기록이 있다.46) 여와가 뱀

이나 소, 호랑이 등과 같은 여러 동물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이 결합한 형태라는 것

을 상상할 수 있다. 또한 그녀의 배가 각각의 다른 신으로 변한 것이며, 이는 여와

자체가 신들의 원류임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 최초의 字典인 許愼의『說文解字』에

따르면, “여와는 옛 여신으로 만물을 변화시키고 만들어 낸 신”이라는 기록도 확인

된다.47)

여와 인류창조 신화에서 변형되어 파생된 신화 중 여와와 伏羲의 인류창조 신화

가 있다. 복희 또한 중국 고대신화에서 유명한 신이며 전하는 말에 의하면, 둘은 원

래 남매였으나 이후 부부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복희 부부의 모습은 고대 분묘나

벽화, 건축물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48)

③ 문화적 특징

여와와 관련된 문화적 특징 그 첫 번째는 그녀가 ‘중국의 모계사회’를 대표하는

41) 袁珂 저, 전인초·김선자 역(1999), 『중국신화전설1』(민음사), pp.65~74.

42) 선정규 저(1996), 『중국신화연구』(㈜고려원), pp.71~76.

43)『楚辭』「天問」, 왕일의 주에 따르면, “女媧人頭蛇身.”

44)『路史』의 주에서 인용한『列子』에 따르면, “女媧, 蛇身, 牛首, 虎鼻.”

45)『路史』의 후기2에 따르면, “女媧, 蛇身, 牛首, 宣髮.”

46)『山海經』「大荒西經」, 곽박의 주에 따르면, “女媧古神女而帝者, 人面蛇身, 一日中七十變, 其腹化

爲此神.”

47) 許愼 저, 『說文解字』

48) 金榮九 저(1987), 『中國의神話』(高麗苑),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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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임을 알 수 있다. 여와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여와는 女神임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다. 許愼의『說文解字』에 따르면,

여와는 고대의 신성한 여신으로 만물을 만든 자이다.

媧, 古之神聖女, 化萬物者也.49)

또한『山海經』「大荒西經」의 곽박의 주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여와는 고대의 신녀로 임금이 되었던 자이다.

女媧古神女而帝者.50)

위의 두 기록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여와는 “고대의 여성신”이자 “고대의 신성한

여신” 즉, 여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권제에서 부권제로의 전

이라는 사회 발전과정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여와의 창조신화는 중국의 모권제 시

대의 신성한 여성영웅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1)

두 번째 특징은 여와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 바로 여와가 ‘특정한 동물 토템의 산

물’이라는 점이다. 토템은 특정집단이나 인물에게 종교적으로 연결할 수 있었던 특

정 동물이나 식물을 가리키는데, 이는 신화와 전설에 의하여 뒷받침되기도 하며 신

화와 별개로 나눌 수 없다.52) 여와의 신체가 蛇身이라는 것은 뱀을 중심으로 한 토

테미즘의 시조신이거나 시조모라는 것이다. 여와의 유일한 출생을 나타낸 기록인

『抱朴子』에 ‘女媧地出’이라하며 여와가 땅에서 태어났다고 언급한 것과도 무관하

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와가 뱀의 모습과 함께 소, 호랑이의 이목구비를 갖

추고 있다는 것은 특정한 부족이 그 밖의 다른 부족이나 씨족을 겸병하거나 합병하

는 과정을 통해 특정 토템의 지배권 강화 혹은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토템의 변

형과 결합을 통해 여와의 형상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53)

세 번째 특징은 여와의 업적 중 하나인 ‘혼인제도의 풍습’이 현재 묘족과 彝族 등

소수민족의 축제로도 전승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와는 앞선 줄거리 내용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高媒’라고 불리었는데, 媒는 ‘중매쟁이’를 가리키는 말이며

즉, 중매쟁이 신이라는 뜻이다. 고대 周 나라의 노래집인『詩經』에도 따뜻한 봄날

젊은 남녀가 미팅을 통해 자신의 짝을 찾는 이야기가 나온다. 중국에서 儒家가 통

49) 許愼 저, 『說文解字』

50) 작자미상, 곽박 주, 정재서 역(1985), 『산해경』(㈜민음사), pp.304~305.

51) 이인택 저(2018), 『중국신화 그리고 소설』(울산대학교 출판부), pp.54~58.

52)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53) 선정규 저(1996), 『중국신화연구』(㈜고려원),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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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이데올로기로 채택되면서부터 이러한 풍습은 중원 땅에서는 사라졌지만, 지금은

중국의 변방 소수민족들에게만 남아있다. 또한 묘족이나 이족과 같은 소수민족 사

이에서는 아직도 봄날, 마을의 젊은 남녀가 모여 복식을 차려입고 蘆笙이라는 악기

를 연주하며 춤을 추고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축제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

다.54)

2-나) 열 개의 해와 羲和 고사

① 줄거리

요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갑자기 열 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하늘에 나타났다. 열

개의 태양은 동방 천제 帝俊의 아내인 羲和가 낳았다. 『山海經』「海外東經」에

열 개의 태양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양곡의 위에는 부상이 있는데 이곳은 열 개의 태양이 목욕을 하는 곳으로 흑치의 북

쪽에 있다. 물 가운데에 큰 나무가 있는데 아홉 개의 태양이 아래의 가지에 있고 한

개의 태양이 위의 가지에 있다.

湯谷上有扶桑, 十日所浴, 在黑齒北, 居水中, 有大木, 九日居下枝, 一日居上枝.55)

태양은 매번 같은 순서를 거쳐 떠오른다. 부상나무 아래에서 하나의 태양이 꼭대

기로 올라오는 것을 晨明, 꼭대기의 태양이 희화의 마차에 타고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을 胐明이라 한다. 다음으로 曲阿에 도착한 시점을 단명(旦明)이라 하고 마지막으

로 태양을 내려놓기 위해 멈추는 것을 縣車라 한다. 이후로는 태양인 아들이 혼자

여정을 가야만 한다. 희화는 아들을 걱정해 아들이 최후의 금빛 햇살을 밝히는 것

을 보고 나서야 빈 수레를 이끌고 돌아와 둘째 태양을 보낼 준비를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들은 동시에 함께 하늘로 나가기로 했고, 새벽이 되자 일제

히 열 개의 태양이 하늘을 향해 떠오르기 시작했다. 희화가 아들들을 부르며 돌아

오라 소리쳤으나 아들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한꺼번에 태양이 떠오르니 땅이 말

라 벼 이삭이 죽고 그 열기에 무쇠와 돌이 녹아내리는 상황이 되었다.

백성들은 女丑이라는 무당을 산에 데려다 두고 햇볕을 쬐게 하면 비가 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산꼭대기에 데려다 놓았다. 그러나 그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죽었다. 요임금은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 하늘을 향애 기도를 했다. 요임금의

54) 김선자 저(2004), 『김선자의 중국신화 이야기』(아카넷), pp.72~73.

55) 작자미상, 정재서 역(1985), 『산해경』(㈜민음사), pp.253~254 참조. 열 개의 태양은 원래 동방의

바다 밖 湯谷에 살았는데, 그 바다를 陽谷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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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를 들은 제준은 활을 잘 쏘는 예(羿)를 인간 세상에 보내어 요임금을 돕게 하

였다.56)

②참고내용

羲和는 신화 상에서 2가지의 역할을 가진다. 첫째는 해몰이(日御)이고, 둘째는 열

개의 태양을 직접 낳은 어머니(日母)이다. 『山海經』의「大荒南經」에 따르면, 희

화는 帝俊의 처이자 태양의 어머니로 나온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해의 밖, 감수의 사이에 희화국이 있다. 희화라는 여자가 있어 감연에서 해를 목욕

시키고 있다. 희화는 제준의 아내로 열 개의 해를 낳았다.

東南海之外, 甘水之閒, 有羲和之國. 有女子名曰羲和, 方日浴于甘淵. 羲和者, 帝俊之妻,

生十日.57)

선정규는 희화의 신화 상 2개의 직분이 때로는 日御설, 때로는 日母설로 나누어

지는 이유에 대해 신화의 발생 시기와 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본다. 어느 한

신화가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끊임없이 변형되거나 내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다.58)

희화 고사가 태양 신화의 원형이라면 이것에서 변형, 발전된 것으로 열 개의 태

양을 쏜 羿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 기록은 왕일의『楚辭』주에서 인용한『淮南

子』에서 다음과 같이 나온다.

요임금이 예에게 명하여 열 개의 태양을 쏘라고 하니, 그 중 아홉 개의 태양을 맞췄고

태양 속에 아홉 마리의 까마귀가 모두 죽어서 그 깃털이 떨어졌다. 고로 그 중에 한

개의 태양이 남게 되었다.

堯命羿仰射十日, 中其九日, 日中九烏皆死, 墮其羽翼, 故留其一日也.59)

③ 문화적 특징

희화 고사의 문화적 특징 중 첫 번째는 ‘중국 역법체계’의 유래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山海經』에서 전하는 희화가 열 개의 해를 낳았다는 신화는 간지로

날짜나 연도를 표시하던 干支記日法이나 干支記年法의 역법 체계의 파생물로 볼 수

있다. 희화가 낳은 열 개의 해의 유래는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첫째는 두 개

56) 袁珂 저, 전인초·김선자 역(1999), 『중국신화전설1』(민음사), pp.289~297.

57) 작자미상, 정재서 역(1985), 『산해경』(㈜민음사), pp.302~303.

58) 선정규 저(1996), 『중국신화연구』(㈜고려원), pp.144~145, pp.168~169.

59) 왕일의 『楚辭』주에서 인용한 『淮南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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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세 개 이상의 해가 하늘에 한 번에 뜨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 고대사서의 기록인『竹書紀年』에는 하늘에 여러 개의 해가 동시에

떠올랐던 사건이 몇 차례 기록되어있다. 해와 달은 만원 때에 각각 마주하게 된다.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가 되었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동쪽에서 달이

떠오르는데 마치 달의 모습이 해와 비슷하게 붉게 빛이 난다. 때문에 이러한 병출

현상 때문에 두 개의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착시현상이 보이는 것이다. 이 현

상에 대해 고대인들은 왕권의 상징인 태양끼리의 다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

다.

둘째는 열흘을 단위로 시간의 마디를 정하는 순이라는 曆法관례이며, 셋째는 중

국어 십일이 포괄하는 의미를 일컫는 말이다. 상나라 갑골문에서 旬은 해의 이미지

가 없이 벌레 모양으로 나타나고 주나라 금문에서는 해의 모양이 함께 나타난다.

상대에 순이 사용되기는 했으나 이것이 十日로 표기된 것은 주나라 이후 한나라 초

기이다. 또한 중국어에서 십일은 열 개의 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십간이나 시간의

지속을 열흘을 한 단위로 마디 짓는 구분법인 순 개념이 열 개의 해라는 개념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60)

문화적 특징 그 두 번째는 ‘자연계 신화’를 통해 자연물에 대한 고대인들의 생각

을 유추해볼 수 있다. 자연물과 자연현상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두를 포함하는

신화를 자연 신화라고 한다. 이것에는 물, 불, 해, 달, 바람, 별, 구름 등 다양한 내용

이 포함되어있다. 그 중 희화고사는 자연계 신화 중 해, 태양에 관한 신화이다. 자

연계 신화 중 제일 기본 소재는 해와 달이며 보편적으로 해와 달은 한 세트처럼 내

용이 같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 해는 남자, 양의 기운 그리고 달은

여자, 음의 기운 등으로 이원적으로 표현되는 때도 있다.61) 또한 태양은 우주의 중

심적 존재이자 인간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태양을 예로부터 전지전능·不滅不死의 성격을 지닌 신성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는 태양숭배 신앙이 존재하는데

특히, 고대 이집트나 남아메리카 페루의 잉카제국 그리고 그리스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62)

2-다) 우(禹)의 치수(治水) 고사

① 줄거리

60) 김현자 저(2013), 『천자의 우주와 신화』((주)민음사), pp.182~194.

61) 林惠祥 저(1979), 『神話論』(商務印書館), p.24.

62)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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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는 아버지 鯀의 뒤를 이어 홍수를 막고자 했고 이에 상제를 찾아가 식양(息壤,

불어나는 흙)을 달라 부탁했다. 상제는 그에게 식양과 함께 應龍을 시켜 그를 돕도

록 했다. 水神인 共工은 황제의 결정에 화가 났다. 원래 상제의 명으로 인간을 벌하

고자 홍수를 일으켰으며 이참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공공은

다시 空桑 즉, 지금의 山東省의 曲阜까지 물이 찰 정도로 거대한 홍수를 일으켰으

며 우는 빨리 홍수를 다스리기 위해 공공과 싸움을 하고자 한다. 우는 會稽山에 여

러 신과 함께 공공과의 전쟁에 대해 상의를 하려 했으나 防風氏만 늦게 와 그를 죽

였다. 결국 공공을 쫒아낸 우는 본격적으로 치수작업을 시작했다. 『淮南子』「地形

訓」에서는 상제에게 받은 식양을 사용해 치수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 있다.

우임금은 식토를 사용해 큰 물을 메워 명산을 만들었다.

禹乃以息土塡洪水以爲名山.63)

또한 중국의 전설을 모은 지괴서인『拾遺記』권2에서는 응룡과 검은 거북인 玄駒

를 이용하여 치수하는 내용이 나온다.

우는 있는 힘을 다해 도랑을 파고 물길을 끌어다가 언덕을 고른다. 황룡이 꼬리를 끌

며 앞장을 서고 검은 거북은 푸른 진흙을 짊어지고 뒤에 섰다.

禹鑄力溝洫, 導川夷岳, 黃龍曳尾於前, 玄駒負靑泥於後.64)

우가 황하 강에 닿았을 무렵, 강에서 물의 정령인 河伯를 만났다. 그는 우에게 푸

른 돌덩이를 주고 바로 사라졌다. 우는 이것이 치수의 지도라는 것을 알아채고 지

도를 사용해 치수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어느 날, 우가 용문산에서 큰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다. 안쪽을 보니 긴 뱀이 야광

주를 물고 우의 길을 밝혀주었고 우는 그 뱀을 따라갔다. 그곳에는 뱀의 몸에 사람

얼굴을 한 자가 있었다. 그는 華胥氏의 아들 伏羲였다. 복희는 평소 치수를 하는 우

를 존경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우에게 천지를 측량할 수 있는 물건인 玉簡을 꺼

내어 주었다. 그리하여 우는 옥간을 사용하여 홍수를 다스렸다.65)

② 참고내용

禹의 고사와 연관되어 자주 언급되는 그의 아버지 鯀의 일화를 알아보자. 곤은

63) 유안 저, 이석명 역(2010), 『회남자1』(소명출판), pp.252~253.

64) 왕가 저, 김영지 역(2008), 『습유기』(지만지), p.37.

65) 袁珂 저, 전인초·김선자 역(1999), 『중국신화전설1』(민음사), pp.35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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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아버지이자, 崇伯鯀 혹은 有崇伯鯀이라 불리는 황제의 손자인 천신이다.

어느 날 황제는 인간에게 벌을 주고자 홍수를 일으켰다. 곤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황제 몰래 하늘나라에 있는 황제의 보물인 息壤 즉, 계속해서 불어나는 흙을

훔쳐 지상으로 내려가 홍수를 막고 있었다.

이때 황제는 곤이 식양을 훔쳐간 것을 알게 되어 크게 노하였고 불의 신인 祝融

을 보내 羽山에서 곤을 죽였다.

곤의 영혼은 자신이 하고자 했던 치수를 마무리하지 못해 죽지 못했고 시체 또한

3년 동안 썩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의 배에는 새 생명이 생겨났고 그가 바로 신통

력을 갖춘 우였다. 이 소식을 들은 황제가 천신에게 吳刀라는 검을 가지고 곤의 시

체를 베어버리라 명했다. 천신이 우산으로 가 곤의 시체를 자르니 그 안에서 규룡

한 마리가 튀어나와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 규룡이 우였고, 곤의 시체는 다른 생물

로 변하였다.66)

『山海經』「海內經」의 내용을 보면 곤과 우에 대한 설명이 잘 나타나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큰물이 져 하늘에까지 넘쳐흐르자 곤이 천제의 저절로 불어나는 흙을 훔쳐다가 큰물

을 막았는데 천제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천제가 축융에게 명하여 우산의 들에서

곤을 죽이게 했는데 곤의 배에서 우가 생겨났다. 천제가 이에 우에게 명하여 땅을 갈

라 구주를 정하는 일을 끝마치게 했다.

洪水滔天. 鯀竊帝之息壤以堙洪水, 不待帝命. 帝令祝融殺鯀于羽郊. 鯀復生禹. 帝乃命禹卒

布土以定九州.67)

이는 곤과 우가 부자관계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홍수가 범람하고 그것을 치수

하는 일, 그리고 곤의 최후와 우의 탄생 등을 보여준다.68)

③ 문화적 특징

우의 치수 고사와 관련된 문화적 특징 중 첫 번째는 우의 치수 지역과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적지를 알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고대 중국 사람들의 일화도 함께 확

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적지 중 한 곳인 三門峽은 중국의 河南省과 山

西省 사이에 있는 협곡이다. 우가 치수를 할 때, 산을 몇 토막을 냈더니 세 갈래의

물길이 생겼고 그 물길이 지나가는 모양이 마치 세 개의 문을 지나는 것 같다고 하

66) 袁珂 저, 전인초·김선자 역(1999), 『중국신화전설1』(민음사), pp.343~355.

67) 작자미상, 정재서 역(1985), 『산해경』(㈜민음사), p.338.

68) 이인택 저(2018), 『중국신화 그리고 소설』(울산대학교 출판부),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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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三門이라 한다. 각각 이름은 鬼門, 神門 그리고 人門이라고 한다. 이 세 개의 물

줄기가 합쳐져 협곡을 지나면서 하나의 물줄기가 되는데 그곳을 삼문협이라고 한

다. 삼문협에는 7개의 돌우물과 둥글게 패여 있는 2개의 자국이 남아있는데, 우가

삼문협을 뚫을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해지며 일곱 개의 우물이 있는 삼문협이라

하며 七井三門이라고도 한다. 또한 둥글게 패여 있는 2개의 자국은 우가 치수 작업

을 할 때 탔던 말의 말발굽 모양이라고도 전해진다. 삼문협의 꼭대기에는 우의 사

당이 남아있다. 이곳은 중국의 옛날 뱃사공들이 협곡을 지나기 전에 잠시 들려 휴

식을 취하기도 하고, 무사히 협곡을 지나게 해달라 우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던

곳이다. 또한 오늘날 삼문협에는 큰 규모의 수력발전소가 자리하고 있다.69)

2-라) 황제와 蚩尤의 전쟁 고사

① 줄거리

蚩尤는 재주가 뛰어났던 신으로 황제의 자리를 뺏고자 했다. 군대의 힘을 키우기

위해 형제들과 함께 염제 신농을 공격했고 염제는 결국 북방 지역의 涿鹿으로 쫓겨

났다.

이후 치우는 황제의 후손이자 용맹한 민족인 남방의 苗族을 이용해서 황제를 공

격하고자 한다. 묘족은 치우의 계략에 속아 함께 황제를 공격하기로 한다. 황제에게

가는 길목에는 염제가 있는 북방의 탁록 지역이 있어 치우는 다시 염제를 공격했고

염제는 황제에게 급히 도움을 청했다. 황제는 치우를 설득해서 중재하고자 했지만

실패했고, 이에 분노한 황제는 치우와의 전쟁을 결심한다.

황제와 치우는 原野라 불리는 벌판에서 만났다. 치우는 안개를 만들어 황제 군대

의 시야를 가린 후 황제의 군대를 죽이기 시작했다. 그때, 황제의 신하인 風后가 북

두칠성을 이용하여 방향을 알 수 있는 수레를 만들어 안개를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치우의 군대에는 이상한 소리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요괴 魍魎이 있었

다. 황제는 요괴들이 용의 소리에 꼼짝하지 못 하는 것을 알고 용의 소리로 치우의

계략을 넘겼다.

이후 황제는 자신의 應龍을 이용해 전쟁을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山海經』에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룡이 물을 모아둔 것을 치우가 풍백과 우사에게 부탁하여 폭풍우로 거침없이 쏟아

지게 했다. 황제가 이에 천녀인 발을 내려 보내니 비가 그쳤고......

69) 袁珂 저, 전인초·김선자 역(1999), 『중국신화전설1』(민음사), pp.36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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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龍畜水, 蚩尤請風 伯雨師, 縱大風雨. 黃帝乃下天女曰魃, ,雨止……70)

이후 황제는 치우를 없애기 위해 流波山의 蘷라는 야수를 잡아 그의 가죽으로 북

을 만들고, 雷神을 잡아 그의 가장 거대한 뼈로 북채를 만들었다. 북의 소리가 우렁

차고 무서워 그 소리를 들은 치우의 군대가 꼼짝하지 못했고 결국 황제가 승리를

했다.

치우의 군대가 위기에 처하자, 그는 힘이 세고 흉측한 거인족 夸父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과보의 합류로 황제의 군대가 밀리는 상황에서 어느 날 그에게 玄女라는

여신이 나타났다. 그녀가 알려준 곳에 황제의 군대를 두니 치우의 군대가 몰살당하

였고 치우는 황제에게 잡혔다. 황제는 치우를 탁록의 벌판에 끌고 가서 바로 처형

한다.71)

② 참고내용

황제와 치우의 전쟁에 주를 이루는 두 주인공인 ‘황제’와 ‘치우’에 대해 간단히 알

아보고자 한다.

황제는 오방 상제 중에서 중앙을 다스리는 천제이고 사방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

다. 황제는 동서남북을 잘 감시할 수 있도록 얼굴이 4면으로 되어있었는데 그 모습

이 괴이했다.72) 또한 그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가 번개의 신인 것처럼 雷神

즉, 번개의 신이었다. 사실 황제는 다른 오방 상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천제였으나

사마천의『史記』에 황제의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최고의 신이 되었고, 이는 작자의

역사의식과 더불어 황제를 통해 ‘중국은 하나’라는 전국적인 통일의식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73)

치우는 태산에서 황제가 다른 신들을 모아 회의를 진행할 때 길을 열어주던 신이

다. 그의 이름은 하늘의 한 악신의 이름과 같기도 하고 혹은 거인족의 이름이기도

하다. 치우는 사람의 몸에 소의 발, 눈이 네 개에 손이 여섯이었다. 또한 머리에는

뾰족한 뿔이 있었고 귀 옆쪽에는 창과 칼 같은 뻣뻣한 털이 자라나 있었다고 한다.

그는 모래, 쇠 그리고 돌과 같은 것을 음식으로 먹었다. 치우의 형제들 중에는 거인

족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염제 신농의 후손들이다. 치우의 형제들도

모두 생김새가 우락부락하고 힘이 너무 세며 성질도 괴팍하였다.74)

70) 작자미상, 정재서 역(1985), 『산해경』(㈜민음사), p.323.

71) 金榮九 저(1987), 『中國의神話』(高麗苑), pp.92~106.

72) 金榮九 저(1987), 『中國의神話』(高麗苑), p.85.

73) 김선자 저(2004), 『김선자의 중국신화 이야기』(아카넷), pp.251~253.

74) 金榮九 저(1987), 『中國의神話』(高麗苑),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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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적 특징

황제와 치우의 전쟁 고사에서 엿볼 수 있는 문화적 특징 첫 번째는 중국의 ‘묘족’

과 관련한 소수민족에 관한 것이다. 줄거리 내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묘족은 치우

의 간계에 넘어가 치우와 함께 황제를 공격한다. 중국 남방에 있는 소수민족 중 하

나인 묘족은 현재 치우를 자신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 그들은 중화 민족의 시조

에 염제와 황제뿐만 아니라 치우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귀주

성 지역에 치우의 聖地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치우의 생김새와 묘족의 장신구는

연관이 있다. 치우는 머리에 쇠뿔이 달려있는데 이는 신기하게도 묘족의 차림새와

도 그 모양이 비슷하다. 묘족의 銀 장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특히 묘족 여인들

이 장식을 할 때 은으로 치장을 한다. 머리에는 큰 장신구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

로 쇠뿔의 모양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치

우와 묘족 사이의 중요한 관련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75)

황제와 치우의 전쟁 고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문화적 특징은 東夷族과 관

련이 있다. 고대 중국은 지금의 한족 계열인 서방 황하 유역의 황제 자손인 華夏系

와 동방의 태호, 소호, 제준, 예를 선조로 하는 東夷系로 나누어졌다. 때로는 염제,

치우 등의 신을 남방의 苗蠻系로 따로 분류하기도 했는데, 묘만계와 동이계는 원래

같은 문화권에 속했다가 이후에 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둘을 같은 동이 계열로 볼

수 있다.76) 화하족와 동이족의 대립을 보여주는 사건이 황제와 치우의 전쟁인 탁록

전쟁이다. 앞서 언급한 중국신화 내용을 보면, 화하계인 황제의 세력에 동이족인 치

우가 정복당하면서 중원의 중심은 황제의 세력으로 장악하게 된다. 이는 역사적으

로도 周 왕조 이후, 한족이 중원을 점령하면서 그 역사의 중심이 한족으로 이동한

것과 같은 형상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다민족, 다원문화의 체제였으며 그 중 동이족은 주로 황하 동남

쪽과 산동 臨淄 부근과 남부, 그 아래에 위치한 강소성과 안휘성의 일부 지역 그리

고 발해만 연안 일대를 아우르며 수천년간 주도권을 잡았다. 동이족으로 분류되는

민족은 알타이어 계열의 은 민족, 고조선, 부여, 고구려 그리고 발해 민족이 포함된

다. 결론적으로 동이족은 한반도로 이주한 우리 선조 중 한 주류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원류와 깊은 연관이 있다.77) 때문에 같은 동이계 신화 중 우리나라 신화와

중국신화를 함께 비교, 분석할 수도 있으며 민족의 기원을 확인할 수도 있다.

태양, 하늘 숭배 사상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자. 먼저 우리나라 신화를 보면, 단군

신화 속의 桓因은 태양신 혹은 천신으로 묘사된다. 주몽 신화에서도 주몽의 아버지

75) 김선자 저(2004), 『김선자의 중국신화 이야기』(아카넷), pp.278~280.

76) 이인택 저(2004), 『신화, 문화 그리고 사상』(UUP), pp.13~20.

77) 이인택 저(2004), 『신화, 문화 그리고 사상』(UUP), pp.24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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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모수는 천제의 아들이며, 주몽의 어머니 유화부인 또한 햇빛을 받고 임신을 하여

주몽을 낳았다고 한다. 중국의 동이계 신화 중 하나인 제곡 고사에서도 제곡 부인

이 태양을 삼키는 꿈을 꿀 때마다 아들을 낳았다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한다. 태양

관련 신화에서 그 내용이 파생되어 태양조 고사로도 나타나기도 했는데 동이계 신

화 중 중국의 예 고사를 보면 그 내용이 확인할 수 있다. 예가 쏜 화살을 맞은 태

양에서 삼족오가 떨어지는데, 이 새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78)

다민족 국가인 중국과 단일 민족 국가인 한국이 현재에는 다른 민족으로 구성되

어있으나 동이계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동

이 계열인 것을 알 수 있다.

2-마) 姮娥奔月 고사

① 줄거리

羿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와 그의 부인인 嫦娥는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다. 항아는

천신이지만 남편 예 때문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자 그를 원망했다.

어느 날 예는 洛水의 여신이자, 낙수를 건너다 빠져 죽은 복희의 딸 宓妃의 혼인

雒嬪을 만나게 되었다. 복비는 물의 신인 河伯의 부인이었지만, 예와 서로 눈이 맞

게 되었다. 하백은 복비가 예와 바람이 난 것을 알고, 땅에 올라와 거대한 하얀 용

으로 변신해 예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예는 하얀 용을 보자마자 화살을

쏘아 왼쪽 눈을 맞추었고 하백은 놀라서 도망가며 천제를 찾아갔다. 하백은 천재에

게 예를 벌할 것을 요청했으나 평소 바람기가 있었던 하백의 행동이 미더웠던 천재

는 하백만을 꾸짖었다. 결국 복비와 예는 헤어지게 되었다.

예와 항아에게 가장 큰 고통은 인간 세상에서 살다 죽으면 지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와 항아에게 남은 방법은 삶을 더 늘리거나 아예 不死 하는 것이었다.

예는 어느 날 崑崙山 서쪽에 사는 西王母에게 불사약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

다. 서왕모는 질병과 형벌을 관리하는 신이기도 했다. 서왕모는 不死樹라는 나무 열

매에서 짜낸 불사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 천 년 만에 한 번씩만 열매를 맺기 때

문에 불사약이 그리 많지 않았다. 이 소문을 듣고 예는 서왕모에게 찾아가서 불사

약을 달라 간청했고 서왕모는 예와 항아를 측은하게 여겨 불사약을 주었다. 불사약

은 한 사람이 먹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만, 두 사람이 나눠먹으면 하늘로 올라

가지 못하지만 둘 다 영원히 인간 세상에서 오순도순 살 수 있었다.

78) 이인택 저(2004), 『신화, 문화 그리고 사상』(UUP), pp.2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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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는 항아에게 불사약을 건네주며 길일을 택해 함께 마시자고 했으나 항아는 혼

자 하늘로 올라가길 원했다. 이에 항아는 有黃이라는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 묻는다.

이에 대한 내용이 干寶의『搜神記』에 나온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가 불사약을 서왕모에게 청하여 얻었으나 그의 아내인 항아가 불사약을 훔쳐 먹고

달로 달아났다. 그가 달아나려 할 때 有黃에게 점치게 하니 유황이 말했다. “길합니다.

펄펄 나는 시집간 누이가 혼자서 장차 서쪽으로 갑니다. 하늘의 어두움을 만날 것이나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나중에 또한 크게 창성할 것입니다.”

羿請不死之藥於西王母, 嫦娥竊之以奔月, 將往, 枚筮之於有黃, 有黃占之日, 吉, 翩翩歸妹,

獨將西行, 逢天晦芒, 毌恐毋驚, 後且大昌.79)

항아는 집에 돌아와 결국 혼자 불사약을 마셨다. 그러자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면

서 하늘나라로 점점 올라갔다. 그녀는 남편을 배신한 것에 대해 천제의 벌을 받을

까 두려워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달의 月宮으로 갔다. 그런데 갑자기 항아의 몸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못생긴 두꺼비로 변했고

뒤늦게 후회를 했다.

예는 집으로 돌아와서 빈 불사약 병을 발견하고는 항아가 자신을 배신하고 혼자

하늘로 올라간 것을 알게 되었다. 예는 항아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느끼며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았다.80)

② 참고내용

항아는 불리는 이름이 다양하다. 恒娥, 常羲, 常儀 등으로 불린다. 항아는 제곡의

딸이자 羿의 아내이고 그녀의 미모는 아주 아름다웠다고 전해진다. 신화 상에 달의

여신으로 일컬어지는데 항아와 관련된 신화로는 앞서 줄거리에서 언급한 ‘嫦娥奔月’

고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81) 항아가 불사약을 먹고 달에 가 두꺼비로 변했다

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남편 예를 배신하고 하늘로 올라간 항아에 대한 사람들의

질책이 담겼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녀를 동정하기

시작하며 위진 남북조에서 당나라에 이르는 시기 사이로 두꺼비로 변했다는 내용은

점점 사라졌다. 이후에는 항아분월 고사의 내용이 변형이 되어 ‘선녀가 달에서 배틀

을 짠다’ 혹은 ‘달에 토끼가 산다’는 내용으로 바뀌기도 했다.

79) 干寶 저, 金秉九 역(1997), 『수신기(搜神記)』(자유문고), pp.316~317.

80) 金榮九 저(1987), 『中國의神話』(高麗苑), pp.198~213.

81)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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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적 특징

항아분월 고사와 관련한 문화적 특징 첫 번째는 중국의 ‘仲秋節’과 관련한 중국의

명절이다. 중추절은 月夕, 月節이라고도 부른다. 음력 8월 보름에는 달의 모양이 1

년 중 가장 밝고 둥글다. 때문에 저녁이면 달에 대한 제사를 지내거나 달 구경을

한다. 중추절에는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고 수확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果

子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중추절의 다른 이름으로 團圓節이 있다. 우리나라

에도 추석 때 먹는 초승달 모양의 송편이 있다면, 중국에도 달에 바치는 음식인 月

餠이 있다. 중국에서는 월병이 동그랗게 생겼다고 하여 단원절이라는 이름을 붙이

기도 하였고,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두 모인다고 하여 단원절이라고도 한다.82)

두 번째 특징은 고대인들의 가치관에 대해 알 수 있다. 고대인들은 생명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했다. “삶과 죽음,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일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을 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풀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그들

은 농사를 시작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돌고 도는 순환체계에 대한 관

찰을 하였고 이를 통해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이것이 인간의 질서와

동일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실제 고대 구석기 시대의 무덤을 보면 태아가 태어나기

전 자궁에 누워있는 자세로 잠을 자는 것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무덤의 시

체를 발견한 경우가 있다. 이것은 죽음과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기 위한 의

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즉, 생명의 연속성을 상징하며 사후의 세계를 믿고 있는 것

이다. 항아가 불사약을 훔쳐서 달로 도망을 간 이야기는 달의 재생 원리와 불사의

원리를 불사약과 연결해 신화화한 것이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생명을 중요하게 생

각하지 않는 풍조와 생명을 단편적이고 유한적인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 경고의 메

시지를 던져주는 것이며, 생명의 고귀한 가치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83)

세 번째는 특징은 항아분월 고사의 내용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화는 고대인들의 무한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당시 사

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연이라는 큰 장애물을 헤쳐나가

기 위해, 관찰력과 직관력이 현대인들보다 본능적으로 뛰어났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이 생각하고 상상만 했던 일들이 현대의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

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항아분월 고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불사약을 마

시는 항아의 행동과 죽지 않고 살기 위한 인간의 욕망은 현재 정자 냉동기술 혹은

과학이 더욱 발전한 시대의 경우, 시신을 급속 냉동하여 보관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82) 전인초 외 3인 공저(2002), 『중국신화의 이해』(아카넷), pp.169~171.

83) 이인택 저(2004), 『신화, 문화 그리고 사상』(울산대학교 출판부),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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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항아가 달로 가고자 염원했던 마음과 달에 대해

호기심은 현재 우주 위성을 통한 달 탐사를 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고도 볼 수 있

다.84) 그 예로 중국이 2004년도부터 우주탐사 프로젝트의 출발이자 달나라 탐사 프

로젝트인 ‘探月工程’ 일명 항아에서 이름을 딴 ‘嫦娥工程’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85) 물론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신화적 상상력이 과학기술 발전으로 이어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의 원초적인 호기심과 물음에 대한 발전의 시발점이 되

었다고 할 수 있겠다.

84) 이인택 저(2018), 『중국신화 그리고 소설』(울산대학교 출판부), pp.100~101.

85) 건설경제신문(2018. 03. 26.), “중국의 우주탐사 프로젝트와 항아(嫦娥)신화” 기사 내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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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화 분류 문화적 특징 단원 단원 제목

여와

인류창조 고사

생활문화

사회문화

가치관

모계사회 -

예술문화

가치관

자연

토템 -

전통문화

사회문화
혼인 풍습 기원 9 传统文化

희화 고사

전통문화

가치관
역법체계 -

전통문화

자연

가치관

자연계 신화 -

<표 4> 단원별 중국신화 분류

3. 중국신화 활용방안

본 장에서는 고등학교『중국문화』교과서에 중국신화를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앞 장에서 언급했던 중국신화의 내용과 문화적 특징

그리고『중국문화』교과서의 단원 구성을 참고하여 중국신화 활용 계획을 수립한

다. 활용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신화를 활용한 교과서 편집 예시를 제시한다.

또한 편집된 교과서 예시를 사용하여 실제 문화수업에서 참고, 진행할 수 있는 수

업지도안을 설계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3.1 중국신화 활용 계획

앞서 제시한 중국신화의 내용과 문화적 특징 중 고등학교『중국문화』교과서의

문화 내용과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단원별로 첨부할

수 있는 중국신화의 내용을 대입시켜 분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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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치수 고사

지리

역사

자연

유적지

(삼문협, 곡부 등)
7 地城文化

황제와

치우의

전쟁 고사

전통문화

역사

사회문화

소수민족(묘족) 3 多民族文化

역사

지리

가치관

동이족 -

항아분월

고사

생활문화

전통문화
중추절 8 中国的节日

자연

가치관
생명사상 -

사회문화

사회문제

가치관

미래 비전 제시 -

필자는 <표 4>와 같이 2015 개정「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중국문

화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12가지 문화 내용을 중국신화와 대입해서 분류하였다. 일

반적으로 가치관으로 분류되는 문화 내용의 경우 다른 문화 내용과는 별개로 추상

적인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과 연관 지어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중국문화』교과서의 문화 내용이 대부분 전통문화, 역사, 사회문

화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3가지 내용과 관련된 교과서의 문화 내용과는 쉽

게 연결하여 첨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중국문화』교과서에 활용하기 위한 중국신화의 문화적 특징

은 다음과 같다.

여와 인류창조 고사 - 혼인 풍습의 기원(전통문화·사회문화)

희화 고사 - 자연계 신화(전통문화·가치관·자연)

우의 치수 고사 - 유적지(지리·역사·자연)

황제와 치우의 전쟁 고사 - 동이족(역사·지리·가치관)

항아분월 고사 - 중추절(생활문화·전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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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媧의 인류창조 고사

구성방식 구성내용

읽어보기 중국의 전통문화 소개

알아보기 혼인제도의 기원과 관련된 신화 소개

풀어보기 학습한 내용의 확인을 위한 2가지 문제 제시

생각 넓히기 중국문화와 신화와 관련된 활동 문제 제시

열 개의 해, 羲和 고사

구성방식 구성내용

읽어보기 희화고사 줄거리 소개

알아보기 자연계 신화에 대한 설명 제시

풀어보기 학습한 내용의 확인을 위한 2가지 문제 제시

생각 넓히기 신화에 관한 2가지 문제 제시

<표 5> 중국신화를 활용한 편집 계획

5가지 신화 내용을 선별하였으며, 위의 계획을 바탕으로 교과서 편집 및 수업지

도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다만 ‘희화 고사’와 ‘황제와 치우의 전쟁 고사’의 경우, 필

자가 선정한 문화적 특징의 내용이 교과서 문화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 없어 2장

에서 언급한 문화적 특징을 전적으로 활용하여 교과서 편집을 하였다. 이 점을 참

고하여 읽기를 바란다.

3.2 중국신화를 활용한 교과서 편집

앞 장에서『중국문화』교과서 분석을 통해, 단원 구성방식이 9가지로 되어 있다

고 언급했다. 교과서를 편집하기 전, 그중 중국신화를 어떤 구성방식에 적절하게 활

용할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필자는 중국신화와 문화 내용을 고려하여 단원

구성방식을 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3 -

禹의 治水 고사

구성방식 구성내용

읽어보기 우의 치수 고사 줄거리 소개

알아보기 치우 고사에 언급된 유적지, 지역 소개

풀어보기 학습한 내용의 확인을 위한 2가지 문제 제시

생각 넓히기 중국 지역과 신화에 관한 2가지 문제 제시

황제와 蚩尤의 전쟁 고사

구성방식 구성내용

읽어보기 소수민족 ‘묘족’과 치우의 연관성 설명

알아보기 황제와 치우의 전쟁 고사 줄거리 소개

풀어보기 학습한 내용의 확인을 위한 2가지 문제 제시

생각 넓히기 소수민족과 신화에 관한 2가지 문제 제시

姮娥奔月 고사

구성방식 구성내용

읽어보기 달과 관련한 중국신화 줄거리 소개

알아보기 중국 명절 중추절

풀어보기 학습한 내용의 확인을 위한 2가지 문제 제시

생각 넓히기 중국 명절과 신화에 관한 2가지 문제 제시

중국신화의 내용과 문화적 특징에 따라 단원 구성방식을 정했다. 교과서 편집 시,

중국신화 내용을 제외한 관련 중국문화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중국문화』교

과서에 이미 언급되어있는 문화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하였다. 그리고 모든 교과서

상의 중국어가 간체자로 되어있고 추가적으로 병음이 함께 표기되어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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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기

中国传统文化 zhōngguóchuántǒngwénhuà

중국전통문화

① 拱手礼 gǒngshǒulǐ

拱手礼是从中国古代延续到现代的一种打招呼方法，现在主要常用于新年拜年

或者祝贺时。

gǒngshǒulǐshìcóngzhōngguógǔdàiyánxùdàoxiàndàideyìzhǒngdǎzhāohūfāngfǎ,xiànzàizhǔyàochángyòn

gyúxīnniánbàiniánhuòzhězhùhèshí.

공수는 중국고대에서 현재까지의 하나의 인사방법이며, 현재 주로 새해인사 혹은 축하할

때 사용한다.

② 京剧 jīngjù

京剧是中国传统戏剧的代表, 就是一门综合性的表演艺术。

jīngjùshìzhōngguóchuántǒngxìjùdedàibiǎo, jiùshìyìménzōnghéxìngdebiǎoyǎnyìshù.

경극은 중국 전통 희극의 대표이고, 이것은 하나의 종합적인 대표 예술이다.

京剧已经有近两百年的历史。

jīngjùyǐjīngyǒujìnliǎngbǎiniándelìshǐ.

경극은 이미 2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③ 婚礼 hūnlǐ

从周朝时期开始，传统婚礼就存在了六礼步骤。

cóngzhōucháoshíqīkāishǐ, chuántǒngdehūnlǐjiùcúnzàileliùlǐbùzhòu.

주나라가 시작될때부터, 전통혼례는 육례 절차가 존재했다.

<표 6> 여와의 인류창조 고사를 활용한 교과서 편집 예시

이에 중국어 간체자와 병음을 함께 사용하였다. 또한 본 교과서는 학습 대상이 외

국어 고등학교 중국어 전공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반 중국어 교과서에 비해 다소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 포함되어있음을 고려하여 읽기를 바란다. 교과서 편집 예시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女媧의 인류창조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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经过长时间不断的变化，自从中华人民共和国成立以后，政府提倡了简化婚礼

仪式。

jīngguòchángshíjiānbúduàndebiànhuà，zìcóngZhōnghuárénmíngònghéguóchénglìyǐhòu，

zhèngfǔtíchànglejiǎnhuàhūnlǐyíshì.

오랜 시간에 걸쳐 끊임없이 변화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정부는 혼례 의식의 간

소화를 제창했다.

传统文化 chuántǒngwénhuà 전통문화

拱手礼 gǒngshǒulǐ 공수(중국의 전통 인사법)

拜年 bàinián 세배하다, 새해 인사를 하다

祝贺 zhùhè 축하하다

尊 zūn 고귀하다, 존중하다

以…为 yǐ…wéi …를 ~로 여기다

京剧 jīngjù 경극

戏剧 xìjù 희극, 연극

综合性 zōnghéxìng 종학적, 총괄적

艺术 yìshù 예술

历史 lìshǐ 역사

步骤 bùzhòu 순서, 절차, 차례

不断 búduàn 끊임없다, 계속해서, 부단히

简化 jiǎnhuà 간소화하다, 간략하게 만들다

仪式 yíshì 의식

* 단어장

알아보기

女娲 nǔwā 여와와 婚姻 hūnyīn 혼인의 기원

혼인제도의 기원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중국신화 고사가 있다. 바로 여와 고사

이다. 여와는 中国神话 zhōngguóshénhuà 에 등장하는 신 중에 인간을 만든 ‘인류

창조의 女神 nǔshén’ 이다. 그녀는 인간을 만들기도 하고 파괴된 천체를 보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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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괴물들을 죽였다. 또한 홍수를 평정하고 혼인制度 zhìdù

를 만들어 새로운 문명을 창조했다.

그녀의 업적과 관련하여 인간들은 여와를 ‘高媒 gāoméi’ 라고 불렀는데, 媒 méi

는 ‘중매쟁이’를 가리키는 말로 중매의 신이라는 뜻이다. 혼인제도의 기원이 여와

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儒家 rújiā 가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러한 풍습은 중원

땅에서는 사라졌지만, 현재에는 중국 변방의 소수민족에게만 남아있다. 彝族 yízú

의 경우, 아직도 마을의 젊은 남녀가 모여 복식을 차려입고 관악기 중 하나인 芦

笙 lúshēng 이라는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며 자신과 맞는 사람을 찾는 火把節

HuǒbǎJié 축제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사진첨부

〔그림 1〕이족의 전통복장

풀어보기

1. 빈칸에 알맞은 중국어를 써 봅시다.

① 지금은 주로 새해 인사를 할 때나 축하할 때 자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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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답

1
중국의 전통 인사법인 공수는 주로 고대에 사용했

으며, 현재에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O X

2 경극은 약 200년 정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O X

3

여와가 창조한 혼인제도의 풍습이 남아 젊은 남녀

가 모여 자신과 맞는 사람을 찾는 소수민족의 축제

로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O X

→ 现在主要常用于新年( )或者( )时。

② 경극은 종합적인 공연 예술이다.

→ 京剧是一门综合性的( )。

③ 여와는 혼인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문명을 창조했다.

→ 女娲不仅创立了( )，还创造了新文化。

2. 문화 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읽고, OX를 표시해 보자.

생각 넓히기

1. 拱手礼, 京剧, 婚姻制度 이외에도 중국 전통문화의 소재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다음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 조사하고 발표해 보자.

① 太极拳 ② 旗袍(儿) ③ 狮子舞 ④ 北京烤鸭 ⑤ 剪纸

2. 女娲는 인류창조 고사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혼인제도를 만든 여신이었다. 여

와와 관련된 중국신화에는 인류창조 고사 이외에도 다른 내용의 중국신화가 존

재한다.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서 말해보자.

먼저 읽어보기에서는 중국의 전통문화 중 공수, 경극, 전통 혼례에 관한 3가지 내

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관련 단어를 제시하였다. 알아보기에서는 전통문화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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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기

羲和故事 xīhégùshi

희화 고사

羲和不仅是祭遵的妻子，还是生下十个太阳的母亲。

xīhébùjǐnshìjìzūndeqīzǐ, háishìshēngxiàshígètàiyángdemǔqīn.

희화는 제준의 처일 뿐만 아니라, 열 개의 태양을 낳은 어머니이다.

每次羲和用推车把第一个太阳儿子带上天升起后落下，再接着带领第二个太阳

儿子升起和落下。

mě i c ì x ī h é y ò n g t u ī c h ē b ǎ d ì y ī g è t à i y á n g é r z i d à i s h à n g t i ā n s h ē n g q ǐ h ò u l u ò x i à，

zàijiēzhedàilǐngdì'èrgètàiyángérzishēngqǐhéluòxià.

희화는 매번 수레를 이용해서 첫째 아들인 태양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

려오고 다시 둘째 아들인 태양을 데리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但是太阳儿子们对每次按同样的顺序升起和落下开始厌倦了。

dànshìtàiyángérzimenduìměicìàntóngyàngdeshùnxùshēngqǐhéluòxiàkāishǐyànjuànle.

하지만 태양 아들들은 매번 같은 순서로 오르고 내려오는 것에 대해 싫증을 느

끼기 시작했다.

<표 7> 희화고사를 활용한 교과서 편집 예시

중 전통 혼례와 관련 있는 혼인제도의 기원과 여와 고사의 이야기를 첨부하였다.

추가적으로 알아보기의 내용과 관련된 이족의 전통복장 사진을 첨부하여 관련 내용

을 더 자세히 학습하며 시각적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풀어보기에서는 앞서 배운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복습하기 위해 빈칸 채우기

와 OX 퀴즈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생각 넓히기 부분에서

는 교과서에서 학습한 중국 전통문화의 범위를 확장하여 太极拳, 北京烤鸭 등과 같

은 전통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문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인

류창조 고사의 주인공 여와와 관련된 또 다른 중국신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학생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2) 열 개의 해, 羲和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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厌倦了的儿子们在商讨后决定不坐母亲的推车按顺序升起，而是决定一次性一

起升起。

yànjuàn ledeérz imenzàishāngtǎohòu juédìngbúzuòmǔqīnde tuī chēànshùnxùshēngqǐ，

érshìjuédìngyícìxìngyìqǐshēngqǐ.

이에 아들들은 고민을 하다 어머니의 수레를 타지않고 동시에 함께 하늘로 올라

가기로 결정했다.

因为一次性十个太阳的升起，大地开始干枯，谷物开始枯萎，整个世界都变得

酷热。

yīnwèiyícìxìngshígètàiyángdeshēngqǐ，dàdìkāishǐgānkū，gǔwùkāishǐkūwěi，

zhěnggèshìjièdōubiàndekùrè.

한꺼번에 열 개의 태양이 떠오르니, 땅이 마르고, 곡식이 죽기 시작하고, 온 세상

이 몹시 뜨거워졌다.

祭遵派了个擅长射箭的后羿到人间帮尧王。

jìzūnpàilegèshànchángshèjiàndehòuyìdàorénjiānbāngyáowáng.

제준은 활을 잘 쏘는 예를 인간 세상에 보내 요임금을 돕게 했다.

不仅 bùjǐn ~뿐만 아니라

顺序 shùnxù 순서

升 shēng 오르다, 떠오르다

落 luò 내려가다, 떨어지다

厌倦 yànjuàn 권태를 느끼다, 싫증나다

商讨 shāngtǎo 토의하다

干枯 gānkū 마르다, 시들다

枯萎 kūwěi 시들다, 오그라들다

酷热 kùrè 몹시 무덥다

灾难 zāinàn 재난, 재해

怨声 yuànshēng 애원하는 소리

派 pài 파견하다.

* 단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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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自然界神话 zìránjièshénhuà 자연계 신화 - 太阳 tàiyáng 태양

자연물과 자연현상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두를 포함하는 신화를 자연계 신

화라고 한다. 자연계 신화에는 물, 불, 해, 달, 바람, 별, 구름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그 중 희화 고사는 자연계 신화 중 해, 太阳 tàiyáng 에 관한 신화이다. 자연계

신화 중 제일 기본 소재는 日 rì 와 月 yuè 이며 보편적으로 해와 달은 한 세트

처럼 내용이 같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 해는 남자, 阳 yáng 의 기

운 그리고 달은 여자, 阴 yīn 의 기운 등으로 이원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태양은 우주의 중심적 존재이자 인간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존

재였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태양을 예로부터 전지전능·不滅不死 búmièbùsǐ 의 성

격을 지닌 신성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는 태양

숭배 신앙이 존재하는데 특히, 고대 이집트나 남아메리카 페루의 잉카제국 그리

고 그리스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첨부

〔그림 2〕희화가 수레를 몰고 이동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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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보기

내용 답

1
희화는 태양 아들들 스스로 하늘을 오를 수 있도록

했다.
O X

2
자연계 신화 중의 하위 항목으로 태양 신화가 포함

된다.
O X

3
태양 신화를 통해 고대인들이 자연물인 ‘태양’에 대

해 어떻게 인식했는지 알 수 있다.
O X

1. 빈칸에 알맞은 중국어를 써 봅시다.

① 희화는 제준의 처이자, 열 개의 태양을 낳은 어머니이다.

→ 羲和( )是帝俊的妻子，还是生下十个太阳的母亲。

② 태양 아들들은 매번 같은 순서로 오르고 내려오는 것에 대해 싫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 太阳儿子们对每次按同样的( )升起和落下开始厌倦了。

③ 땅이 마르고, 곡식이 죽기 시작하고, 온 세상이 몹시 뜨거워졌다.

→ 大地开始( )，谷物开始枯萎，整个世界都变得( )。 

2. 문화 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읽고, OX를 표시해 보자.

생각 넓히기

1. 자연계 신화 중 하나인 태양 숭배 신화는 보편적으로 각 나라마다 존재한다.

일본, 그리스와 같은 다른 국가 혹은 우리나라의 태양신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고 비교해보자.

2. 희화 고사에서 마지막에 등장한 예(羿)는 어떤 인물일지 생각해보고 그와 관

련된 이야기를 조사하여 발표해보자.



- 42 -

읽어보기

禹的治水故事 yǔdezhìshuǐgùshi

우의 치수 고사

禹去上帝请求上帝赐予息壤，与应龙一起治水。

yǔqùshàngdìqǐngqiúshàngdìcìyǔxīrǎng，yǔyīnglóngyìqǐzhìshuǐ.

우는 상제를 찾아가 상제의 식양을 하사받기를 요청하여 응룡과 함께 치수를 하

고자 했다.

但是水神共工非常生气，因此把到现在的山东省曲阜沟地区引发了巨大的洪

水。

dànshìshuǐshéngònggōngfēichángshēngqì，yīncǐbǎdàoxiànzàideShāndōngshěngQūfùgōuDìqūyǐnfāle

jùdàdehóngshuǐ.

그러나 물의 신인 공공은 화가나서, 산동성의 곡부까지 물이 찰만큼 거대한 홍수

를 일으켰다.

禹为了尽快治理洪水,跟共工战斗, 并且成功把共工赶出去了。

<표 8> 우의 치수고사를 활용한 교과서 편집 예시

읽어보기에서는 희화 고사의 줄거리를 중국어로 표기하여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

록 하고 관련 단어를 제시하였다. 알아보기에서는 희화 고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자

연계 신화 중 태양 신화에 관한 내용을 첨부하였다. 추가적으로 읽어보기, 알아보기

의 내용과 관련된 희화와 그녀의 수레를 볼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줄거리 내용

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풀어보기에서는 앞서 배운 학습 내용을 확인

하고 복습하는 개념으로 빈칸 채우기, OX 퀴즈 형식으로 문제를 제시했다. 마지막

으로 생각 넓히기 부분에서는 알아보기에서 언급됐던 태양 숭배 신화가 중국 이외

에도 어떤 나라에 존재하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문제

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희화 고사 내용 끝에 등장하는 영웅 예(羿)를 조사하여 발표

하게 유도함으로써 태양과 관련된 다른 중국신화를 조사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

였다.

3) 禹의 治水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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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ǔwèilejìnkuàizhìlǐhóngshuǐ,gēngònggōngzhàndòu，bìngqiěchénggōngbǎgònggōnggǎnchūqùle.

우는 빨리 홍수를 다스리기 위해 공공과 싸움을 하여 공공을 쫓아냈다.

以后禹用息壤填满了大水，并且建造了一座大山。 

yǐhòuyǔyòngxīrǎngtiánmǎnledàshuǐ，bìngqiějiànzàoleyízuòdàshān.

이후 우는 식양을 이용해 큰 물을 메우고, 큰 산을 만들었다.

另外, 应龙利用尾巴建造了路，并且利用乌龟搬运黏土把土地整平。

lìngwài, yīnglónglìyòngwěibajiànzàolelù, bìngqiělìyòngwūguībānyùnniántǔbǎtǔdìzhěngpíng.

또한, 응룡이 꼬리를 이용해 길을 만들고, 거북이를 이용하여 진흙을 옮겨 땅을

평평히 했다.

最后他治好了洪水。

zuìhòutāzhìhǎolehóngshuǐ.

마침내 그는 홍수를 다스릴수 있었다.

洪水 hóngshuǐ 큰물, 홍수

寻找 xúnzhǎo 찾다

息壤 xīrǎng 불어나는 흙(황제의 보물)

引发 yǐnfā 일으키다, 자아내다

为了 wèile ~를 하기 위하여

建造 jiànzào 건축하다, 세우다

另外 lìngwài 별도로, 이외에

尾巴 wěiba 꼬리

乌龟 wūguī 거북이

尽快 jǐnkuài 되도록 빨리

治水 zhìshuǐ 치수하다, 물을 다스리다

搬运 bānyùn 운송하다

* 단어장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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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산둥성 우청시에 위치한 우 사당내부

英雄 ‘禹’ yīngxióngyǔ 영웅 ‘우’ 와 三門峽 sānménxiá 삼문협

삼문협은 중국의 河南省 Hénánshěng 과 山西省 Shānxīshěng 사이에 있는 협곡

이다. 우가 치수를 할 때, 산을 토막 냈더니 세 갈래로 물의 길이 생겼으며, 그

물길이 마치 세 개의 문을 지나는 것 같은 모습이라 三門 Sānmén 이라 했다. 각

각의 이름은 鬼門 guǐmén, 神門 shénmén 그리고 人門 rénmén 이다. 이 세 개의

물줄기가 합쳐져 협곡을 지나면서 하나의 물줄기가 되는데 그곳을 삼문협이라고

한다. 삼문협에는 우의 치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7개의 돌우물과 둥글게

패여 있는 2개의 자국이 있다. 일곱 개의 우물이 있는 삼문협이라 하며 七井三

門 qījǐngsānmén 이라고도 하고, 둥글게 파여 있는 2개의 자국은 우가 치수 작업을

할 때 타고 다니던 말의 말발굽 모양이라고 전해진다. 삼문협의 꼭대기에 보면,

우의 사당이 있는데, 이곳에서 옛날 뱃사공들이 협곡을 지나기 전에 잠시 들려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무사히 협곡을 지나게 해달라는 기원을 담아 우에게 제사

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삼문협에는 큰 규모의 수력발전소가 자리하

고 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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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보기

내용 답

1 우는 상제의 식양을 훔쳐 치수를 하고자 하였다. O X

2 삼문협은 기록에는 남아있으나 직접 볼 수 없다. O X

3
중국 고대 사람들은 무사기원을 위해 치우의 사당

에서 제사를 지냈다.
O X

1. 주어진 단어를 어순에 맞게 배열하여 말해 봅시다.

① 一座 / 用 / 填满了 / 建造 / ，/ 息壤 / 大水 / 了 / 并且 / 大山

→

② 的 / 三门峡中 / 位于 / 今天 / 水力发电所 / 有个 / 大规模

→

2. 문화 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읽고, OX를 표시해 보자.

생각 넓히기

1. 우가 치수했던 지역은 황허 강의 주변지역이다. 황허 강의 주변은 다른 지역

보다 문명이 빠르게 발달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토론하여 발표

해보자.

2. 禹의 治水故事에 따르면 그는 아버지의 치수작업을 이어받았다고 하였다. 우

의 아버지는 어떤 인물이었으며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지 조사해서 발표해보자.

읽어보기에서는 우의 치수 고사 줄거리를 중국어로 표기하여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단어를 제시하였다. 알아보기에서는 우가 치수를 했던 지역에 관

한 이야기를 통해 중국의 유적지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 관한 내용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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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기

소수민족 苗族 Miáozú 묘족과 蚩尤 chīyóu 치우

在黄帝与蚩尤的战争故事中, 苗族被骗入蚩尤的诡计中,

与蚩尤一起攻打黄帝。

zàihuángdìyǔchīyóudezhànzhēnggùshizhōng, Miáozúbèipiànrùchīyóudeguǐjìzhōng,

yǔchīyóuyìqǐgōngdǎhuángdì.

황제와 치우의 전쟁고사에서 묘족은 치우의 계략에 넘어가서 차우와 함께 황제

를 공격한다.

苗族是居住在中国南方贵州省的一个少数民族。 

MiáozúshìjūzhùzàiZhōngguónánfāngGuìzhōushěngdeyígèshǎoshùmínzú.

묘족은 주로 중국 남방의 귀주성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이다.

他们把蚩尤奉为自己的祖先。   

tāmenbǎchīyóufèngwéizìjǐdezǔxiān.

그들은 치우를 자신들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

神奇的是蚩尤在各种记录中所被描述的长相竟和苗族的首饰形状相似。

<표 9> 황제와 치우의 전쟁 고사를 활용한 교과서 편집 예시

였다. 추가적으로 읽어보기, 알아보기의 내용과 관련된 산둥성 우청시에 위치한 우

사당의 본당에 있는 우의 형상 모습을 사진으로 첨부하여 읽어보기와 알아보기에

대한 내용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풀어보기에서는 앞서 배운 학습 내용을 확

인하고 복습하는 개념으로 중국어를 순서대로 배열하기, OX 퀴즈 형식으로 문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생각 넓히기 부분에서는 우가 치수했던 지역 중 황허 강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추가적인 문화적 특징을 생각하고 토론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우의 아버지에 곤에 대한 중국신화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중국

신화를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시하였다.

4) 황제와 치우(蚩尤)의 전쟁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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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énqídeshìchīyóuzàigèzhǒngjìlùzhōngsuǒbèimiáoshùdezhǎngxiàngjìnghéMiáozúdeshǒushìxíngzhuà

ngxiāngsì.

신기하게도 치우가 여러 기록에서 묘사되는 모습과 묘족의 장신구 모양이 비슷

하게 생겼다.

苗族的妇女在打扮时用银装来进行打扮。

Miáozúdefùnǚzàidǎbanshíyòngyínzhuāngláijìnxíngdǎban.

묘족의 여인들은 자신의 몸을 장식할 때 은을 사용해서 장식한다.

苗族的银装在世界特别闻名。

MiáozúdeyínzhuāngzàiShìjiètèbiéwénmíng.

묘족의 은 장식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据说, 苗族是头上挂着牛角模样的大型饰物, 而蚩尤头上也有巨大的牛角。

jùshuō, MiáozúshìTóushàngguàzheniújiǎomúyàngdedàxíngshìwù, érchīyóutóushàngyěyǒu

jùdàdeniújiǎo.

묘족은 머리에 쇠뿔 모양의 큰 장신구를 했는데, 치우도 머리에 커다란 뿔이 달

려있다고 한다.

这些事实可以证明苗族和蚩尤之间有关联性。

zhèxiēshìshíkěyǐzhèngmíngMiáozúhéchīyóuzhījiānyǒuguānliánxìng.

이러한 사실은 묘족과 치우의 관계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战争 zhànzhēng 전쟁

苗族 Miáozú 묘족(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

诡计 guǐjì 모략, 계략

攻打 gōngdǎ 공격하다

居住 jūzhù 거주하다

少数民族 shǎoshùmínzú 소수민족

祖先 zǔxiān 선조, 조상

神奇 shénqí 신기하다

* 단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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打扮 dǎban 화장하다, 장식하다

闻名 wénmíng 유명하다

据说 jùshuō 말하는 바에 비하면 ~라 한다

巨大 jùdà 아주 크다

证明 zhèngmíng 증명하다

描述 miáoshù 묘사하다, 그려내다, 기술하다

알아보기

蚩尤 chīyóu 치우와 東夷系 dōngyíxì 동이계열

고대 중국은 지금의 한족 계열인 서방 황하 유역의 황제 자손인 華夏系

Huáxiàxì 와 동방의 태호, 소호, 제준, 예를 선조로 하는 동이계로 나누어졌다. 때

로는 염제, 치우 등의 신을 남방의 苗蠻系 miáománxì 로 따로 분류하기도 했는

데, 묘만계와 동이계는 원래 같은 문화권에 속했다가 이후에 분화가 되었기 때

문에 둘을 같은 동이 계열로 볼 수 있다. 화하족와 동이족의 대립을 보여주는

사건이 황제와 치우의 전쟁인 탁록 전쟁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다민족, 다원문화의 체제였으며 그 중 동이족은 주로 황하

동남쪽과 산동 臨淄 Línzī 부근과 남부, 그 아래에 위치한 강소성과 안휘성의 일

부 지역 그리고 발해만 연안 일대를 아우르며 수천년간 주도권을 잡았다. 동이

족으로 분류되는 민족은 알타이어 계열의 은 민족, 고조선, 부여, 고구려 그리고

발해 민족이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동이족은 한반도로 이주한 우리 선조 중 한

주류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源流 yuánliú 와 깊은 연관이 있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과 단일 민족 국가인 한국이 현재에는 다른 민족으로 구성되어있으나 동이

계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동이 계열인

것을 알 수 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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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화하계, 동이계 그리고 묘만계의 세력 범위

풀어보기

내용 답

1
묘족의 장신구는 치우의 모습과 그 생김새가 닮았

다.
O X

2 중국과 우리나라의 원류는 전혀 다른 계열이다. O X

1. 빈칸에 알맞은 중국어를 써 봅시다.

① 묘족은 주로 중국 남방의 귀주성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이다.

→ 苗族是居住在中国南方贵州省的一个( )。

② 그들은 치우를 자신들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

→ 他们( )蚩尤奉为自己的祖先。 

③ 북소리에 놀라 치우의 군대는 두려움에 떨며 혼비백산하였다.

→ 听到鼓声, 蚩尤的军队被吓得( )。

2. 문화 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읽고, OX를 표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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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기

中秋节 zhōngqiūjié

중추절

<표 10> 항아 분월고사를 활용한 교과서 편집 예시

3 묘족은 치우를 그들의 선조로 모시고 있다. O X

생각 넓히기

1. 황제와 치우 전쟁고사의 줄거리 내용을 조사하여 만화로 그려 발표해보자.

2. 치우를 통해 동이 계열이라는 민족의 원류에 대하여 학습하였다. 그렇다면 동

이계 신화 중 우리나라와 중국에 존재하는 신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여

발표해보자.

읽어보기에서는 황제와 치우의 전쟁고사와 관련 있는 소수민족 묘족에 관한 설명

을 제시하고 관련 단어를 첨부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알아보기에서는 동이

계와 화하계 그리고 묘만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며, 한국 또한 동이 계열이라는

점을 설명하여 중국과 한국의 원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알아보기 내용과 관련 있는 동이족의 세력 범위를 사진으로 첨부하여 알아보기에

대한 내용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풀어보기에서는 앞서 배운 학습 내용을 확

인하고 복습하기 위해 빈칸 채우기, OX 퀴즈 형식으로 문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

로 생각 넓히기 부분에서는 앞서 배운 묘족과 동이계에 관한 문화 내용에 대한 이

해를 돕고자 황제와 치우의 전쟁고사의 줄거리 내용을 조사하여 만화 만들기를 문

제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동이계 신화에 대한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신화를 직

접 조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질문을 제시하였다.

5) 姮娥奔月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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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秋节为农历八月十五, 是月亮在一年中最明亮，形状最圆的日子。

zhōngqiūjiéwéinónglìbāyuèshíwǔ, shìyuèliangzàiyìniánzhōngzuìmíngliàng，xíngzhuàngzuìyuánde

rìzi.

중추절은 음력 8월 15일이고, 1년 중에 달의 밝기가 가장 밝으며, 형태가 가장

둥근 날이다.

所以在中秋节的傍晚人们进行赏月，有些人还会在中秋节选择祭祀。

suǒyǐzàizhōngqiūjiédebàngwǎnrénmenjìnxíngshǎngyuè，yǒuxiērénháihuìzàizhōngqiūjié xuǎnzéjìsì.

그래서 중추절의 저녁에는 사람들이 달 구경을 가거나,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关于中秋节的叫法有很多，有叫它月夕或者月节的，还有的因为中秋节是谷物

和水果成熟的季节, 因此叫它果子节。

guānyúzhōngqiūjiédejiàofǎyǒuhěnduō, yǒujiàotāyuèxīhuòzhěyuèjiéde，háiyǒudeyīnwèizhōngqiūjié

shìgǔwùhéshuǐguǒchéngshúdejìjié, yīncǐjiàotāguǒzijié.

중추절을 부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월석 혹은 월절이라 부르기도하고,

중추절에는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고 수확을 할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과자절

이라고 부른다.

除了这些称呼外，还有叫它团圆节的。

chúlezhèxiēchēnghuwài，háiyǒujiàotātuányuánjiéde.

이렇게 부르는 것 이외에도, 단원절이라고도 한다.

中秋节的时候，在韩国有吃松糕的习惯, 但是在中国吃月饼。

zhōngqiūjiédeshíhou，zàiHánguóyǒuchīsōnggāodexíguàn, dànshìzàiZhōngguóchīyuèbing.

중추절에 한국에서는 송편을 먹는 습관이 있는데, 그러나 중국에서는 월병을 먹

는다.

在中国，因为月饼长得圆圆的，所以有些人称中秋节为团圆节，还据说到中秋节在外

生活的亲人都会聚在一起,也因此叫做团圆节。

zàiZhōngguó，yīnwèiyuèbingzhángdeyuányuánde, suǒyǐyǒuxiērénchēngzhōngqiūjiéwéituányuán

jié，háijùshuōdàozhōngqiūjiézàiwàishēnghuódeqīnréndōuhuìjùzàiyìqǐ, yěyīncǐjiàozuòtuányuánjié.

중국에서는 월병의 생김새가 동그랗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중추절을 단원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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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부르며, 또 중추절에는 외지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인다고 하여서

단원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明亮 míngliàng 밝다, 눈부시다

圆 yuán 둥글다, 완벽하다

中秋节 zhōngqiūjié 중추절(중국의 명절)

赏月 shǎngyuè 달맞이하다

祭祀 jìsì 제사 지내다

成熟 chéngshú 성숙하다, 익다, 여물다

季节 jìjié 계절

称呼 chēnghu ~라고 부르다

团圆节 tuányuánjié 단원절(중추절의 다른 이름)

松糕 sōnggāo 송편

月饼 yuèbing 월병(중추절에 먹는 중국음식)

* 단어장

알아보기

姮娥奔月故事 héngébēnyuègùshi

항아 분월고사

月 yuè 과 관련된 중국신화가 있는데 그 중 소개할 내용은 姮娥奔月故事

héngébēnyuègùshi 이다. 신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녀는 예라는 남편과 함께 인간 세상에 살고 있었다. 하늘로 가고 싶었으나

남편 예의 잘못으로 인해 하늘로 갈 수 없었다. 죽지 않고 하늘로 가기 위해 고

심을 하던 남편 예는 西王母 Xīwángmǔ 라는 신이 长生不老药 chángshēngbùlǎo

yào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왕모를 찾아가 불로장생약을 받게 되

었다. 예는 항아에게 불로장생약을 주며 같이 먹자고 했으나, 잘못을 했던 남편

이 미웠던 항아는 혼자 불로장생약을 먹었다. 하늘로 올라간다고 기뻐했으나 달

로 갈수록 몸이 점점 이상하게 변하여 결국은 金蟾蜍 jīnchánchú 가 되었다. 늦게

집에 온 예는 서왕모가 다 먹고 남긴 약병을 보고 허탈해하며 멍하니 달만 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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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항아 분월고사는 중국에서 连续剧 liánxùjù, 歌剧 gējù 그리고 电影 diànyǐng 로

각색되어 제작되기도 했으며 이외에도 ‘달에 토끼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와 ‘선녀

가 달에서 베틀을 짜다’는 이야기 등으로 원래의 내용이 변형되어 전해지고 있

기도 하다.

*사진첨부

〔그림 5〕드라마《嫦娥》

풀어보기

1. 빈칸에 알맞은 중국어를 써 봅시다.

① 중추절의 달은 1년 중에 가장 밝고 가장 둥근 모양이다.

→ 中秋节的月亮在一年中最( )，形状最( )的日子。

② 중추절에는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는 계절이기 때문에 과자절이라고 부른다.

→ 中秋节是谷物和水果( )的( ), 因此叫它果子节。

③ 중국에서 항아분월 고사는 연속극, 오페라 그리고 영화로 제작되었다.

→ 在中国嫦娥奔月故事被制作成( ), ( )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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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어진 단어를 어순에 맞게 배열하여 말해 봅시다.

① 会 / 亲人 / 在 / 在外生活 / 都 / 中秋节 / 聚 / 的 / 一起

→ 。

② 金蟾蜍 / 不仅 / 不死药 / 成为了 / 飞上了天 / 还 / 吃了 / 嫦娥

→ , 。

생각 넓히기

1. 중국에서는 중추절을 제외한 다른 명절과 또한 현대에도 다양한 종류의 기념

일이 많이 있다. 아래의 단어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조사하고 발표해보자.

① 春节 ② 端午节 ③ 劳动节 ④ 国庆节 ⑤ 光棍节

2. 신화는 고대인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한다. 현대 과학 기술의 발

전으로 인해 그들의 상상력이 현실로 실현되어가고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 다음

예시를 보고 항아분월 고사의 내용 중에는 현실화 된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그

이유를 발표해보자.

ex) 육구(肉球, meat ball) → 복제양, 복제인간

자라나는 흙 ‘식양(息壤)’ → 화산재에서 추출한 벤토나이트

읽어보기에서는 중국의 명절 중 중추절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고 관련 단어를 첨

부하였다. 알아보기에서는 중추절의 달과 관련된 중국신화인 항아 분월고사를 소개

하였다. 추가적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항아 분월고사와

관련 있는 드라마 ≪항아≫의 포스터를 사진으로 첨부하였다. 또한 풀어보기에서는

앞서 배운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복습하기 위해 빈칸 채우기, 중국어를 순서대로

배열하기의 형식으로 문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생각 넓히기 부분에서는 중추절

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중국의 명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선택,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항아 분월고사와 현대의 과학기술을 접목하

여 항아 분월고사에 대한 내용을 상기시켜 학생들 스스로 상상하고 창의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질문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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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9과 传统文化 차시 1차시

학습

목표

1. 본문의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단어장에 제시된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 중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문화에 대해 존중하는 태

도를 기를 수 있다.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

자료
시간

교사 학생

도입

인사

출석

-중국어로 인사한다.

: 大家好!

-출석체크를 한다.

-중국어로 인사한다.

: 老师好!
출석부

5분

전시

복습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질

문하며 학생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억을 상기시켜 전 시간

에 배운 내용에 대한 질문

에 답한다.

PPT흥미

유발

-중국 전통문화와 관련된

사진을 제시하고, 어떤 것을

학습하게 될지

에 관해 학생들의 생각

을 묻는다.

-중국 전통문화와 관련된

사진을 보고 자신이 생각

하는 내용을 자유롭

게 이야기한다.

학습

목표

제시

-학습목표를 소리 내어

읽도록 한다.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학습목표를 크게 소리

내어 읽는다.

<표 11> 여와신화를 활용한 수업지도안- 1차시

3.3 중국신화를 활용한 수업지도안

본 장에서는 교과서 편집 예시를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하기 위한 수업지도안의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수업지도안의 수업 대상은 고등학생이고 수업시간은 50분

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교과서 내용을 고려하여, 3차시로 나누어 수업지도안을 만들

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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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읽어

보기

-읽어보기의 제목과 본

문 그리고 단어장을 따

라 읽도록 한다.

-본문을 읽으며 뜻을

함께 유추할수 있도록

지도한다.

-拱手礼, 京剧, 传统的婚礼

영상을 재생한다.

-제목, 본문 그리고 단

어장 큰 소리로 따라 읽

는다.

-본문 내용을 읽으며 선

생님의 물음에 따라 본문

내용을 해석한다.

-拱手礼, 京剧, 传统的婚礼

영상을 시청한다.

교과서

PPT

동영상

40분

정리

본시

학습

정리

-오늘 배운 주요 문장과 단

어를 정리한다.

-중국 전통문화에 대해 배

운 내용을 질문하고 학생들

의 생각을 묻는다.

-본문, 단어 내용을 상기

시켜 정리한다.

-선생님의 질문에 큰소리

로 대답한다.
PPT

5분

차시

예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있는 중국신화

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중국어로 인사한다.

: 大家辛苦了!

-중국어로 인사한다.

: 老师辛苦了!

단원 9과 传统文化 차시 2차시

학습

목표

1. 중국신화 중 여와의 인류창조 고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설명

할 수 있다.

2. 본문에 제시된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말할 수 있다.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

자료
시간

교사 학생

<표 12> 여와신화를 활용한 수업지도안- 2차시



- 57 -

도입

인사

출석

-중국어로 인사한다.

: 大家好!

-출석체크를 한다.

-중국어로 인사한다.

: 老师好!
출석부

5분

전시

복습

-전 시간에 배운 전통 문

화 내용을 질문하며 학생

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유

도한다.

-기억을 상기시켜 전 시간

에 배운 내용에 대한 질문

에 답한다.

PPT

교과서
흥미

유발

-우리나라 신화를 이야기

하며 중국신화와 연관지어

중국신화에 대한 사전 지

식이 있는지 질문한다.

-중국신화에 대해 아는 것

이 있는지 생각하고 선생

님의 질문에 대답한다.

학습

목표

제시

-학습목표를 소리 내어 읽

도록 한다.

-학습목표를 크게 소리 내

어 읽는다.

전개
알아

보기

-교과서의 알아보기 내용

을 큰 소리로 읽도록 지도

한다.

-중국어로 되어있는 부분

의 단어를 설명한다.

-여와의 인류창조 고사에

관한 만화를 제시하여 줄

거리를 추측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火把節과 관련한 동

영상을 재생하여 학생

들이시청하도록 지도

한다.

-선생님의 구령에 맞추어

큰 소리로 알아보기 내용

을 읽는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단

어를 학습한다.

-선생님이 보여주는 만화

를 보고 줄거리 내용을 추

측해본다.

-동영상을 보며, 중국 소수

민족의 축제를 감상한다.

PPT 40분

정리 본시 -오늘 배운 단어를 정리한 -단어 내용을 상기시켜 정 PPT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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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정리

다.

-중국신화에 대해 배운 내

용을 질문하고 학생들의

생각을 묻는다.

리한다.

-선생님의 질문에 큰소리

로 대답한다.

차시

예고

▶다음 시간에는 지난 수

업과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풀고 조별

로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지

난 수업과 오늘 수업 학습

내용을 한번 더 복습하고

오세요. 그럼 이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

-중국어로 인사한다.

: 大家辛苦了!

-중국어로 인사한다.

: 老师辛苦了!

단원 9과 传统文化 차시 3차시

학습

목표

1. 중국 전통문화와 중국신화 내용을 직접 조사하고 자신이 정리한 내용

을 설명할 수 있다.

2. 다른 나라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함양할 수 있다.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

자료
시간

교사 학생

도입
인사

출석

-중국어로 인사한다.

: 大家好!

-출석체크를 한다.

-중국어로 인사한다.

: 老师好! 출석부 5분

<표 13> 여와신화를 활용한 수업지도안-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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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복습

-전 시간에 배운 중국신화

내용을 질문하며 학생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한

다.

-기억을 상기시켜 전 시간

에 배운 내용에 대한 질문

에 답한다.

PPT

교과서
흥미

유발

-모둠활동에 대한 유의사

항을 제시한다.

-모둠활동 준비를 하며 유

의사항의 숙지한다.

학습

목표

제시

-학습목표를 소리 내어 읽

도록 한다.

-학습목표를 크게 소리 내

어 읽는다.

전개

풀어

보기

▶오늘은 조별활동을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교과서

의 풀어보기 부분부터 풀

어봅시다.

-문제 풀이를 진행하며 학

생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

하는 부분을 확인하여 내

용을 반복하여 복습한다.

-교과서 풀어보기 문제를

푼다.

-문제 풀이에 집중하며 자

신이 몰랐던 부분을 꼼꼼

히 체크한다.

교과서

휴대폰

노트북

40분

생각

넓히

기

-학생을 반으로 나누어 전

통 문화 팀과 중국문화 팀

으로 나눈다. 그리고 2~ 3

명이 한 조를 이루어 발표

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휴대폰과 노트북으로 학

생이 선택한 내용을 검색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수

업내용 외에 다른 것을 하

지 않도록 관리 감독한다.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조

를 나누고 자신의 조가 발

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

택한다.

-전자기기를 사용해 자신

이 선택한 내용을 조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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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학생의 대표

를 선정하게 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인솔

한다.

-발표할 대표학생을 정하

고 다른 학생이 발표를 하

는 동안 경청한다.

정리

본시

학습

정리

및

과제

배부

-발표했던 내용이 어떤 것

이 있었는지 질문한다.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보

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시

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과제를 배부한다.

-선생님의 질문에 큰소리

로 대답한다.

-과제 내용을 확인하고 메

모한다.

PPT

5분

차시

예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중국의 문화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흥

미로운 내용을 학습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

-중국어로 인사한다.

: 大家辛苦了!

-중국어로 인사한다.

: 老师辛苦了!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교과서 편집의 구성이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여와 신화를 대표로 하여 수업지도안의 예시로 들었다. 수업지도안은 도입-

전개-정리의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수업의 설계 내용을 보면, 교과서 내의 문장과

단어를 익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상, 만화 등을 통해 문화 내용을 흥미

롭게 익힐 수 있다. 또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답하는 과정과 문

제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신화의 내용과 문화적 특징을 자연스럽게 습

득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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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언어는 단순히 읽기, 쓰기, 말하기 그리고 듣기 학습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대한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다

양한 가치관을 수용하며 넓은 안목을 갖춤으로써 능동적이고 자연스러운 언어를 사

용할 수 있다. 때문에 중국어 언어 학습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중국

어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더불어 중국문화 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본 연구는 중국신화를 문화 교육의 제재로 선택해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시행되

고 있는 중국문화 수업 시 중국신화를 활용한 문화 교육의 다양화 방안에 대해 고

찰하고 이에 알맞은 교과서 편집 예시와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중국어 문화 교육에 있어 중국신화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

으며, 중국신화를 활용하기 앞서 중국문화 수업의 목표를 확인하고 고등학교『중국

문화』교과서 분석을 통해 중국신화를 활용하기 위한 정확한 방향을 점검했다. 또

한 중국신화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중국신화를 선정하고 각각의

중국신화 내용과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적 특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중

국신화의 내용과 문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고등학교『중국문화』교과서와 연관 지어

교과서 편집의 예시와 수업 설계를 위한 수업지도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신화는 고대인들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문명과 문화

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었다. 때문에 중국인들의 삶과 함께 발전했다고 볼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중국인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중국인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배울 수

있다. 때문에 중국신화는 중국문화 교육의 제재로 적합하다.

둘째, 『중국문화』교과서의 문화 내용을 2015 개정「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

육과정」의 중국문화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12가지 문화 내용(중국개관, 언어문화,

생활문화, 예술문화, 전통문화, 사회문화, 인물, 지리, 역사, 자연, 사회문제, 가치관)

으로 분류했으나 일반적으로 생활, 전통 그리고 사회문화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루

어져있어 문화 교육의 제재가 다양화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중국신화 제재를 활용하여 문화 교육의 제재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고자 한 것이다.

셋째, 먼저 중국신화를 학습하기 위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줄거리와 참고내용

을 소개하였으며 각 중국신화 당 문화적 특징을 제시하여『중국문화』교과서에 단

원 별로 연관성이 있는 내용을 첨부하였다. 또한, 위 내용을 바탕으로『중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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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의 편집 예시와 수업지도안을 설계하여 제시함으로써 중국신화를 활용한 교

과서 및 문화 수업의 예를 들어 문화 수업의 다양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중국문화』교과서 편집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문화 내용에

중국신화를 첨부하였기 때문에 중국신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문화 내용과의 연결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교과서 구성의 기본 틀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수업지도안의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업 환경을 모두

고려하여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보완책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따른다.

하지만 본 연구의 교과서 편집 예시와 수업지도안의 예시를 기반으로 하여, 고등

학교 중국문화 수업에서 중국신화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방안이 더욱 다양화되고

활성화가 되어 학생들이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함으로써 올

바른 중국어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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