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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아시아 生命觀의 現在的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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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Ⅴ.

序論
韓國詩의 生命觀
中國詩의 生命觀
日本의 生命觀
結語

Ⅰ. 序論
孔子는 “死生有命 富貴在天”1)이라 했다. 죽음과 삶은 운명에 달려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
려 있다고 하여 生死를 운명으로 보았다. 고대에는 生死가 생명의 의미로 쓰였다. 生命의 어
원은 北史卷28 ｢源賀傳｣에 “臣聞人之所寶, 莫寶於生命.”과 战国策의 ｢秦策三｣에 “萬物
各得其所, 生命壽長, 终其年而不夭傷”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후세인들은 공자의 말씀대로 자신의 생명을 운명에 맡기고 살았으나 불노장생을 꿈꾸기
도 하하였다. 그리고 正義와 忠義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草芥같이 버렸다.
唐宋八大家인 韓愈768∼824가 ｢原人｣2)에서 인간의 本源과 人道를 천명한 것은, 생명존중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유가 人道가 문란하면 夷狄과 禽獸가 본성대로 살수 없
다고 한 것은, 생태계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이적과 금수의 주인인 만큼
그들에게 暴惡하면 주인이 된 도리를 못한 것으로 본 것은, 생태사상과 생명존증이다. 성인
은 萬物을 한결같이 보아 똑같이 사랑하고 가까운 것을 돈독히 하면서도 먼 것을 들었다는
1) 論語 颜渊篇 第12, “司馬牛憂曰, 人皆有兄弟，我獨亡.子夏曰, 商聞之矣, 死生有命, 富贵在天. 君子敬而無失, 與
人恭而有禮, 四海之内, 皆兄弟也. 君子何患乎無兄弟也.”
2) 韓愈, ｢原人｣. 韓昌黎全集(冊一), 卷11, 9ab, 臺灣中華書局印行, 中華民國 59 . “天道亂而日月星辰, 不得其行, 地
道亂而草木山川, 不得其平, 人道亂而夷狄禽獸, 不得其情. 天者, 日月星辰之主也, 地者, 草木山川之主也, 人者, 夷狄
禽獸之主也, 主而暴之, 不得其爲主之道矣. 是故, 聖人, 一視而同仁, 篤近而擧遠.”

1

“一視而同仁 篤近而擧遠”은 바로 생명존중 사상이다.
동아시아인들의 생명관의 一斑을 알 수 있는 공간이 武陵桃源이다. 무릉도원은 그 존재여
부를 떠나 동아시아인들의 思惟에 큰 영향을 끼쳤다. 무릉도원은 虐政에 지친 民草들이 갈
구했던 逃避空間이자, 불로장생을 꿈꾸는 이들이 동경하는 仙界空間이며, 詩人墨客들에게는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藝術空間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桃花源은 일찍부터 漢文
文化圈인 동아시아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 공간이자 꿈과 희망을 갖게 한 공간이었다.3)
本稿에서는 韓中日 3국의 漢詩에 내재된 생명관을 조명한다. 자신의 생명을 하늘에 맡긴
운명론적 세계, 운명론 거부하고 불노장생과 仙界을 꿈꾼 세계, 忠義와 節義를 위해 하나뿐
인 생명을 草芥처럼 버리고 殉國하고 殉節한 이들의 시세계와 천지만물의 모든 생명을 인간
의 생명처럼 동일시한 세계의 一斑을 조명한다.

Ⅱ. 韓國詩의 生命觀
한국인의 생명사상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古朝鮮의 八條法禁이다. 팔조금법 중에서
3조의 내용이 漢書 地理志 燕條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①살인죄,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②상해죄,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
③절도죄,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自贖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4)

이 3조항을 살펴보면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관한 것이다. ①“相殺以當時償殺”의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으로 응징한 것에서 인간의 생명은 존귀함으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살인자를 사형에 처한 것이다. 여기에서 고조선 시대의 생명존중 사상을 알 수 있다.
신라의 圓光法師555∼638가 600년진평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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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部에 사는 貴山과 箒項에게 花郎五戒世俗五戒인 ①事君以忠, ②事親以孝, ③交友以信, ④臨
戰無退, ⑤殺生有擇을 가르쳤다.5) ⑤殺生有擇은 신라인들의 생명존중 사상의 一臠이다. 살
3) 金相洪, ｢東亞細亞의 理想鄕 武陵桃源｣, 東아시아 古代學제14호, 동아사아고대학회, 2006, 263면.
4) 漢書, ｢地理志｣, 第八下. “殷道衰，箕子去之朝鲜，教其民以禮義, 田蠶職作，樂浪朝鲜民犯禁八条, 相殺以當時償
殺, 相傷以穀償, 相盜者,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 入五十萬.” 이 가운데 ③절도죄에는 특별히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뒤에 새로 만들어졌거나 바뀐 법률로 보인다. 그 이유는 50만 전으로 贖刑이 가능한
것이 漢나라 때 사형수의 贖錢法과 같기 때문이다.
5) 一 然, ｢圓光西學｣, 三國遺事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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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있는 생명체를 부득이 죽일 때는 가려서 죽여야 한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엄을 인정한
것이다.
陶淵明의 ｢桃花源記幷詩｣6) 이후로 무릉도원은 동아시아인들의 思惟에는 “인간세상에서
의 가장 理想的인 空間”으로 깊이 刻印되었다. 그래서 무릉도원을 직접 찾아 나서기도 하고,
길을 떠나지 못한 이들은 詩文과 그림으로 이를 형상화하면서 憧憬했다. 한편으로 무릉도원
을 찾아 中國으로 갈 수 없었던 韓國과 日本의 古人들은 次善策으로 自國內에서 도화원과
유사한 理想鄕을 찾고자 했다. 高麗와 朝鮮의 문인들은 ‘靑鶴洞’과 ‘牛腹同’이 바로 제2의
무릉도원으로 인식하고 찾아 나서기도 하였으며 시문에 이를 운위했다. 청학동과 우복동은
도화원의 次善策은 될 수 있었으나,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이상향은 역시 무릉도원이었다.7)
李奎報1168∼1241와 함께 문학으로 이름이 높았던 梅湖 陳澕는 ｢桃源歌｣에서 ‘東海바다에
있는 南山’이 무릉도원과 같다고 했다.
童男 童女 가득한/ 동해의 푸른 안개 낀 곳/ 빛나는 자주 빛 영지가 자라나는/ 남산의 푸른
정상은/ 당시에 진나라 난을 피했던 곳과 같아/ 도원은 신선 사는 좋은 곳으로 불리네// 시냇물
다한 곳 산 입구가 있고/ 땅이 기름지고 좋은 물과 좋은 전답이 많네/ 붉은 삽살개 구름보고
짓고 해는 저무는데/ 땅에 가득 떨어진 복사꽃이 춘풍에 흩날리네/ 복숭아 심은 뒤 고향 생각
끊어버리고/ 세상사는 다만 분서갱유 이전만 말한다네/ 앉아서 초목 보고 계절의 변화를 알고/
아이들 재롱에 웃다가 나이를 잊고 사네/ 어부가 도원을 보고 곧 노를 돌리니/ 물안개가 자욱
만고에 부질없이 푸르네// 그대는 강남의 마을을 보지 못했나/ 대나무로 집 짓고 꽃 심어 울타
리 삼았네/ 맑은 시내 졸졸 찬 달빛은 흐드러지고/ 푸른 나무 고요한데 산새들만 지져귀네/
한스러운 것은 백성들 생활이 날로 피폐한데/ 고을 아전 稅米 걷으러 사립문을 두드리네/ 다만
외부에서 관리가 와서 핍박함만 없다면/ 산마을 곳곳마다 무릉도원이 된다네/ 이 시에 의미
있으니 그대는 버리지 말고/ 고을 책에 베껴 적어 아이들에게 전해다오.8)

陳澕는 무릉도원을 가까운 곳에서 찾았다. 멀리 중국 땅이 아니라 童男童女가 가득한 동
해 바다의 푸른 안개 낀 곳에 靈芝가 자라나는 南山의 푸른 정상 부근에는 도화원과 같은
곳이 있어 신선이 산다고 했다. 2단의 선계에서의 삶은 도연명의｢도화원기｣와 같다. 3단에
서 백성들이 궁핍한데 세금을 독촉하는 아전들이 없다면 “산마을 곳곳마다 무릉도원이 된
6) 陶淵明, ｢桃花源記並序｣, 楊家駱 主編, 陶靖節集注, 世界書局印行, 中華民國 63년, 81∼83면.
7) 金相洪, ｢東亞細亞의 理想鄕 武陵桃源｣, 東아시아 古代學제14호, 동아사아고대학회, 2006, 263∼264면.
8) 陳澕, ｢桃源歌｣, 梅湖遺稿(韓國文集叢刊 2, 민족문화추진회), 284면. “丱角森森, 東海之蒼烟. 紫芝曄曄, 南山之翠
巓. 等是當時避秦處, 桃源最號爲神仙// 溪流盡處山作口, 土膏水軟多良田. 紅尨吠雲白日晩, 落花滿地春風顚. 鄕心斗
斷種桃後, 世事只說焚書前. 坐看草樹知寒暑, 笑領童孩忘後先. 漁人一見卽回棹, 煙波萬古空蒼然// 君不見江南村, 竹
作戶花作藩. 淸流涓涓寒月漫, 碧樹寂寂幽禽喧, 所恨居民産業日零落, 縣吏索米將敲門. 但無外事來相逼, 山村處處皆
桃源. 此詩有味君莫棄, 寫入郡譜傳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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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陳澕가 동경하는 도화원은 중국의 무릉 땅도 동해에 있는 남산도 아니다. 가
혹한 세금만 없다면 바로 우리가 사는 속세가 도화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시에 의미
있으니 이를 아이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治者의 가혹한 정치로 인하여 잃어버린 도화원을
되찾아야 한다는 진화의 이러한 사유세계는 중국인들의 도화원에 대한 동경과는 현격한 차
이가 있다. 현실에서 도화원을 찾으려는 진화의 시는 以詩匡正의 전범이 된다.9)
河西 金麟厚1510-1560가 꿈속에서 찾아갔던 청학동을 노래한 ｢夢遊靑鶴洞｣를 보자.
醉臥茅齋天日晩

술 취해 띠 집에 누웠는데 해는 저물고

偶然蘧蘧成一夢

우연히 저절로 한 꿈을 꾸었네

嵬然一山當眼前

우뚝이 솟은 한 산이 눈앞에 보이더니

蒸嵐翠霧相澒洞

아지랑이 푸른 안개 한없이 이어져 있네

排天壓地壯無比

천지를 압도할 장관은 비할 데 없어

纍纍衆山如罌甕

늘어선 뭇 산들 항아리를 엎어놓은 듯

中有一洞雲間開

그 중에 한 골짜기 구름사이 열리는데

華陽小有無與共

화양과 小有天은 비할 바가 아니었네

奇淸爽秀高而幽

기이하고 빼어나며 높고도 그윽해라

紛紛萬景爭來供

어지러이 온갖 경치 앞 다퉈 펼쳐 있네

翩然孤鶴上靑雲

학 한 마리 훨훨 푸른 구름 위로 나니

逸興便向雲間動

속세 떠난 흥취 구름 사이를 움직이네

千丈飛流下深淵

천 길 나는 폭포 깊은 연못에 떨어지니

硼崖擊石相磨礱

부딪치며 돌을 쳐서 바위가 패였구나

超然獨步雙脚輕

초연히 홀로 걸으니 두 다리 사뿐하고

神淸骨冷心自縱

정신 맑고 뼈도 서늘 마음은 제멋대로일세

一人隨我贈丹砂

한 사람 날 따르며 단사를 주면서

謂言服此凌天羾

이것을 먹으면 하늘을 난다 하네

乘風振奮九萬里

바람타고 구만리를 높이 떨쳐 날아서

下視九土煙塵瞢

속세를 굽어보니 연기만 자욱하네

回首人間千萬年

고개 돌려 인간의 천만년을 바라보다가

覺來世事何倥傯10)

꿈 깨니 세상사가 어찌 이리도 괴롭히는가

김인후가 꿈속에 찾아갔던 청학동은 전형적인 仙源이다. 청학동은 仙人들이 사는 華陽과
9) 金相洪, ｢東亞細亞의 理想鄕 武陵桃源｣, 東아시아 古代學제14호, 동아사아고대학회, 2006, 277∼278면.
10) 金麟厚, ｢夢遊靑鶴洞｣, 河書全集(한국문집총간 33, 민족문화추진회),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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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家에서 전하는 신선이 사는 小有天과 비교할 수 없는 선경이라고 하였다. 선경을 묘사하
고 “초연히 홀로 걸으니 두 다리 사뿐하고/ 정신 맑고 뼈도 서늘 마음은 제멋대로일세”라고
하여 선계에 온 것을 실감하였다. 이어서 선인이 주는 단사를 먹고 羽化登仙하여 九萬里長
天을 높이 날아 인간 속세를 굽어보니 연기만 자욱할 뿐이라고 노래하였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인간사의 천만년을 바라보다가 문득 꿈을 깨고 현실로 돌아와 보니, 세상사는 변함없
이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있음을 탄식하였다. 김인후의 청학동은 꿈속에서만 갈 수 있는
선계이자 현실도피처인 가상의 仙界이다.
고려의 李奎報1168〜1241는 ｢示子姪長短句｣에서 자질들에게 사후의 효도를 원하지 않고 살
아 생시에 작은 효도라도 부지런히 해달라고 했다.
가련해라 이 한 몸/ 죽고 나면 백골이 썩어지리니/ 자손들 철 따라 무덤 찾아와 절한다 해도/
죽은 자에게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게다가 백년 뒤에 가묘에서 멀어지면/ 어느 자손이 찾아와
성묘하고 돌보겠나/ 무덤 앞에선 누런 곰이 와서 울고/ 무덤 뒤엔 푸른 외뿔소가 부르짖겠지/
고금의 무덤들이 다닥다닥 쌓여 있지만/ 넋이 있고 없는 것을 뉘라서 알겠나/ 조용히 앉아서
혼자 생각해 보니/ 살아생전 한 잔 술로 목을 축이는 것만 못하네/ 내가 아들과 조카들에게
말하노니/ 이 늙은이가 너희를 괴롭힐 날 얼마나 되겠는가/ 꼭 고기 안주 놓으려 말고/ 술상이
나 부지런히 차려다 주렴/ 천 꿰미 지전을 불사르고 술 석잔 바친다마는/ 죽은 뒤에야 받는지
안 받는지 내 어찌 알랴/ 호화로운 장례도 내 바라지 않노라/ 무덤 파 가는 도둑에게 좋은 일시
키는 것을!11)

이규보는 사람이 죽은 후에 “넋이 있고 없는 것을 뉘라서 알겠나”라고 하여, 사후보다는
“살아생전에 한 잔 술로 목을 축는 것만 같지 못하네”라고 했다. 삶의 종착역에 들어선 노인
인지라 자손들을 괴롭힐 날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았으니 고기 안주 장만하려 하지 말고 술상
이나 부지런히 차려 달라고 했다. 또한 죽은 후 호화롭게 장사지내는 것은 도굴꾼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일이니 하지 말라고 했다. 사후의 시간보다 살아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다.12)
사육신인 成三問418∼1456은 1456년세조

2

6월 8일에 참혹하게 轘裂刑을 당한 후 3일 동안

저자에 梟首되었다. 형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絶命詩를 읊었다.

11) 李奎報, ｢示子姪長短句｣, 東國李相國集(한국문집총간 2) 후집 권3, 157〜158면. “可憐此一身, 死作白骨朽. 子孫
歲時雖拜塚, 其於死者亦何有. 何況百歲之後家廟遠, 寧有雲仍來省一廻首. 前有黃熊啼, 後有蒼兕吼. 古今墳壙空纍
纍, 魂在魂無誰得究. 靜坐自思量, 不若生前一杯濡. 我口爲向子姪噵, 吾老何嘗溷汝久, 不必繫鮮爲. 但可勤置酒, 紙
錢千貫奠觴三. 死後寧知受不受. 厚葬吾不要, 徒作摸金人所取”
12) 金相洪, ｢韓中日 한시에 내재된 時間觀｣, 동아시아 고대학제16호, 동아시아고대학회, 2007,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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擊鼓催人命

둥둥등 북을 쳐 사람 목숨 재촉하는데

回頭日欲斜

머리 돌려 돌아보니 해는 이미 기울었네

黃泉無一店

황천길에는 주막이 하나도 없는데

今夜宿誰家

오늘밤은 뉘 집에서 잘거나

忠臣들의 생명관이다. 생명을 草芥처럼 버리는 비방함과 숭고함이 오롯이 그려져 있다.
하나뿐인 생명을 鴻毛처럼 여기고 지조와 절의를 지킨 숭고한 생명관이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순간에 “황천길에는 주막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밤은 뉘 집에서 잘거나"라고 태연하
게 생사를 초월한 시를 읊었다.
茶山 丁若鏞1762∼1836은 강진 유배지에서 향리에 있는 두 아들學淵, 學游에게 보낸 서간에서,
독서군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을 제시하였다. ①경학으로 根基를 세우고,
②史書를 섭렵하여 정치의 得失과 治亂을 알아야 하며, ③實用之學에 마음을 두고 고인의
경제에 관한 서적을 탐독하여, ④ 만백성을 윤택하게 하고 모든 사물을 기르려는 마음을 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소양과 마음 자세가 갖추어진 후에야 자연의 현상과 만
났을 때 저절로 문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고, 이것이 바로 詩家의 門地라고 立論하였다.
특히 ④의 “마음속에 항상 만백성을 윤택하게 하고 모든 사물을 기르려는 마음”, 즉 “澤萬民
育萬物”은 바로 다산 사상의 핵심이자 문학의 사명이며 생태사상이자 생명존중 사상이다.13)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을 거부하고 천명과 자연에 순응하며 살려는 세계를｢擬
古二首｣1에서 노래했다. 34세1795 때에 충정도 금정찰방으로 좌천되어 쓴 시에 생명관이 나
타나 있다.
西海有蟠桃

서왕모가 먹는 반도가 있고

東海有火棗

동해엔 신선 되는 화조가 있다네

食之得蛻化

이를 먹으면 허물을 벗어

永世不得老

영원토록 늙지 않는다네

衆人爭欣慕

모두들 다투어 이를 흠모하여

望望出遠道

구하려 아득히 먼길을 떠나지만

我獨守我家

나 홀로 내 집을 지키며

且與妻子好

처자식과 사랑하며 살리라

山田種黃粱

산전엔 기장을 심고

13) 丁若鏞, ｢寄二兒｣壬戌 十二月 十二日 康津謫中, 與猶堂全書, 景仁文化社 影印, 1970. 440면. 金相洪, 茶山學의 新照明,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9. 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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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田種紅稻

무논엔 모를 심어

勤力芸其苗

부지런 힘써 김매는 것을

不問熯與潦

더우나 비 오거나 상관 않겠노라

庶幾望有秋

가을이면 얼마큼 추수할 터이니

使我性命保14)

그것으로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다산은 선계로의 비상을 거부하고 전원에서 노동하며 땀흘리고자 했다. 그러나 세상사를
절연하고 명철보신을 위하여 전원에 돌아가고자 한 것은 아니다. 즉 3천년 만에 한 번씩 열
려 西王母가 먹는다는 蟠桃와, 먹으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는 동해의 火棗를 그는 원하
지 않았다. 세속의 사람들이 불로장생을 위해 반도와 화조를 찾으려 떠나지만 “나 홀로 내
집을 지키며/ 처자식과 사랑하며 살리라”고 한 것은 仙界를 거부하고 天命을 수용한 것이다.
그가 오로지 山田에는 기장을 심고 무논畓엔 모를 심어놓고 덥거나 비오거나 상관하지 않고
부지런히 김을 매어 가을에 추수하여 먹고 살겠다한 것은,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의 꿈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妻子들과 노동하며 소박하게 살고자 함이었
다.15)
다산이 우부승지에서 좌천되어 처음 금정에 도착해보니 사방이 산뿐인 奧地인지라 답답
하여 가장 높은 九峰山을 발로 차서 엎어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잠시나마 이런 마음을 가
졌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구봉산에게 사과하는 시를 섰다. 이를 살펴보자.
重巒匼匝逼愁顔

산이 겹겹 둘러싸 시름 얼굴 죄어드니

鬱鬱常如坐甕間

답답하기 언제나 옹기 속에 앉아 있는 듯

安得猛如樊噲者

어찌하면 번쾌처럼 사나운 자 얻어서

靴尖踢倒九峰山16)

뾰쪽한 구두 발로 걷어차 구봉산을 엎어볼까

다산이 금정에 도착해서 보니, 사면이 산으로 둘러 쌓여있어 자신을 핍박하는 듯하고 또
한 높은 九峰山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에 처음에는 견디기 어려웠다. 그래서 承句에서 마치
옹기 속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轉結句에서는 이런 답답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어떻
게 하면 樊噲가 鴻門의 집회에서 項羽가 劉邦을 죽이려는 계략을 알고 수문장의 저지를 뚫
고 들어가 항우를 꾸짖고 유방을 탈출시킨 것처럼, 뾰쪽한 구두 발로 구봉산을 힘껏 차서
14) 丁若鏞, 與猶堂全書, ｢擬古二首｣, Ⅰ-2, 35b, 39면.
15) 金相洪, 茶山 文學의 再照明, 단국대출판부, 2003, 226∼227면.
16) 丁若鏞, 與猶堂全書, ｢驛樓四面皆山也. 其南有九峰山最高, 當前擁塞, 始來時頗不堪, 戱作絶句, 示伴客云｣, I-2,
35a,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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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러트릴 수 있겠느냐고 한탄하였다. 이 시는 戱作으로, 자신과 구봉산과 親和의 세계가
아니라 不和의 세계이다. 이 시가 비록 戱作이라고 하지만 우부승지에서 察訪으로 좌천된
鬱結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또한 구봉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에 답답한 심경을 이렇게 형
상화한 것이다.
그러나 다산은 구봉산을 발로 차서 엎어버리겠다고 노래한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구봉
산에게 사과하는 시 2수를 쓴 것은 자연과의 불화에서 친화의 세계로 回歸한 것이다. 아래
의 詩題에서 “이따금 앞서의 시를 읊을 때마다 부끄럽기 그지없어 운운”은 앞에서 살펴본
시를 말한 것이다.
｢요즈음 마음을 조용하고 맑게 가지는 시간이 차츰 오래되다보니 아침저녁으로 늘 산 기
운이 자꾸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따금 앞서의 시를 읊을 때마다 부끄럽기 그지없
어 다시 절구 두 수를 지어 구봉산에게 사과하였다.｣
朝朝爽氣足怡顔

아침마다 상쾌한 기운에 흡족하여 기쁜 얼굴

勝在芬華市陌間

번화한 도회지에 있는 것보다 좋은 데 있구나

安得澹如元亮者

어찌하면 도연명 같은 담박한 자를 만나서

悠然對坐九峰山

유연히 앉아 구봉산을 대할거나

寬懷無處不開顔

생각을 넓게 하면 얼굴 펴지 못할 곳이 없거니

海闊天空亦此間

넓은 바다 높은 하늘 이곳에도 있누나

萬物自生還自在

만물은 절로 나고 절로 있는 것이데

翰林何必剗君山17)

한림李白은 하필 동정호의 군산을 깎으려 했나

다산은 구봉산이 비록 자연의 일부이지만 생명이 있는 人格體로 인식하고 사과하는 시를
쓴 것은 바로 생명존중 사상의 詩的 구현이다. 금정에서의 생활이 시간이 흐르다보니 심리
적으로 안정되어 구봉산이 아름답게 보인 것이다. 그래서 제1수에서 산으로 둘려 쌓인 산간
벽지이지만 아침마다 상쾌한 기운이 있기에 번화한 도회지보다 좋은 데 살고 있다고 하였
다. 轉結句의 아름다운 구봉산을 도연명과 같은 담백한 사람과 함께 앉아서 유연히 관조하
고 싶다는 것은, 자연과의 융화이자 親和와 상생의 세계이다.
다산은 강진에 유배된 지 10년 되던 해49세, 경오 1810에 쓴 ｢弔蠅文｣ 쉬파리를 의인화한 寓

17) 丁若鏞, 與猶堂全書, ｢近日習靜漸久, 每日夕覺山氣益佳. 時誦此詩, 不勝愧怍, 遂更作二絶句, 以謝九峰山云｣, I-2,
35b,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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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文이다. 1810년 여름 유배지 강진에 쉬파리 떼가 극성을 부리니 백성들이 잡느라 야단이
었다. 다산은 쉬파리가 번성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①작년에 큰 飢餓와, ②혹한, ③염병
이 돌고, ④또한 가혹한 세금을 징수당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죽은 데서 찾았다. 이런 天
災와 人災 앞에서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민초들은 자연히 굶어죽어 시체가 길과 언덕에 즐
비한데 가련하게도 襚衣도 棺도 없었다. 이 버려진 시체에 훈풍이 불고 기온이 높아져 부패
하니 오래 전에 죽은 송장과 새로 죽은 송장에서 모두 썩은 물이 흥건히 고이고 엉기자, 자
연히 시신에서 구더기가 생겨 황하의 모래보다 만 배나 되었다. 이 구더기가 쉬파리로 변하
여 인가로 날아든 것이라고 그 원인을 밝혔다.18) ｢조승문｣은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우언
문으로 형상화했다. ｢조승문｣의 앞부분을 보자.
嗚呼蒼蠅 豈非我類

아! 이 쉬파리들이/ 어찌 우리 인간 무리가 아니리오

念爾之生 汪然出淚

너의 생명을 생각하면/ 절로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於是具飯爲殽 普請來集

이에 음식을 만들어/ 널리 청해와 모이게 하였으니

相傳相告 時嘬是口帀

서로 전하고 알려서/ 모여 먹도록 하거라 하고

乃弔曰

이에 다음과 같이 조문했다.

다산은 하찮은 쉬파리들을 우리 인간과 같은 무리嗚呼蒼蠅

豈非我類라고

했다. 쉬파리들은

불쌍하게도 굶주려 죽은 백성들의 轉身이라고 한데서 한 거름 더나가 인간의 무리라 하고
이들의 기구한 생명을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흐른다고 했다. 이러한 애민과 연민의 정신
은 결국 祭需를 차려 놓고, 쉬파리들을 모두 불러 먹도록 권하고 조문했다. 조문의 대상은
살아있는 쉬파리뿐만 아니라, 이미 대나무 통발에 걸려 죽거나 약을 뿌려 죽은 파리들도 포
함된다. 특히 쉬파리들을 굶어 죽은 백성의 轉身으로 보았고 또한 우리 인간의 무리로 격상
시킨 것은 대단한 풍자가 아닐 수 없다.
繩兮飛來 敶盂盤只

쉬파리야! 날아와서/ 이 소반에 모여라

有饛白飯 和羹酸只

수북히 담은 흰쌀밥에/ 국도 간 맞춰 끓여 놓았고

酒醴醲薰 雜麪饅只

무르익은 술과 단술에/ 국수와 만두가 있으니

沾君之渴喉 潤君之焦肝只

그대 타는 목축이고/ 그대 타는 창자 축이거라.

굶어 죽은 백성의 轉身인 쉬파리를 위해 소반 위에 흰쌀밥과 국, 잘 익은 술과 단술과 만
두를 차려 놓고 어서 와서 타는 목을 축이고 굶주린 창자를 채우라고 권한 것은 憐憫에서
18) 丁若鏞, 與猶堂全書, ｢弔繩文｣, I-22, 16b, 465-4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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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嚮人之愛이다.
繩兮飛來

無啜泣只

쉬파리야! 날아와서/ 훌쩍훌쩍 울지만 말고

挈爾父母

妻子合只

너의 부모와/ 처자도 모두 데리고 와서

聊玆一飽

無於悒只

한 번 실컷 포식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쉬파리에게 배고파서 훌쩍훌쩍 울지만 말고 부모와 처자도 모두 데리고 와서 한 번 실컷
포식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구현으로 嚮人之愛의 以文露情이다.19)
이 ｢弔蠅文｣은 다산의 생명존중 사상의 片鱗이다.
安重根1879∼1910 義士의 ｢丈夫歌｣에서도 생명관을 찾을 수 있다. 이 ｢장부가｣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러시아 할빈역에서 적격하기 전에 쓴 것이다. 안중근은 의거를 거행
하기 전 ｢丈夫歌｣를 지어 우덕순에게 주었으며, 우덕순도 ｢擧義歌｣답했다. ｢장부가｣를 보자
丈夫處世兮 其志大矣

장부가 세상에 처함이여 그 뜻이 크도다

時造英雄兮 英雄造時

때가 영웅을 지음이여 영웅이 때를 지으리로다

雄視天下兮 何日成業

천하를 크게 바라봄이여 어느 날에 업을 이룰고

東風漸寒兮 壯士義熱

동풍이 점점 차가워짐이여 장사의 의기는 뜨겁도다

念慨一去兮 必成目的

분개함이 한번 뻗치니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鼠竊伊藤兮 豈肯比命

도적쥐새끼 이등이여 그 목숨 어찌 사람목숨인고

豈度至此兮 事勢固然

어찌 이에 이를 줄 알았으리 도망 갈 곳 없구나

同胞同胞兮 速成大業

동포여 동포여 어서 빨리 큰 일 이룰지어다

萬歲萬歲兮 大韓獨立

만세 만세 대한독립

萬歲萬萬歲 大韓同胞

만세, 만만세 대한동포

안중근은 동양의 평화를 깬 침략자 伊藤博文을 “도적쥐새끼 伊藤이여 그 목숨 어찌 사람
목숨인고鼠竊伊藤兮

豈肯比命”라고

했다. 침략자 伊藤博文은 도적쥐새끼라서 그의 생명은 사람

의 생명이 아니라고 했다. 뜨거운 우국충정의 소산이다.
梅泉 黃 玹1855∼1910은 일제에 의해 國權被奪이 되자 國恥를 통분하며 ｢絶命詩｣4首를 남
기고 음독 순국했다. 조선왕조가 1910년 8월 29일 庚戌國恥로 망하자, 9월 8일에 ｢絶命詩｣를
쓰고, 9일 소주에 아편을 타서 마시고 다음날인 10일 사망했다. 이때 그의 나이 56세였고 한
일합방이 된지 11일 만의 일이었다.
19) 金相洪, ｢茶山 詩의 相生論 攷｣, 漢文學論集제21집, 槿域漢文學會, 2003, 72∼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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亂離滾到白頭年

난리에 소나기처럼 빨리 온 백발의 나이

幾合捐生却未然

몇 번이나 죽으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네

今日眞成無可柰

이제는 더 어찌할 수 없게 되었소

輝輝風燭照蒼天

휘황찬란한 바람 앞 촛불이 푸른 하늘 비추네

妖氛晻翳帝星移

요기가 가려서 나라가 망했으니

九闕沈沈晝漏遲

대궐은 침침해지고 시간도 더디구나.

詔勅從今無復有

조칙도 지금부터 다시는 없을 것이니

琳琅一紙淚千絲

옥빛 조서에 눈물이 천 가닥 만 가닥

鳥獸哀鳴海嶽嚬

새와 짐승도 애달파 울고 바다와 산도 찌푸리네

槿花世界已沈淪

무궁화 세계 이미 망하고 말았네

秋燈掩卷懷千古

가을밤 등잔 밑 책 덮고 지난 역사 생각해보니

難作人間識字人

인간으로 지식인 노릇하기 정히 어렵구나.

曾無支廈半椽功

일찍이 나라 위한 공적 조금도 없으니

只是成仁不是忠

다만 죽음은 어진 마음이나 충성은 아니로다

止竟僅能追尹穀

끝맺음이 겨우 尹穀을 따르는 것뿐이니

當時愧不躡陳東20)

당시에 陳東을 따르지 못함이 부끄럽구나21)

황현은 나라가 망하자 “몇 번이나 죽으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幾合捐生却未然”, “인간으로
지식인 노릇하기 정히 어렵구나難作人間識字人”라 하여 지식인의 처신을 바르게 해야함을 토
로했다. 그는 “나라가 선비를 양성한지 500년이나 되었지만 나라가 망하는 날 한명의 선비
도 스스로 죽는 자가 없으니 슬프지 않겠는가” 라는 말을 남기고 음독 자결했다. 벼슬을 하
지는 않기에 죽을 의무는 없었다. 그래서 “일찍이 나라 위한 공적 조금도 없으니曾無支廈半椽功
/ 다만 죽음은 어진 마음이나 충성은 아니로다只是成仁不是忠“라고 하여 자신의 죽음은 殺身成
仁이지 국가에 忠은 아니라고 했다.
나라가 망하자 음독 자실한 대쪽같은 선비 황현의 ｢絶命詩｣에서 韓末 지식의 생명관을
찾을 수 있다.

20) 黃 玹, ｢絶命詩｣, 黃玹全集(上), 亞細亞文化社, 1978. 360∼361면.
21) 南宋의 尹穀은 몽고 침입 때 자결했고, 陳東은 참형을 당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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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中國詩의 生命觀
중국은 思想의 나라이다. 그러므로 생명관을 정리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老莊을 비롯한
諸子百家의 사상에서 생명관이 각양각색이다. 오언시 중에서 最古의 시인 ｢古詩十九首｣ 15
수를 보자.
生年不滿百

살아 있는 세월 백년도 못되는데

常懷千歲憂

항상 천년의 근심을 품고 사는구나

晝短苦夜長

낮은 짧고 괴로운 밤은 기니

何不秉燭遊

어찌 밤에 촛불을 밝혀 놀지 않으리

爲樂當及時

즐길 일은 마땅히 그 때에 즐겨야지

何能待來茲

어찌 능히 다음을 기다릴까

愚者愛惜費

바보는 비용을 아까워하다가

但爲後古嗤

다만 후세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네

仙人王子喬

신선 된 왕자교와

難可與等期

같이 되는 기약하기 어렵나네

이 시는 우리 인간들은 백년도 못사는 유한한 인생인데 천년을 살 것처럼 근심을 하는 것
을 비판했다. 백년도 못사는 만큼 호시절에 촛불을 밝혀놓고 즐겁게 놀자고 하여 현재적 삶
을 중요시했다. 돈이 아까워 유흥비를 아끼는 것은 후세의 비웃음거리라고 했다. 神仙이 된
王子喬와 같이 되기는 어려운 만큼 현실의 삶을 중시햇다.
漢 武帝B.C.

157〜87의

｢秋風辭｣를 보면, 천하의 帝王도 가을바람 불고 초목이 시드니 민감

하게 반응했다.
秋風起兮白雲飛
草木黃落兮雁南歸

가을바람 불고 흰 구름 나니
초목이 누렇게 시들고 기러기 남쪽으로 돌아가네

蘭有秀兮菊有芳

난초는 빼어나고 국화는 향기로우니

懷佳人兮不能忘

아름다운 분을 그리워 잊을 수 없도다

泛樓船兮濟汾河

다락배를 띄워 분하를 건너가는데

橫中流兮揚素波

중류를 가로질러 가니 흰 물결 날리도다

簫鼓鳴兮發棹歌

퉁소소리와 북소리 울리고 뱃노래를 부르니

歡樂極兮哀情多

환락이 지극하나 슬픈 마음도 많도다

少壯幾時兮奈老何22)

젊은 날이 얼마나 되는가 늙음을 어이하리

12 동아시아 고대 생명관의 현대적 계승과 변주 (東아시아古代學會)

천하의 漢 武帝도 가을바람에 초목이 시들고 기러기가 남쪽 날아가는 凋落의 계절을 맞
아 凡人과 같이 애상에 젖었다. 그래서 “젊은 날이 얼마나 되는가 늙음을 어이하리”少壯幾時兮
奈老何라고

한탄했다. 젊은 시절은 빠르게 흘러가 어느 사이 노인이 된데 대하여 서글퍼하는

것은 빈부귀천이 다르지 않다.
陶淵明365-427의 ｢桃花源記幷詩｣23)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큰 영향을 끼쳤다. 무릉도원이
동아시아인의 의식 속에 羨望과 憧憬의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도연명이 58세 때인 42
2년宋, 永初 3년, 壬戌에 ｢桃花源記幷詩｣를 세상에 발표한24) 이후부터이다. ｢桃花源記幷詩｣의 자
수는 비록 記가 319字이고 詩가 160字로 모두 479자에 불과하지만, 동아시아인들에게 “武陵
桃源 = 理想鄕”이라는 等式을 깊이 각인시켜, 曹丕가 말한 문학의 힘을 새삼 실감할 수 있
다. 그러나 도연명 자신은 물론 南陽에 사는 고결한 선비 劉子驥도 도화원을 찾지 못했다.
오직 그곳을 가본 사람은 晋나라 孝武帝 시절인 太元376-396 년간에 武陵에 살던 어부 단 한
사람뿐이었다. 도연명은 이 내용을 노래하여, 동아시아인들의 腦裏에 “武陵桃源 = 理想鄕”
이라는 等式을 刻印시키는데 성공했다.
영씨진시황가 天道를 어지럽히자/ 현자들이 세상을 피해 숨어버렸네/ 네 명의 은자들 상산으
로 갔고/ 백성들도 역시 떠났다네/ 은신해 갔던 발자국 묻혀 지워졌고/ 이곳 오던 길 황폐해
묻혀버렸네/ 서로가 도와 농사짓고/ 해가 지면 편안하게 쉬었네/ 뽕나무 대나무 무성해 그늘이
짙고/ 콩과 기장 때맞춰 심었네/ 봄누에 쳐서 비단실 수확하고/ 가을 추수해도 세금 바치질
않네/ 황폐한 길이 희미하게 트였고/ 닭과 개가 서로 우짖네/ 제사도 옛 진나라 법대로 지내고/
의복 모양 새롭게 만들지 않았네/ 어린애들 길에서 멋대로 노래하고/ 백발노인들 즐겁게 왕래
하네/ 풀이 자라니 따듯한 봄철인줄 알고/ 낙엽이 지자 바람찬 겨울임을 아네/ 비록 달력 같은
기록이 없어도/ 사계절 변화로 일 년을 아네/ 기쁨이 충만하여 즐겁게 살고/ 애써서 꾀나 재간
을 부리지 않네/ 흔적 없이 숨겨진지 오백년 만에/ 하루아침에 신비의 세계가 드러났네/ 순박한
도화원과 야박한 속세는 맞지 않아/ 다시 선경을 깊이 감췄다네/ 묻노니 속세에 사는 이들이/
어찌 속세 밖의 무릉도원을 알겠는가/ 원컨대 사뿐히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 내 뜻에 맞는
곳 찾으리라!25)

22) 漢 武帝, ｢秋風辭｣, 古文眞寶 後集, 권1.
23) 陶淵明,｢桃花源記並序｣, 楊家駱 主編,陶靖節集注, 世界書局印行, 中華民國 63년, pp.81-83.
24) 陶淵明이｢桃花源記｣의 지은 年度에 대한 諸說이 있으나, 李成鎬의 ｢도연명 연보｣(陶淵明全集, 文字香, 2001,
344면)를 따랐음.
25) 陶淵明, 楊家駱 主編, ｢桃花源記並詩｣, 陶靖節集注․鮑參軍詩注, 世界書局印行, 中華民國 63년, 82-83면. “嬴氏亂
天紀, 賢者避其世. 黃綺之商山, 伊人亦云逝. 往迹浸復湮, 來逕遂蕪廢. 相命肆農耕, 日入從所憩. 桑竹垂餘蔭, 菽稷
隨時藝. 春蠶收長絲, 秋熟靡王稅. 荒路曖交通, 雞犬互鳴吠. 俎豆猶古法 衣裳無新製. 童孺縱行歌, 斑白歡游詣. 草榮
識節和, 木衰知風厲. 雖無紀曆志, 四時自成歲. 怡然有餘樂, 于何勞智慧. 奇蹤隱五百, 一朝敞神界. 淳薄旣異源, 旋
復還幽蔽. 借問游方士, 焉測塵囂外. 願言躡輕風, 高擧尋吾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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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명은 秦始皇의 虐政으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었던 秦나라
백성들이 처자식을 이끌고 인적이 닿지 않은 심심산골로 들어간 곳이 무릉도원이라고 보았
다. 흔적 없이 숨겨진 도화원이 武陵의 한 어부로 인하여 오백년 만에 하루아침에 신비의
세계가 드러났으나, 순박한 도화원과 야박한 속세는 맞지 않아 다시 선경을 깊이 감췄다는
것이다. 이어서 “묻노니 속세에 사는 이들이/ 어찌 속세 밖의 무릉도원을 알겠는가”라고 하
여, 속세의 인간들은 도화원을 찾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후세인들은 이를 看破하
지 못하고 공연히 찾느라 헛수고를 했다.
도연명은 ①虐政과 혼란이 없는 새로운 세계로 탈출․도피처로서의 이상적인 공간이 필요
함을 절감하여, ②가공의 어부를 등장시켜 가상의 지상천국을 만들어서마치
가공의 어부와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세상에 밝힌 것처럼,

屈原이 ｢漁父辭｣에서

③위정자에게 虐政에 대한 敎訓을 주고

④질곡의 삶을 사는 민초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위안을 주고 樂土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 위하
여 해방의 공간, 지상의 낙원인 무릉도원을 創案해 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연명의 ｢桃花源
記｣는 한자문화권인 동아시아인들의 腦裏에 “武陵桃源 = 理想鄕”이라는 等式을 깊이 각인
시켰다.26)
陶淵明은 ｢歸去來辭｣에서 “聊乘化以歸盡, 樂夫天命復奚疑”라고 하였고, ｢歸田園居｣에서
는 “어려서부터 세속과 맞지 않았고 성품이 본래 산을 좋아했었기에 종국에는 오랫동안 새
장 속에 갇혔었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왔노라고 했다.27) 그는 또한 ｢神釋｣에서 이렇게 노
래했다.
甚念傷吾生

지나친 생각 내 삶을 상하게 하나니

正宜委運去

정히 운명에 맡김이 마땅하리

縱浪大化中

자연 조화의 물결에 내맡기면

不喜亦不懼

기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네

應盡便須盡

응당 끝나면 끝날 뿐이요

無復獨多慮28)

다시 홀로 더 생각할 것 없으리

지나친 생각은 자신의 삶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운명에 맡긴다고 했다. 자연조화의 물결
에 맡기면 기쁨과 두려움도 없다면서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추구했다.
이어서 宋나라 王安石1021-1086의 시 ｢桃源行｣을 보자.
26) 金相洪, ｢東亞細亞의 理想鄕 武陵桃源｣, 東아시아 古代學제14호, 동아사아고대학회, 2006, 264∼267면.
27) 陶淵明, 楊家駱 主編, ｢歸田園居｣(1) 陶靖節集注 ․ 鮑參軍詩注, 世界書局印行, 中華民國 63년, 15∼16면. “少無
適俗韻, 性本愛丘山.…… 久在樊籠裏, 復得返自然.”
28) 楊家駱 主編, 陶靖節集注, <神釋>,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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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夷宮中鹿爲馬

망이궁에서 사슴을 말이라 우기니

秦人半死長城下

진나라 사람들 반이나 만리장성 아래서 죽어갔네

避世不獨商山翁

난을 피해 숨은 이들 상산의 네 노인뿐만 아니고

亦有桃源種桃者

도원에서 복숭아 심었던 이들도 있었네

此來種桃經幾春

여기에 와 복숭아 심은 후 세월이 얼마나 지났던가

採花食實枝爲薪

꽃을 따고 열매를 먹고 가지로 땔감을 하였네

兒孫生長與世隔

자손들 태어났으나 세상과 격리되어

知有父子無君臣

부자지간만 알고 임금과 신하가 있는 줄 몰랐네

漁郞漾舟迷遠近

어부가 배타고 갔다 길을 잃고 헤매다

花間相見驚相問

꽃 사이로 서로 보고 놀라 물었다네

世上那知古有秦

세상이 어찌 옛 秦나라만 있는 줄 알고

山中豈料今爲晉

산중에 사니 지금이 晋나라인줄 어찌 알았으리

聞道長安吹戰塵

장안에 전쟁이 나 먼지 자욱하단 말 듣고

春風回首一霑巾

봄바람 부는 곳 머리 돌려 눈물이 수건을 적셨네

重華一去寧復得

순임금이 한 번 가시니 어찌 다시 만날 수 있으리

天下紛紛經幾秦29)

천하가 혼란하여 몇 번이나 秦나라가 지나갔던고

왕안석은 무릉도원의 역사적 배경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의 일상생활을 그렸다. 도화
원은 신선들이 사는 선계가 아니라 난을 피해 산 속으로 숨어든 秦나라 사람들의 후손이 사
는 곳이라고 이해한 것은 전자들의 시각과 같다. “자손들 태어났으나 세상과 격리되어/ 부자
지간만 알고 임금과 신하가 있는 줄 몰랐네”兒孫生長與世隔 知有父子無君臣는 지상낙원이다. “知有
父子無君臣”의 사회는 왕안석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장 동경하는 이상적인 사회이기도 하다.
도화원 사람들은 흥망이 유수하여 왕조가 몇 번 바뀌었어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은둔의 낙원이었다. 結聯은 시의 주제이다. 왕안석이 추구한 세계이자 순임금과 같은 성군
이 다시 태어나 태평성세가 도래하기를 기원한 것이다.
盛唐의 崔敏童은 ｢宴城東莊｣에서 현재 시간의 소중함을 노래했다.
一年始有一年春

한 해가 가면 한 해는 봄부터 시작되고

百歲曾無百歲人

인생 백년이지만 백년을 산 사람은 없네

能向花前幾回醉

꽃 앞에서 마음껏 취할 때가 몇 번이나 되겠는가

十千沽酒莫辭貧

가난타 말고 만 냥하는 좋은 술을 사시오

29) 王安石, ｢桃源行｣, 王臨川全集, 世界書局印行, 中華民國 66년,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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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가면 다시 한 해의 시작은 다시 봄부터 시적하지만 사람은 백년을 사는 이가 없
다면서 유한한 인생을 슬퍼했다. 꽃 앞에서 마음껏 취할 때가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가난타
말고 좋은 술을 사서 마시자고 했다. 현재의 시간을 허송하지 말고 실컷 즐기자는 것이다.
晩唐의 羅隱833∼910은 20세에 進士에 응시한 이래 10차에 걸쳐 도전했으나 落榜을 한 불
우한 시인이다. 그의 ｢自遣｣을 보자.
得卽高歌失卽休

얻으면 크게 노래부르고 잃으면 쉬노라

多愁多恨亦悠悠

수심도 많고 한도 많으나 유유자적하네

今朝有酒今朝醉

오늘 아침 술 있으면 오늘 아침에 다 마시고

明日愁來明日愁

내일 근심은 내일 걱정하노라.

10회나 과거에 떨어지다보니 삶에 대한 희망도 애착도 없었다. 이 시가 達觀의 경지처럼
보이지만 불우한 삶에 대한 좌절의 비애가 내재되었다.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以詩哀之했다.
北宋의 東坡 蘇軾1037∼1101은 못생긴 아내와 악독한 첩이라도 독수공방 보다는 좋다고｢薄
薄酒｣에서 노래했다.
薄薄酒 勝茶湯

맛없는 술이라도 끓인 차보다 낫고

粗粗布 勝無裳

거친 베옷이라도 치마 없는 것 보다 나으며

醜妻惡妾勝空房

못생긴 아내 악한 첩이라도 독수공방 보단 낫다네

五更待漏靴滿霜

새벽에 대궐문 열리기 기다리다
신발에 서리 가득한 벼슬살이는

不如三伏日高睡足北窓凉

삼복에 해가 높이 뜨도록 자며 시원한
북창에 발 뻗고 사는 것만 못하다네

珠襦玉匣萬人祖送歸北邙

비단옷 입혀 옥관에 뉘어 만인의
전송받으며 북망산 가는 것은

不如懸鶉百結獨坐負朝陽

누더기 입고 홀로앉아 아침햇빛을
등에 받는 거지만 못하네

生前富貴死後文章

생전에 부귀 누리려하고 사후에 문장 남기려 하나

百年瞬息萬世忙

백년도 순식간이요 만년도 바삐 지나가는 것을

夷齊盜跖俱亡羊

백이숙제와 강도인 도척도 다같이 실패했나니

不如眼前一醉
是非憂樂都兩忘30)

눈앞에 크게 술 취해
시비와 근심과 즐거움을 모두 잊는 것만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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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술을 예찬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인생사를 이끌어 들여 비교했다. ①맛없는 술
이라도 끓인 차보다는 맛이 있어 좋다고 하여 술의 덕을 찬미하였고 ②하찮고 볼품없는 조
악한 베옷이라 할지라도 치마가 없는 것보다 낫고 ③못생긴 아내와 악독한 첩이라도 홀아비
로 혼자 살며 독수공방하는 것보다 낫고 ④野人의 삶이 벼슬살이하는 관리보다는 훨씬 좋
다. 이른 새벽 출근하여 대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또한 朝會를 기다리다 보면 신발에 하
얀 서리가 수북하게 쌓이는 벼슬아치의 고달픈 삶보다는 한 여름에 해가 중천에 높이 뜰 때
까지 실컷 잠을 자며 시원한 바람이 부는 북쪽 창가에 두 다리 죽 뻗고 사는 자유로운 야인
의 삶이 보다 값진 것이라고 했다. ⑤죽어서 금옥으로 치장한 수의를 입혀 옥으로 만든 관
속에 넣어져 뭇 사람들의 애도 속에 꽃상여 타고 공동묘지인 북망산에 가서 묻히는 고관대
작들 보다는, 차라리 너덜너덜하고 덕지덕지 기운 옷 입고 홀로 앉아 따뜻한 아침 햇살을
등에 받으면서 이蝨를 잡는 거지 신세만 못하다고 했다. 죽어 응접실의 장식품이 되느니 차
라리 진흙탕을 헤엄치며 사는 산 거북이 신세가 훨씬 값지다는 莊子의 우화와 같다. ⑥살
아생전 부귀를 누리려 하고 죽은 후에 문장가로 이름이 천추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인간들에
게, 백년 세월도 찰나이며 만년의 긴 세월도 바삐 지나가는 것이라 하여 인생의 무상을 노
래했다. 결론적으로 천추대절로 仁을 이룩한 훌륭한 백이와 숙제는 물론 춘추시대 秦나라
도둑인 盜跖이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만큼, 살아생전 실컷 술을 마시고 크게 취하
여 인생사의 시비와 근심과 즐거움을 모두 잊어버리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다.31)
南宋 최후의 재상이자 忠節의 師表로 추앙받는 文天祥1236∼1282의 ｢正氣歌｣를 보자. 문천
상은 元나라 장군 張弘範에게 패하여 燕京의 土室에 갇혔다. 土室에 갇히는데 넓이가 8尺,
깊이가 4尋쯤 되는 낮고 조그마한 문짝에 빛 들어오는 틈도 좁고 짧아 더럽고 어두컴컴한
곳이었다. 그런 곳에서 3년을 갇혀 지내면서도 온갖 회유와 협박을 당하고도안 굴하지 않았
다가 47세로 형을 받고 장렬한 최후를 마치었다. 형을 받기 전에 지은 유명한 ｢正氣歌｣에서
생명관을 볼 수 있다.
천지에 정기가 있으니/ 섞이어서 흐르는 형상을 받았도다/ 아래선 하천과 뫼가 되었고/
위에선 해와 별이 됐으며/ 사람에서 호연이라 부르니/ 누리에 또한 가득 들어찼더라/ 황로는
청이에 당도하고/ 화기를 머금어 맑은 뜰에 토하네/ 시국이 궁하여 절의를 보이니/ 하나하나
역사에 드리웠더라/ <중 략> 이 正氣가 힘차 가득할 때/ 얼음인 듯 불인 듯 만고에 살았으니/
해도 달도 꿰뚫는 마당에/ 삶과 죽음을 어찌 논하리오/ 땅의 벼리 이를 힘입어 섰고/ 하늘 기둥
이를 힘입어 높았다/ 삼강이 참으로 여기 목숨을 걸었고/ 도의가 이로써 뿌리를 삼았더라/ 슬프
다 내가 어지러운 때 만나/ 매인 듯 힘 못썼을까/ 남쪽의 갇힌 사람 갓에 끈 매고/ 수레에 실려
30) 古文眞寶 前集.
31) 金相洪, 꽃에 홀려 임금을 섬기지 않았네, 2007, 새문사, 433∼4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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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북쪽에 이르러 보니/ 끓는 솥 달기 엿보다 더하건만/ 찾아도 얻을 길이 없구나/ 어둔 방에
귀신불만 껌벅거리는데/ 봄 동산 하늘 캄캄하게 잠기었구나/ 소와 천리마가 한 마구간에 있고/
닭집에 봉황이 살며 같이 먹다가/ 하루아침 안개 이슬 맞고 보면/ 도랑 속의 뼈다귀 신세 돼버
리니/ 이렇듯 두 번 더웠다 추운 동안/ 온갖 병 스스로 물러갔구나/ 슬프다 이 진탕 속이/ 나의
즐거운 나라 됐구나/ 어찌 무슨 잔재주 있어/ 음양이 도둑질 못한 것일까/ 돌아보아 이 속에
깜박이는 빛/ 우러러 저기 떠도는 흰 구름/ 끝없는 내 마음의 슬픔이여/ 푸른 하늘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철인은 날마다 이미 멀어지고/ 형벌은 아침저녁 간에 곧 있을 것이네/ 바람부는 처마
밑에 책을 펴 읽으니/ 옛 진리가 내 얼굴을 비쳐주노라!32)

이 ｢正氣歌｣가에는 문천상의 추상같은 忠義가 오롯이 내재되었다. 시절이 궁하여 절의를
보이니 하나하나 역사에 드리웠더라時窮節乃見 一一垂丹靑라 한 후 충절을 바친 이들의 기렸다.
천하에 正氣가 살아 있어 해도 달도 꿰뚫는 마당에 어찌 생사를 논할 수 있겠느냐當其貫日月
生死安足論고

하여 조국 南宋을 위해 생명을 초개처럼 버리겠다고 했다. 감옥인 土室의 어둔

방에 귀신불만 껌벅거리는데 봄 동산 하늘 캄캄하게 잠긴陰房闃鬼火 春院閟天黑 열악한 환경이라
소와 천리마가 한 마구간에 살고 있고 닭집에 봉황이 같이 살며 먹는牛驥同一皂 鷄棲鳳凰食 형국
이었다. 그러나 문천상은 진탕 속의 土室이 자신의 즐거운 나라爲我安樂國라고 했다.
그는 元 世祖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47세로 1283년 1월9일 다음과 같은 ｢絶筆詩｣를 남
기고 순국했다.
孔曰成仁

공자는 살신성인하라 하시고

孟曰取義

맹자는 捨生取義하라 하셨나니

惟其義盡

오직 忠義로움을 다해야만

所以仁至

仁에 이르는 바이네

讀聖賢書

성현의 책을 읽을 제

所學何事

배운 바 그 무엇이겠는가

而今而後

오늘 이후에는

庶幾無懷33)

거의 부끄러움을 없노라

32) 文天祥, 楊家駱主編, ｢正氣歌｣, 文文山全集, 世界書局印行, 中華民國 68, 375∼376면. “天地有正氣, 雜然賦流形.
下則爲河嶽, 上則爲日星. 於人曰浩然, 沛乎塞蒼冥. 皇路當淸夷, 含和吐明廷. 時窮節乃見, 一一垂丹靑. <중 략> 是
氣所磅礡, 凜熱萬古存. 當其貫日月, 生死安足論. 地維賴以立, 天柱賴以尊. 三綱實係命, 道義爲之根. 此如遘陽九 隷
也實不力. 楚囚纓其冠, 傳車送窮北. 鼎鑊甘如飴, 求之不可得. 陰房闃鬼火, 春院閟天黑. 牛驥同一皂, 鷄棲鳳凰食.
一朝蒙霧露, 分作溝中瘠. 如此再暑寒, 百沴自辟易, 嗟哉沮洳場. 爲我安樂國 豈有他繆巧. 陰陽不能賊, 顧此耿耿在.
仰視浮雲白, 悠悠我心悲. 蒼天曷有極, 哲人日已遠, 典刑在宿昔, 風簷展書讀, 古道照顔色”
33) 文天祥, 楊家駱主編, ｢宋少保右丞相兼樞密使信國公文山先生紀年錄｣, 文文山全集, 世界書局印行, 中華民國 68,
4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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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천상은 공자의 殺身成仁과 맹자의 捨生取義를 실천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南宋
의 右丞相 문천상의 ｢正氣歌｣와 ｢絶筆詩｣만을 보더라도 그의 忠義節烈을 알 수 있다. 시풍
은 遺民詩의 전범으로 침울하고 비장한 것이 특색이다. 다시 말하면 망국의 신민을 거부하
고 하나뿐인 생명을 버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를

실천했다.

Ⅳ. 日本의 生命觀
일본인들이 생명관에 관한 最古의 기록은 日本紀에 수록된 聖德太子가 604년推古天皇 12
에 頒布한 十七條憲法의 제16조일 것이다. 이를 보자 .
열여섯째, 백성을 부리되 시기에 맞추어 하라는 것이 옛날의 좋은 규범이었다. 그러므로
겨울은 농한기이니 백성을 부릴 수 있고, 봄에서 가을까지는 농사짓고 누에치는 계절이므로
백성을 부릴 수 없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무엇을 머긍 것이며, 뽕나무를 길러 누에치지 않으면
무엇을 입을 것인가.34)

이 16조에 백성을 부려도 농사철을 피해 겨울철 농한기에 하라고 명시한 것은 백성들이
생업을 보호하여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마치 신라의 圓光法師의 세속오계의 殺生
有擇과 유사하다. .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한시집인 懷風藻에 수록된 葛野王의 ｢遊龍門山｣를 보자.
命駕遊山水

수레를 내어 산수에 노닐어

長忘冠冕情

길이 벼슬살이 정을 잊노라

安得王喬道

어찌하면 왕자교의 도를 얻어

控鶴入蓬瀛35)

학을 타고 봉래산 영주산에 들어갈까

이 시를 쓴 葛野王669?∼706은 弘文天皇648∼672의 장남이다. 황제의 장남으로 부러울 것이
없었을 것인데 백학을 타고 신선이 된 王子喬를 부러워하고 있다. 온갖 福樂을 누리고도 영
생불사를 바라는 생명관이 나타나 있다.
日本人의 의식 속에 내재된 이상향 무릉도원에 대한 시각은 中國詩와 韓國詩에 내재된

34) 十七條憲法, 猪口篤志 著, 沈慶昊 韓睿源 共譯, 日本漢文學史, 소명출판, 2009, 37면. “十六曰, 使民以時, 古之
良典, 古冬月有閒, 以可使民, 從春至秋, 農桑之節, 不可使民, 其不農何食, 不桑何服.”
35) 葛野王, ｢遊龍門山, 猪口篤志 著, 沈慶昊 韓睿源 共譯, 日本漢文學史, 소명출판, 2009,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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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에도江戶 시대의 友野霞舟토모노카슈우, 1791-1849,

통칭 雄助, 호 霞舟

의 ｢題桃花源圖｣를 보자.
桃溪風暖落花繁

복사꽃 핀 여울 바람 따듯하고 낙화가 어지러운데

照地紅霞擁洞門

땅에 비친 붉은 노을 골짝 어귀에 끼어 있네

耕稼猶諳秦歲月

농사일 하면서 진나라 세월에 익었나니

版圖未入漢乾坤.

그 땅은 아직 한나라 영토에 들어가지 않았도다

數聲鷄犬知何處

개짓고 닭 우는 소리 어느 곳인가

十畝桑麻別有邨

열 이랑의 뽕밭 삼밭 따로 마을 있구나

一自漁郞停棹後

어부가 한번 노를 멈춘 뒤로는

長敎塵世說僊源36)

오래도록 속세인들에게 仙源을 말하게 했구나

友野霞舟는 무릉도원은 秦나라 백성이 虐政을 피해 은신한 곳으로서 오랜 세월이 흘렀건
만, 지금이 漢나라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무릉의 어부 이후 속세에서는 그곳을
“仙源”, 즉 신선이 사는 곳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中島米華나카지마베이카,

1801-1834, 통칭 增太, 호 米華 또는 海堂窠의

｢題桃源圖｣를 보자.

咸陽宮殿已爲灰

함양의 아방궁 이미 재가 되었으니

徐福樓船何日回

徐福의 다락배는 언제 돌아갈 것인가

咫尺桃源求不得

지척의 무릉도원 찾을 수 없는데

笑他辛苦問蓬萊37)

우습구나 저 고생하며 봉래산을 묻다니

中島米華도 에도시대 문인이다. 그는 진시황의 阿房宮이 이미 불에 타서 재가 되었는데
不老草를 구하러 온 徐福의 배는 돌아갈 줄 모른다고 하여, 시간이 정지된 곳으로 무릉도원
을 형상화 했다. 또한 지척에 있는 도화원도 찾을 수 없는데도, 신선이 살고 있다는 海上에
있는 蓬萊山을 찾으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풍자했다.38)
平安시대 말기 시인 大江匡房1041∼1111의 ｢病中作｣을 보자.
近死慙情沈病愁

죽음에 임하여 病愁에 빠지다니 부끄럽도다

一時計會是窮愁

일시의 계산이 걷 窮愁뿐이로군

36) 友野霞舟, ｢題桃花源圖｣. 猪口篤志 著, 沈慶昊․韓睿嫄 譯, 日本漢文學史, 소명출판사, 2000, 530면.
37) 中島米華, ｢題桃源圖｣. 猪口篤志 著, 沈慶昊․韓睿嫄 譯, 日本漢文學史, 소명출판사, 2000, 474면.
38) 金相洪, ｢東亞細亞의 理想鄕 武陵桃源｣, 東아시아 古代學제14호, 동아사아고대학회, 2006, 287∼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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頭如霜雪白將盡

머리는 霜雪같이 다 희어 가고

淚與梧桐紅不留

눈물은 오동같아 붉은 흐름이 그치지 않는구나

榮路紛紛花散漫

꽃잎이 흩어져 꽃길은 분분하고

生涯苒苒水奔流

물이 콸콸 흐르듯 생애는 황망하다

非王子晉誰長好

왕자진 아니고서야 누가 영원히 좋으랴

九聖七賢今在不39)

九聖七賢이 지금 있는가 없는가

병석의 시인은 病患과 窮함으로 인한 근심에 빠진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신선된 王子喬의
장수를 제외하고는 인간 모두가 病愁와 窮愁로 有限한 삶을 사는 것을 슬퍼하면서 지금 九
聖과 竹林七賢40)이 있느냐고 했다.
江戶시대 龜田鹏齋1752∼1826의 ｢放歌｣에서 생명관을 보자.
人俟河淸壽幾何

사람들 황하가 맑길 기다린다만 수명이 얼마인가

功名富貴亦無多

공명과 부귀도 많지 않은 것을

古今興廢一丘貉

고금 흥폐는 한 담비의 언덕과 같고

日月往來兩擲梭

일월의 왕래는 베틀의 두 북과 같아라

秦廟草荒埋石馬

진시황묘에 우거진 풀은 石馬를 묻고

漢門霜冷卧銅駝

한나라 궁궐 찬 서리에 銅駝가 엎어졌네

桑田碧海须臾夢

상전이 벽해되어 잠깐 사이 꿈이니

我擧一杯君試歌41)

나는 술잔 들고 그대는 노래부르게

사람들은 황하가 맑기를 기다리지만 인간의 수명은 짧아 그 맑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인
간의 생명과 부귀공명은 有限한 것이라고 했다. 고금의 흥망성쇠는 한 언덕의 담비와 같고
일월의 오고감은 베틀의 두 북과 같다고 인식했다. 진시황의 무덤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石馬를 묻혔고 漢나라 궁권은 폐허가 되어 銅駝가 엎어진 것은 흥망성쇠를 말한 것이다. 상
전이 벽해가 되는 것도 잠간 사이의 꿈이라서 이 덧없음에 자신은 술을 마시고 그대는 권주
가를 부르라고 했다. 자연은 무궁한데 인간의 유한함을 슬퍼했다.
다음은 江戶시대 大田南畝寢惚先生,

1749∼1823의

｢題壁｣를 보자.

39) 大江匡房, ｢病中作｣. 猪口篤志 著, 沈慶昊 韓睿源 共譯, 日本漢文學史, 소명출판, 2009, 213면.
40) 九聖은 伏羲 神皇 黄帝 堯 舜 禹 文王 周公 孔子이다. 七賢은 죽림칠현으로 魏·晉의 정권교체기에 부패한 정치권
력에는 등을 돌리고 죽림에 모여 거문고와 술을 즐기며 淸談으로 세월을 보낸 阮籍·嵆康·山濤·向秀·劉伶·阮咸·王
戎으로 그들은 개인주의적·무정부주의적인 老莊思想을 신봉했다.
41) 龜田鹏齋, ｢放歌｣. 猪口篤志 著, 沈慶昊 韓睿源 共譯, 日本漢文學史, 소명출판, 2009, 3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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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長牛門十八秋

牛門에서 자란지 열여덟 해

濁酒弾琴拊髀遊

탁주에 거문고 타며 넓적다리 치며 즐겼다

人生上壽縦満百

인생의 上壽로 백년을 채워

三萬六千日悠悠

삼만 육천 일을 유유히 지내려하네

功名富貴浮雲似

공명과 부귀는 뜬 구름과 같아

笑他文繍羨犠牛

비단 옷 입혀진 희생 소를 비웃는다네

満堂盡是同懐子

당에 가득한 사람 모두가 같은 생각

無酒須典我貂裘

술 떨어지면 내 貂裘를 저당잡히리

濁酒一杯琴一曲

탁주 한 잔에 거문고 한 곡 연주하고

一杯一曲忘我憂

한 잔 술 한 곡조로 내 근심 잊네

時人若問行楽意

사람들이 행락하는 뜻 묻는다면

萬年江漢向東流42)

일만 년을 장강과 한강은 동으로 흐른다 하리

인생의 근심을 술과 거문고로 승화했다. 인간들은 백세까지 3만 6천일을 살고 싶은 욕망
이 있다. 그러나 부귀공명은 뜬구름과 같고 화려한 비단옷 입혀진 犧牲 소를 비웃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술이 떨어지면 貂裘를 저당 잡혀 사오고 탁주 일배로 거문고 연주하며 수심을
잊고자 했다. 술 마시고 거문 연주하는 뜻은 장강과 한강은 변함없이 동쪽으로 흐르기 때문
이라고 하여 자연은 無限한데 인간은 有限함을 슬퍼한 것이다.
江戶시대 賴山陽1780∼1832의 ｢十有三春秋｣를 보자.
十有三春秋

열셋의 나이

逝者已如水

지나간 것은 이미 물과 같네

天地無始終

천지엔 처음과 끝이 없다만

人生有生死

인생엔 삶과 죽음이 있네

安得類古人

어찌하면 고인처럼

千載列靑史43)

천년토록 역사에 오를 수 있을까

賴山陽은 13세의 어린 나이에 천지는 끝이 없지만 인생은 삶과 죽음이 있다는 만큼 죽기
전에 古人들처럼 이름을 청사에 남길 수 있는가를 고민했다. 유한한 생명이 끝나기 전에 공
명을 이루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江戶시대 坂井虎山1798∼1850의 ｢詠四十七士｣를 보자. 四十七士는 1703년元禄15 1월 30일 主
42) 大田南畝, ｢題壁｣. 猪口篤志 著, 沈慶昊 韓睿源 共譯, 日本漢文學史, 소명출판, 2009, 413면.
43) 賴山陽, ｢十有三春秋｣. 猪口篤志 著, 沈慶昊 韓睿源 共譯, 日本漢文學史, 소명출판, 2009, 4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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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인 赤穂藩藩主 浅野長矩의 怨敵인 吉良義央을 죽인 大石內藏早良雄1659∼1703 등 47인의 무
사를 말한다. 이 이야기가 후대에 전해져 일본의 전통극 카부키의 단골소재가 되고 영화, 드
라마, 소설의 소재로 사랑받고 있다.
若使無玆事

만약 이 일이 업었다면

臣節何山立

신하의 절개 어찌 산처럼 우뚝하랴

若常有玆事

만약 늘 이런 일이 있었다면

終將無王法

끝내 왕법은 무시되리

王法不可廢

왕법도 폐할 수 없고

臣節不可已

신하의 절개도 없앨 수 없네

茫茫天地古今閒
玆事獨許赤城士44)

아득한 천지 고금 사이에
이 일 유독 赤城赤穗:

어코우

士에게만 허여되리

主君 浅野長矩의 원수를 갚은 大石內藏早良雄 등 47인의 무사들의 산과 같은 우뚝한 節
義와 王法을 예찬했다. 주군의 원수를 갚고 王法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초개처럼 버리고 割
腹自殺한 것을 높이 기렸다.
日本의 幕府시대에 月性1816～185의 ｢題壁｣을 보자. 그는 15에 부처님에게 귀의하고자 자신
의 방 壁에다 이 시를 써 놓고 집을 떠나 入山했다.
男兒立志出鄕關

남아가 뜻을 세우고 고향을 떠나가니

學若無成死不還

학문을 이루지 못하면 죽어도 돌아오지 않으리

埋骨豈唯墳墓前

뼈를 묻는 것을 오직 조상 무덥 앞에 만 하리

人間到處有靑山

사람이 이르는 곳 마다 묻힐 청산이 있는데!

15세된 소년의 詩치고는 기상이 뛰어나고 결연한 의지가 돋보인다. 불법을 공부하기로
뜻을 세우고 고향을 떠나는 만큼, 만에 하나라도 학문을 대성하지 못한다면 죽어서 영혼이
나 뼈라도 고향에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다. 성공하지 못한 부끄러운 육신이 어떻
게 조상의 산소가 있는 先山으로 돌아와 묻힐 수 있겠냐는 것이다. 불교를 공부하다 得道를
못하면 공부하던 그 자리에서 묻힌다는 것이다. 사람이 이르는 곳이라면 아무 곳이나 육신
을 묻을 푸른 산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면 영혼은 물론 뼈마져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
겠다고 한 것이다. 소년의 시라고 볼 수 없는 대단한 목표와 결심이 아닐 수 없다. 이 시를
44) 坂井虎山, ｢詠四十七士｣. 猪口篤志 著, 沈慶昊 韓睿源 共譯, 日本漢文學史, 소명출판, 2009, 453∼4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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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月性은 이러한 각오로 수도 정진하여 후일 19세기 일본 불교의 큰 인물이 되었다.45)

Ⅴ. 結 語
인간의 생명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愛着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 같
다. 그 이유는 생명이 단 하나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생명관의 현대적 의의를 정리하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결어로 삼는다.
韓中日 한시에 내재된 생명관은 대략 5개 유형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이다. ①인간의 생
명은 최고로 尊嚴하다는 生命觀, ②공자의 “死生有命 富貴在天”을 그대로 수용한 운명론적
生命觀, ③암울한 현실을 도피하고자 武陵桃源을 추구 한 仙界志向的 生命觀, ④忠義와 節
義를 위해 생명을 초개처럼 버리는 忠節形의 生命觀, ⑤인간의 생명과 같이 萬物의 생명도
존엄하다는 平等的 생명관이다.
첫째, 인간생명의 尊嚴 生命觀은 古朝鮮의 “相殺以當時償殺”과 같은 것이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思惟는 인간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본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은 보
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運命論的 生命觀은 공자의 “死生有命 富貴在天”을 수용한 것이다. 이를 노래한 詩
들은 자연은 無窮한데 인간의 생명은 有限함을 인정하고 수용하였다. 유한한 인생을 자연에
순응하며 현재적 삶을 즐기는 생명관이 형상화되었다.
셋째, 仙界志向的 生命觀은 현실도피형의 생명관이다. 동아시아 民草들은 Ⓐ자신들의 운
명을 바꿀 힘은 없었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어,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동경하면서 삶
의 위안을 삼았던 것이 형상화되어 있다.
넷째, 생명을 초개처럼 버리는 忠節形의 生命觀은 공자의 殺身成仁과 맹자의 捨生取義 에
뿌리를 둔 유교적 생명관이다.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忠義와 節義를 택했다. 運命論
的 生命觀이나 현실 도피적인 仙界志向的 生命觀과는 天壤之差가 있다. 이를 실천한 이들을
한중일 모두 尊慕하며 기리고 있다.
다섯째, 萬物의 생명도 존엄하다는 平等的 생명관은 신라 花郞五戒의 殺生有擇과, 일본의
十七條憲法의 제16조와, 韓愈의 “一視而同仁 篤近而擧遠”과 丁若鏞의 “澤萬民 育萬物”의
사상과 같다. 산천초목은 물론 천하 만물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과 같이 동격으로 본 것이다.
이 5개의 생명관이 동아시아 생명관을 집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상의 논의가
東아시아 生命觀의 現在的 意義을 이해하는데 작은 기여가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45) 金相洪, 漢詩의 理論, 高麗大學校 出版部, 2009, 4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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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와 발상
易 개념과 그 본령의 소재
天地의 인식과 그 생명의식
通觀의 경지와 그 鳥瞰圖
天地의 구조와 時空間性
變通觀과 그 변증적 사유방식
乾坤의 卦象과 그 생명성의 원리
문제의식의 논단과 마무리

I. 문제제기와 발상
최근에 지구촌의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환경과
관련한 생태학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생태학은 본래 생물체와

유기적 혹은 무기적

자연환

경과의 관계에 관한 학문이다. 생태적 환경은 만사만물이 생존하는 영역을 총체적으로 부르
는 말인데 자연계에 대한 인간의 공동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자연계 자체는 생명력이 충
만한 일종의 생명체로서는 모종의 평형적 흐름, 즉 물질, 에너지, 정보 등이 교류되는 일련
의 유기적 연결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연결망은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하며 발전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한편으로 생명체가 존속하는 환경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는 그 자체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세대를 이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후기산업자본주의의 시대에 들어와 자연환경이 무제한적으로 개발되고 인간사회가 급속
하게 발전되면서 그에 따라 환경의 오염과 그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게 되었다. 특히 인구
의 급속한 증가, 천연자원의 고갈, 자연환경의 악화, 빈부의 격차의 심화 등의 문제들이 야
기되었다. 특히 지구의 온난화와 같은 자연환경의 악화는 생태적 환경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간사회에 전면적으로 부각시켰다. 따라서 오늘날 자연환경과 이와 관련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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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학의 문제는 현대인의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생태적 환경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가치 관념에 대한 인식의 착오, 즉 ‘도구적 自
然觀’에서 비롯되었다. ‘도구적 자연관’에 따르면, 인간의 가치가 모든 가치보다 우선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자연계로 대변되는, 인간 주변의 모든 존재는 단순히 도구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의 문제성이 바로 인간중심주
의적 사고를 낳았으며 결과적으로 생태환경의 오염과 위기로 이어졌다. 인간의 생명도 일종
의 자연현상으로서 생명의 유기체이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비록 동물이나 그 밖의 존재와
차별화되는 특수한 생물의 부류에 속할지라도 생명력을 지닌 자연적 사물이고 또한 자연계
에서 교류하며 융화되면서 삶과 관련있는 물리적, 생리적 및 관념상의 모든 방식에서 환경
적 요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제약을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연관의 문제점이 생
태학의 분야에서 제기되면서 인간의 존속과 활동이 환경의 중요한 변수들 중의 하나라는 점
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지구촌이라는 생명공동체의 의식을 지니게 되었다.
생태학의 영역1) 중에서 특히 인간생태학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했다.
그것은 인간의 삶, 사회의 조직 및 문화의 활동을 자연계의 순환과정 속에서 이해하면서 또
한 자연계를 인간의 존속과 활동의 터전의 시각에서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관계가 사회적 혹은 문화적 문제의 심층적 바탕이나 기조에도 깔려있다고 보는 관점
이다. 그러므로 생태의 위기는 바로 사회의 위기이며 심지어 인간 자체의 위기로까지 인식
하게 되었다. 생태계의 불균형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불균형을 가져왔으며 자연환경의 오
염은 인간정신의 오염과 직결되며 생물의 다양성은 문화의 다양성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레 일련의 생태학적 문제의식, 즉 환경을 정화하는 것과 인간
심리를 정화하는 것, 환경오염을 치유하는 것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 인간과 자연의 조
화를 회복하는 것과 인간과 사회의 조화를 실현하는 것 등의 문제의식은 서로 밀접한 심지
어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필수적 관계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생태적 평형을 최
종적으로 회복하고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인간사회의 변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에서 또한 자연계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환경문제의 심층적인
내적 원인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이른바 인간생태학은 생태주의적 사고를 통해 생활방식, 행동양식 등과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윤리도덕적 의식 등에 본질적인 자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2) 이는 인간의 존재
1) 최근에 생태학의 연구대상과 그 범위가 점차로 확대되어 인간과 비생물의 환경, 인간과 생물환경, 심지어 인간과
사회환경에 이르기까지 확충되었다. 또한 그것은 학문적 범위의 측면에서 심층생태학, 사회생태학, 여성주의생태
학, 정치생태학, 문예생태학, 종교생태학 등도 생태학의 응용분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인간생태학
과 같은 종합적인 학문의 영역도 자리잡게 되었다.
2) 陳霞, 道敎生態思想硏究(成都: 巴蜀書社, 2010),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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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치의 문제를 새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문주의적 사유를 발휘할 수
있는 생태학적 통로를 제공하면서도 또한 생태학의 영역을 인간사회와 문화의 전반으로 확
장시킬 수 있는 인문주의적 지혜를 모색한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생태학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결합한 일종의 융복합적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 전반의 탈공공
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사회공동체의 의식, 그 지속성
및 통합적 조정의 방식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중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화두는 우리 삶과 그에 따른 사회의 소통, 성장 및 번영의 문제이다. 이는 구성원들이 스스
로 자기조절의 능력을 갖추고 사회조직 전체가 유기적인 체계를 지니면서 사회조직과 그 구
성원들이 서로 공존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전세계가 지구촌을 모든 생명체의 공동의 장으로
새삼 재인식하고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기본적 전제로서 사회와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공론화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에 인간문명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다.3)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원래 생태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은 특히 ‘생태적 발전ecodevelopment’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생태적 발전
이란 생태적 법칙에 부합하는 발전, 즉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자연적 환경에 해가 되지 않
는 전제하에서 발전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개발, 기술의 응
용과 조직의 구성이 자연의 법칙이나 순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닌다.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서 발전이란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모두
포괄한다. ‘지속가능한’이라는 말에는 자원과 환경을 계속 보호하고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본적으로 인간사
회가 주위의 자연과의 균형있는 조화를 전제로 하여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그것은 사회조직의 각각의 기능체계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체계와 주위환경의 관계를 중시한다. 여기에는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성장의 미묘한 관계가
중요하다. 즉 사회적 성장이 자연적 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자연적 환경
의 수용범위 안에서 사회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는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본령이 현대사회에서 일종의 사회이념으로서 어떠한 의미와 의의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이러한 인간생태학의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생명체의 존중과 그에 대한 지구촌의 생태적
3) 1987년에 출판된 유엔환경 및 발전위원회의 보고서, 즉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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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태학의 영역에 반영된 생명정신과 본령을 동아
시아의 사상과 문화의 원류와 그 사유방식 속에서 찾아보고 그것의 현대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그 원류와 전통의 대표적 문헌들 중의 하나가 주역이다. 주역의 세계관에는 세계
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인간의 현실적 태도를 담고 있다. 주역이 지닌 인간정
신사적인 의의는 바로 세계를 보는 일종의 눈이 뜨였다는 데에 있다. 세계를 보는 눈이란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인식의 대상과의 관계에서 얻은 인간 삶의 지혜가 반
영되어 있다. 인식의 대상은 하늘과 땅의 구조로 대변되는 자연계 혹은 시공간의 연속성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우주이다. 이러한 세계관에는 자연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에서 비롯한
‘생명정신’이라는 공동의 기조가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주역의 세계관에 담긴 지
향성이 있다.

Ⅱ. 易 개념과 그 본령의 소재
우선, 주역은 기본적으로 우주 혹은 자연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얻은 인간 경험의
총체적 산물이다. 이러한 경험은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과정에 대한 인간의 인식에 기본한
다. 그것은 인간 자신, 삶, 사회, 문화에 관한 경험이자 이들을 종합적으로 포괄하여 나온 것
이다. 그러므로 주역은 이러한 경험의 총체적 축소판이다. 이러한 축소판은 직관적으로
‘역’ 개념에 함축되어 있다. 이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대상으로서의 우주 혹은 자연계와의 관
계에서 나온 것으로서, 결국에 인간의 인식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우주 혹은 자연계
를 인식하는 데에 ‘역’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그 함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이 우
리가 주역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에 관건이다.
주역의 세계관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역易’ 개념이다. ‘역’이라는 말은 변역 혹
은 변화의 뜻을 지닌다. 이 말은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 그것은 장기간 현상세계와 그 생성의 과정을 관찰하고 인식하고 체험하
여 얻은 것이다 그것은 대체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주역 책 자체를 가리키
고, 다른 하나는 포괄적으로 변화의 양상을 가리킨다. 특히 후자의 개념은 인간이 세계를 인
식하는 원리나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적 시
각이 바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즉 세계관인데, 여기에는 인간을 포함한 만사만물의 존재
와 그 변화에 대한 고도의 사유를 함축하고 있다. 세계관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그
가치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역은 ‘역’의 시각 혹은 변화의 관점을 통해
세계의 구조본령에 대한 가장 통합적이고도 기본적인 인식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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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역’ 개념은 바로 세계가 변화무쌍하게 바뀐다는 직관적 체험을 표현하는 데에 사
용되기에 이른다. 더 나아가 그것은 인간 삶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세계의 변화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역’ 개념을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역경의 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도道가 되며 또한 거듭 변천하는 데에 있다. 변하고
움직여서 머물지 않아 육허六虛를 두루 흘러간다. 오르고 내려가는 데에 고정됨이 없으며 강건
함과 유순함이 서로 바뀌므로 일정한 틀이 될 수 없고 오로지 변함이 가는 바에 있을 뿐이다.4)

역경의 본질인 ‘역’ 개념은 변화와 그 과정의 법칙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모든
존재가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과 그러한 변화의 양상이 바로 인간에게 세계
의 변화의 지속성 혹은 항상성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육허는 한 괘 안에서
육효가 변화하는 일련의 양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시공간성의 운영방식을 함축한다. 육효
의 변화방식은 매효가 점유하는 자리 혹은 위치, 효들이 전환되는 흐름 및 그 양자가 관계
짓는 전체적 구조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는 시공간의 구조 속에서 강건함과 유순함의 속성
이 교차하는 방식으로 압축적으로 표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역’ 개념은 고정된 방식이 없으
므로 “일정한 틀이 될 수 없고 오로지 변함이 가는 바에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
연계의 존재론적 원리나 방식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여기에는
만사만물이 신진대사를 거쳐 생성, 성장 및 소멸과 같은 순환을 반복하면서 세대교체의 과
정을 지속한다는 내용을 지닌다. 이는 자연계의 유기체적 그물망에 대한 인간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역전에서는 역경책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우주 혹은 세계에 대한 인간인식의
방식을 피력한다.
역은 사려가 없으며 인위가 없고 적막하여 움직임이 없으나 감응하여 마침내 천하의 연고와
통한다.5)

우주나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통일성을 지니는데, 이는 유기적이면서도 전일
적全一的 연관성을 보여준다. 만사만물의 존재와 그 상호작용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만사만물
은 우주 혹은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서로 작용하는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변화를 유발

4) 周易, ｢繫辭下傳｣: 易之爲書也, 不可遠, 爲道也屢遷. 變動不居, 周流六虛. 上下無常剛柔相易, 不可爲典要, 唯變所
適.
5) 周易, ｢繫辭上傳｣: 易, 無思也, 無爲也, 寂然不動, 感而遂通天下之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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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적막하여 움직임이 없으나 감응하여 마침내 천하
의 연고와 통한다”는 구절은 세계 속에 내포된 소통과 통합의 메커니즘의 단면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자연계 안에서 인간은 물론이고 특정의 관념적이거나 무형적인 것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단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해가 가운데에 이르면 기울어지고, 달이 차면 일그러지고, 하늘과 땅이 차고 비우고 때에
맞게 줄어들었다 부풀었다한다.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야? 하물며 귀신에 있어서야?6)

해와 달의 순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구체적인 현상들, 인간과 귀신 등은 일
정한 관계에 따른 변화의 법칙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법칙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미
세한 상황들과 여건들이 매 순간 바뀌면서 어느 경우에는 안정적인 평형의 상태를 지속하기
도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불안정적인 비평형의 상태를 지속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
환의 내용은 세계가 역동적으로 조절되거나 조정되는 기능을 지니며 전체적으로 관계적 질
서와 조화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려는 부분들과 이를 통합하려는 전체 사이에 유지되는
조화와 균형이나 협동과 긴장의 연속적 과정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역 개념 자체에는 수많은 복잡다단한 역동성의 단계가 함축되어있다. 즉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저급한 것에서 고급한 것으로의 과정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64괘
에서 매개마다 6효의 위치는 초효부터 상효까지, 낮은 것에서 높은 것까지의 배열과 같다.
이를 확충하여 말하면 그것은 우주의 변천, 자연의 변화, 사물의 운동, 사회의 발전 등을 나
타낸다. 이러한 것들은 각각 모종의 내재적 기제를 지닌다, 즉 우주의 시공간, 자연의 현상,
사물의 신진대사, 사회의 관계 등이다. 그러므로 역은 세계에 대한 공동의 인식의 틀로서 세
계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발전하며 완성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낳고 낳아 멈추
지 않는’ 다원성과 다양성의 특징을 표현한 것이며 더 나아가 일정한 발전적 단계, 즉 다양
한 층차로 나뉘면서도 하나의 전체적 체계를 형성하는 내용을 은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 개념은 자연생태가 진화하는 개괄적 생황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주역에서 제시된, 생태학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
nt’

개념인 것이다.
‘역’ 개념은 우주의 생명정신과 그 가치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축한다. 우주의 생

명정신은 모든 존재의 존재론적 강령과 그에 대한 가치론적 원칙을 담고 있다. 그것은 우주
혹은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으로서, 천체의 움직임과 모든 존재 사이에 일정한 관계를 수

6) 周易, ｢彖傳｣, 豐卦: 日中則昃, 月盈則食, 天地盈虛, 與時消息, 而況於人乎? 況於鬼神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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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전일적全一的 과정에 기초한다. 그것은 자연계의 유기적 연결망 속에서 모든 존재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를 함유한다. 그것은 자연계의 평형과 비평형, 연속과 불연속 등과 같은
내재적 운행질서의 생명력을 포괄적으로 함유한 상위 관념으로서, 하늘과 땅, 네 계절의 변
화, 자연과 인간의 관계 등과 같은 생태계의 현상들에 관한 보편적 법칙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인식에 보건대, 우주가 자신의 생명력을 표출하는 방식에서 신진대사의 활
력이 바로 생명정신의 소재가 되며 그 운행의 합당한 질서가 바로 생명정신의 가치가 된다.
만사만물은 생성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라면, 인간 역시 이
러한 과정 속에서 존재하며 이러한 과정의 구조 속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론적 본질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주위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지닐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
간은 자신의 삶을 꾸려가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체험한다. 이 체험 속에서 하나의 존재 혹
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간이 갖게 되는 의식, 즉 대자연의 생태계 속에서 어떠한 내용을
지니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체험하
게 된다. 이러한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역’ 관념은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Ⅲ. 天地의 인식과 그 생명의식
‘역’ 개념이 현상세계의 변천과정을 특징화한 것이면서도 세계 전체의 유기적 관계를 관
념화한 것이라면, 여기에는 자연계의 순환적 과정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의 이치 혹은 생명
성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 이는 생명의 활력이라는 자생력을 지닌 천체의 운행의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7)
｢계사전｣에서는 “하늘과 땅의 크나큰 덕은 낳음이라고 한다”8) 혹은 “낳고 낳는 것을 일
러 역이라고 한다”9)고 말한다. ‘낳음’은 생명을 가리키고 하늘과 땅은 자연계의 현상을 가리
킨다. 하늘과 땅은 생명을 본질로 삼고 만물의 신진대사의 작용을 모종의 내재적 역량으로
삼으며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은 “낳고 낳아 멈추지 않
는生生不息”방식에 기본하며 모든 존재의 공생의 관계로 드러나는 것이다. ‘생生’이라는 말에
는 우주에 있는 생명의 내재적 가치의 결정체로서, 자연의 원초성과 그 끊임없는 순환의 과
정을 단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천체가 운행되는 질서를 ‘낳고 낳는 덕’ 즉 자연의 속성으로
보고 생명체의 본령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대자연 속에서 만사만물은 개별적으로
는 서로 작용하는 구성요소의 역할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개체들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7) 張其成, 易符與易圖 (北京: 中國書店, 1999), 126-135쪽.
8) 周易, ｢繫辭下傳｣: 天地之大德曰生.
9) 周易, ｢繫辭下傳｣: 生生之謂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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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변화를 진행하는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만사만물은 생성과 변화의 과
정 속에서 서로 의존적으로 작용하면서 고유의 내재적 잠재력을 발휘하는 생명력을 지닌다.
이러한 생명력은 조화와 평형의 과정 속에서 발휘된다. 인간을 포함하여 만사만물의 생성,
변화 및 소멸의 과정은 자연계의 전체과정이 된다. 이것이 “하늘에서는 형상을 이루고 땅에
서는 형체를 이루니 변화가 드러난다”10)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세계는 스스로 형성해나가는
자율적 혹은 자발적인 자기생산적 혹은 자기창조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그것은
유기적이면서도 전일적인 과정으로 특징화되는 것이다.
특히 “낳고 낳는 것을 일러 역이라고 한다”는 말은 역의 본질과 관련한 명제로서 사실상
생명정신의 소재와 법칙성을 표현함으로써 생명의식의 발현으로 귀결된다. “낳고 낳는다”는
말은 만사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음과 양의 관계로써 설명
될 수 있다. 음이 양을 낳고 양이 음을 낳는 일련의 과정이 반복된다. 즉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으며 음이 양으로 전환되고 양이 음으로 전환되며 음이 양으로 변하고 양이
음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 논리적 방식을 보자면 음과 양의 관계는 일종의 모순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나의 모순이 해결되면 또 다른 모순이 생겨나고 따라서 모순은 끊임없이
생겨나며 영원히 낳고 낳아 멈추지 않는 과정 중에 있다. 이는 가득 차면 비워지고 줄어들
면 늘어나는 지속적 과정, 즉 낳고 낳아 멈추지 않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만물이 각양각색으로 신진대사를 하면서도 또한 그 세대들 간의 교체도 진행하는 방식
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 발현되는 동력인 것이다. 이른바 생생은 생명이
발현되는 방식으로서 물극필반物极必反 혹은 상보상성相辅相成의 원칙을 지니며 결국에는 역
개념에 반영된 것이다.
역전은 역경에 대한 해석을 통해 세계 혹은 우주의 존재와 그 변화에 대한 인간의 인
식방법을 새로이 전환시켰다. 역전에서 시도한 새로운 해석의 지평은 역경의 점서법과
그 속에 반영된 길흉이나 득실과 같은 현실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법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는 인간이 자신을 포함한 만사만물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처럼 인식된
내용을 통해 삶의 방식을 터득한 결과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방법은 어떻게 도출된 것인가? 동아시아의 전통에서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모든 존재의 본원과 그로부터의 파생의 모든 과정으로 표현된다. 세계는 원
래 ‘혼돈’混沌 혹은

渾沌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이로부터 인간을 포함한 만사만물이 다양하

게 형성되고 변화하는, 세상이 열리는 일종의 ‘개벽開闢’의 과정이 있다. 여기에는 만사만물
의 역동적 변천과정이 무질서의 상태에서 질서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지식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자연에서 인문人文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11)
10) 周易, ｢繫辭上傳｣: 在天成象, 在地成形, 變化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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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보는 눈과 이를 통한 인간 경험의 축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역전에서는 특히
우주 혹은 자연계의 생태적인 구조에 주목하고 이를 하늘과 땅 개념으로 설정해놓는다. 하
늘과 땅 개념이란 자연계를 파악하는 원천이자 출발점인 것으로 보고, 인간이 대상세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대상세계 속에서 인간 존재 자체의 좌표를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관건이라
고 생각했다.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옛날에 복희씨가 천하에 왕을 할 적에 우러러보아서는 하늘에 있는 형상을 관찰하고, 구부려
보아서는 땅에 있는 법칙을 관찰하며, 새와 짐승의 문양 및 땅의 지리를 관찰했다. 가까이는
몸에서 얻었고 멀리로는 사물에서 얻었다.12)

인간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돌아보는 것을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자연세계 속에서 인간을 포함하여 사물들의 존재 양상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의
현상들을 다각도로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과 세계와의 일정한 관계를 설정하고
더 나아가 어떤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다. 하늘의 형상과 땅의 법칙 및 개별적인 삼
라만상의 모습들은 복희로 대표되는 인간이 세상을 관찰하는 중요한 대상들이다. 특히 하늘
과 땅이라는 개념은 실재reality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인간이 대상세계에 대한 인식에
서 인간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자연계의 내용에 대한 인간의 인식
과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인간은 자연계 속에서 인간을 포함하
여 사물들의 존재 양상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의 현상들을 다각도로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과 세계와의 일정한 관계를 설정하며, 더 나아가 그 속에서 어떤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다. 중국고대 천문학의 사상은 천문역법과 함께 발전해왔다.
그것은 또한 철학의 기본적 관점들, 이를테면 음양관, 오행관, 원기관元氣觀, 천인관 등과 밀
접한 관계를 지닌다. “우러러보아서는 하늘에 있는 형상을 관찰하고 구부려보아서는 땅에
있는 법을 관찰한다”는 말에는 천문학과 지리학의 사회적 기능을 반영하고 있다. 즉 하늘의
형상을 관찰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고 땅에 있는 법칙을 관찰함으로써 공간의 영역
을 확보하여 길흉의 조짐과 그 현상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는 천문과 지리를 인간사회의
올바른 인식과 합리적 통치를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 삼은 것이다. 인간은 하늘과 땅의 구조
적 내용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특정의 존재와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1) 唐曉峰, 從混沌到秩序 - 中國上古地理思想史述論 (北京: 中華書局, 2010), 26-27쪽.
12) 周易, ｢繫辭下傳｣: 古者包羲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
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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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通觀의 경지와 그 鳥瞰圖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논점으로서 ‘통관通觀’의 논리가 적용된다. 그것은 우주 혹은 대
자연의 크나큰 흐름을 조감하는 상징적 관점이다. 이는 인간이 사물을 단순히 물리적 대상
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혹은 다차
원적으로 이해하려는 인식의 출발점인 것이다.13) 이러한 관점은 인간이 스스로 세계를 관찰
하면서 체험하는 일종의 자기이해의 방법을 가리킨다.
특히 관괘觀卦의 도道는 인간이 스스로 세계를 통찰하는 관점, 즉 일종의 조감도鳥瞰圖를 그
려내고 있다. 주역에서는 관괘를 통해 세계와 인간의 특정한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
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는 천문天文과 지법地法 혹은 천상天象과 지리地理에 대한 인간의 인
식과 그 속에서 담겨있는 인간 삶의 진정한 모습을 찾으려는 취지가 담겨있다. 특히 괘상이
성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관괘의 단계적 조망은 중요한 의미와 시사점을 던져
준다.
관괘의 함의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일정한 관점을 통해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가 어
떻게 소통될 수 있는지의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세계라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감각기관으
로써 받아들이는 현상적 경험적인 사물의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상호작용과 같은 일정한
관계지움을 통해 구조와 질서체계를 지닌 그물망의 구성체인 것이다. 관괘에서 제시된 관점
의 형성과정은 유가의 자아실현의 과정, 즉 올바른 인식, 내면적 수양, 외면적 실천의 삼위
일체가 어떻게 수용되고 발현되는가 하는 일련의 과정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는 세계의
다층적 구조 속에서 특정의 의미의 관계 즉 주체와 객체 혹은 자아와 타자 사이에 형성되는
역동적 관계를 총체적으로 개괄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총체적 개괄에는 기본적으로 세계를 조망하는 인간의 관점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
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관점이 바로 ‘관觀’의 시각이다. ‘관’의 함의에는 사물의 형식과
상황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감각활동으로서 단순히 인간이 사물을 물리적 대상으로 고찰하
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세계 에 대한 인식과 그 의의, 특히 세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존재론적 내용을 거시적 시각과 미시적 시각으로써 동시에 조망하는 입체적 혹은 다차
원적 인식의 출발점이자 통로인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이 세계를 조감하는 세 가지 상관적 단계, 즉 관물觀物, 관상觀象 및 관아觀
我가

있다. 즉 관물은 인식론적 문제에 해당되고, 관상은 도상학적 문제에 해당되며, 관아는

가치론적 문제에 해당된다.
첫째, 관물의 단계는 ‘관물觀物’에서는 관찰과 현상의 이중적 측면이 있다. 그것은 주체와
13) 정병석, ｢周易의 觀 - 世界와 人間 自身에 대한 理解의 起點으로서의 觀｣, 철학 제75집 (2003),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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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의 역동적 관계를 구성한다. 즉 관찰은 그 과정인 반면에 현상은 그 대상이 된다.14) 하
늘과 땅의 구조 속에서 만사만물의 존재양상과 그 변화의 현상들을 조망하고 그 속에서 인
간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인간의 자기이해의 단초가 된다.
둘째, 관상의 단계는 세계로부터 형상을 구현하는取象을 내용을 하는 팔괘의 괘상이다. 팔
괘는 인간이 만사만물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확고하게 관념화시킨 일종의 구
상화의 결정체이다. 팔괘에 기초한 괘효상은 바로 인간이 자연세계의 실상을 체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이를 자신의 삶에 수용하는 일종의 창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셋째, 인간이 세계를 조감하는 세 가지 단계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바로 관아觀我
이다. 여기에서는 관괘15)의 원리에 따르면 동관童觀, 규관闚觀 및 관아觀我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
인간이 세계를 체험하는 속에 자신을 이해하고 체현하는 관괘의 상징적 과정은 통관通觀
의 자아실현의 과정이다. 여기에는 관괘의 조감도에는 세 가지 세계가 있다. 즉 관물觀物의
인식론적 세계, 관상觀象의 도상학적 세계, 관아觀我의 가치론적 세계가 있다. 이는 일련의 자
기완성 혹은 자기수양의 과정을 단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 있는 사물의 존재양
상과 그 변화의 현상들을 조망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자기통
찰의 과정인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운행질서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삶을 포괄적으로 이해
하는 존재론적 체험의 경지가 담겨있다.
관아의 단계에는 특히 관괘의 구오효를 주목해야 한다. 이에 관해 ｢단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크게 보는 것이 위에 있어 따르고 공손하여 中正함으로써 천하를 살핀다.16)

이는 구오효의 위상에 입각하여 해석한 말이다. 관괘는 두 개의 양효가 위에 있고 네 개
의 음효가 아래에 있는 형상이다. 관괘는 음의 세력이 커지고 양의 세력이 줄어드는 괘이다.
양효가 아직 높은 위치에 있어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반면에, 음효가 비록 네 번째 효까
지 커졌지만 아직 아래에 머물고 있으므로 반드시 위를 우러러보아야 한다. 오효 아래의 네
가지 효들이 모두 음의 효이므로 양효가 아래에 있는 네 가지 음효를 거느리는 형상을 취한
다. 특히 오효는 상괘의 중앙에 있는 양효이면서도 양효가 양효의 자리에 있으므로 ‘중中’
14) 吾淳, 中國哲學的起源 上海; 上海人民, 2010, 125쪽.
15) 관괘 의 형상에 따르면, 상괘는 손괘巽卦이고 하괘는 곤괘坤卦이다. 이는 바람이 땅으로 부는 양상인데, 세상을
두루 보거나 남들이 우러러본다는 함의를 지닌다. 관괘의 괘사는 “관은 손은 씻으나 제수를 올리지 않아도 믿음
이 있어 우러러 보는 것이다周易, 觀卦: 觀, 盥而不薦, 有孚顒若.” 내용은 종묘의례에서 손을 씻는 관례처럼 제사의식을
치르고 백성들이 이를 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뜻이다.
16) 周易, ｢彖傳｣, 觀卦: 大觀在上, 順而巽, 中正以觀天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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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와 ‘정正’ 상태의 일치, 즉 ‘중정’의 가장 합당한 자리에 있다.17)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구오효는 하나의 괘 전체에서 가장 강건하고도 존귀한 이른바 중정의 지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주체와 객체의 합일을 지향하는 통관通觀의 자아실현의 경로가 있다. 그것은 대
상을 관찰하고, 이러한 관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입장을 돌아보아 내면의 인격
적 함양에 힘쓰며, 자신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상과의 관계의 소통을 꾀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통관의 경지에는 대상세계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체 자신도 보여주는 것
까지도 포함한다. 이는 주체와 객체가 동일선상에서 있는, 주체와 객체가 소통하는 공통의
인식방식을 함유한다. 여기에는 인간이 이처럼 세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일종의 ‘자아창조적 삶’을 영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구오효의 속성인 양의 강건함과 중정함은 군자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크게 보는
것大觀’의 위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정의 관념으로써 해석하면, ‘크게 보는 것’이
라는 말은 공명정대한 태도로써 특정의 대상 혹은 세상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태
도는 인간의 내면에서 유순하고 겸손한 덕을 쌓아야 가능한 것이다. ｢단전｣에서는 이러한
덕성을 지닌 군자가 세상을 통치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즉 통치자는 한편으로는 “따르고
공손한” 덕성을 지니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비로소 세상을 올바로 통치할 수 있다.
이것이 “크게 보는 것大觀이 위에 있다”는 뜻이다.
‘크게 보는 것大觀’은 주체와 객체의 인식에 관한 모종의 상관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것
은 한편으로는 세상을 바라다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내면적 수양을 거쳐 백성을 다스리는, 내면과 외면이 합일 혹은 일체가 되는 일련의 자아실
현의 과정이 담겨있다. 이는 유가의 처세관處世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군주는 세상이 움직
이는 크나큰 흐름을 올바로 파악하고 이를 통치에 잘 반영하면 백성들이 이를 이해하여 우
러러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유가의 이상적 목표인 자아실현, 즉 정도正道 혹은 정의正義의
실현인 것이다.
이러한 위치와 상태에 있어야 인간은 ‘대관大觀’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대관大觀’의 경
지는 편벽됨이 없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총체적인 시야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그러므
로 이러한 경지는 인간이 제일 먼저 통관의 관점에 서 있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17) 서법의 구성에 따르자면, 괘에 있는 중간의 효는 그것이 자리잡은 위치에 따라 길 혹은 흉의 결과를 보여준다.
6효에서 두 번째 효가 하괘의 가운데에 위치에 있고 다섯 번째 효가 상괘의 가운데의 위치, 즉 이효와 오효에
위치하면 그것을 ‘중’의 위치라고 부른다. 양효가 양의 위치에 있고 음효가 음의 위치에 있는 각각의 자리를 ‘정’
의 상태라고 부른다. ‘중’과 ‘정’의 자리는 대부분 길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더욱이 ‘중’의 위치도 얻고 ‘정’의 상
태도 얻으면 더욱더 크게 길하고 크게 이롭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중’과 ‘정’이 함께 자리잡는 경우를 ‘중정’이
라고 부른다. 역전에서는 이 ‘중정’ 관념을 일종의 도덕원칙 혹은 규범으로 확장하여 인간의 美德을 계도하는
데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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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주관성을 극복
하여 보다 합리적인 객관성 더 나아가 공평무사한 보편성을 획득하는가 하는 분제와 직결되
는 것이다. 여기에는 쌍방의 관점이 필요하다. 즉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을 지니면서
도 사물은 그 전개의 과정에서 스스로 자체의 방식도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전자가 인간이
사물을 보는 관점이라면 후자는 사물이 인간에 의해 보여질 수 있는 시점인 것이다. 여기에
서 사물이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찰의 대상이란 반드시 전체적인 인식의 과정에 기
본한다. 즉 전체의 각도에서 부분을 파악하고 부분의 각도에서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변증적 관계가 있다. 이러한 관계는 단독
적이거나 고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적이고 상호 연결적이고 상호 결정적인 것이다.
인간은 먼저 거시적으로 사물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또한 미시적으로도 사물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는 일종의 통일적 관점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대상세계에 대한 인식에서 전체와 부
분의 쌍방향적인 조망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가 ｢계사전｣에서 말하는 “방
향은 부류로써 모이고 사물은 무리로써 나뉜다,”18) 더 나아가 “끌어들여 펼치고 부류와 접
촉하여 확장하니 천하에 할 수 있는 일이 모두 마무리된다”19)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사전｣
에서는 “성인이 천하의 움직임을 보고 그 모이고 통함을 관찰한다”20)고 말하는 것이다. 이
렇게 해야 비로소 ‘관’의 인식적 객관성, 합리성 및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
다면 이러한 인식의 작용 때문에 주역의 관점은 세계를 전체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그 모이고 통한 것을 관찰한다觀其會通”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역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주역의 관
점 즉 통관通觀은 자연생태계 즉 구체적 현상으로서의 세계 전체의 전체적 조망 즉 거시적
시각에 기초한다. 이것은 사물의 실체적 구조를 파악하는 특수한 관점이나 사물의 배후에
있는 추상적인 보편적 관점이 아니다.21) 여기에는 인간의 주체적 심령상의 감응, 즉 객체적
혹은 객관적 세계에 대한 주체적 감수가 반영되어 있다. 이는 인간이 세계 전체와의 끊임없
는 상호 관계를 통해 스스로 대상세계와의 균형, 즉 전체세계와 부분인간사이의 평형을 유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 자체의 제한이나 속박 혹은 절제나 통제를 지닌 관점이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은 자아극복과 같은 자아의식을 내용으로 하는 일
련의 내면적 수양과 밀접한 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역의 세
계관은 주체의 내면적 의식에 관한 인간생태학적 발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통관의 차
18)
19)
20)
21)

周易, ｢繫辭上傳｣: 方以類聚, 物以群分.
周易, ｢繫辭上傳｣: 引而伸之, 觸類而長之, 天下之能事畢矣.
周易, ｢繫辭上傳｣: 聖人有以見天下之動, 而觀其會通.
成中英, ｢論“觀”的哲學意義-論作爲方法論和本體論的變通詮釋學的統一｣，成中英自選集(濟南:山東教育, 2005)，
252－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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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보자면 세계관은 하나의 중요한 시발점 혹은 기점을 제시한다. 그것은 하늘을 보고
땅을 살피는觀天察地 과정 속에서 하늘과 땅의 특징과 구조 즉 천문지리天文地理, 천상지형天象
地形,

천원지방天圓地方 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단순히

외면적 현상을 관찰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늘을 본뜨고 땅을 본받는象天法地 본질적인 방법이
다. 이것은 복잡하고도 다차원적이며 계층적이고도 과정적인 관점으로서, 통합성, 종합성,
통일성, 정체성整体性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관물취상觀物取象의 배후에 깔려있는 역
동성의 과정을 파악하는 것, 즉 “그 모이고 통하는 것을 관찰하는
類的

观其会通”

취상귀류적取象歸

방식을 통해 세계의 변화 전체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유기체

적이고 정체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일련의 범주들, 陰陽, 動靜, 剛柔, 往來, 進退, 盈虛, 開闔
등의 변증적 관계를 낳는 것이다.

V. 天地의 구조와 時空間性
주역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정신의 소재와 그 본령을 고려해야 한다. 생
명정신은 ‘하늘과 땅’ 개념과 관련이 있다. ‘하늘과 땅’은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로서 모종의
내재적 역량을 지닌다. 그것은 가득 차면 비우고 때에 따라 줄어들었다가 커지는 과정으로
드러나 하늘과 땅이 서로 교류하여 만물이 서로 통한다, 그러므로 만사만물의 조화는 하늘
과 땅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며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해 발휘되는 것이다. 특히 하늘과
땅의 틀은 만물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자연생태의 유형에 기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구조는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하늘과 땅의 구조는 인간 인식의 대상으로
서 인간이 세계와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늘과 땅에

기운이

쌓이고 합하여 만물이 바뀌고 두터워지며, 남과 여가 정미함을 얽어내어

만물이 바뀌어 생겨난다.22)

이 단락에서는 자연생태계의 생명성의 원천과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만물
이 잉태되어 발육하는 과정은 ‘하늘과 땅’의 구조 속에서 설명된다. 그 과정의 방식은 음과
양의 두 가지 기와 그 작용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교류하는 작용은 생기生氣를 가리키고
남성과 여성이 교제하여 합하는 것은 정기精氣를 가리킨다. 자연계의 생태적인 요소는 하늘

22) 周易, ｢繫辭下傳｣: 天地絪縕, 萬物化醇, 男女構精, 萬物化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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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땅에 있는 음과 양의 기가 교류하고 남성과 여성이 교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생명의 결정結晶과 생명체의 탄생이다. 생명의 결정이란 하늘과 땅의 구조 속에서 “기운
이

쌓이고 합하는” 생기生氣로 특징화될 수 있는 반면에, 생명체의 탄생은 남성과 여성의 미

묘한 관계 속에서 “정기를 얽어내는”정기精氣로 특징화될 수 있다. 하늘과 땅에서 음과 양의
기가 함께 결합해야 만물이 응어리지어 형체를 이루는 것이다. 반면에 남성과 여성이 정미
함을 구성하여 교제하고 합해야 만물이 새로운 형체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기운의 흐름과 같은 자연계의 순환과정이며, 다
른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 대변되는 자연계의 조화의 양상이다. 그러
므로 하늘과 땅의 구조는 자연생태계의 현상 속에서 생명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자체에 유기체적인 그물망식과 같은 모종의 과정을 담고 있고 이러한 과정이 바로
모든 존재의 실재reality이다. 실재라는 것은 세계가 변화하는 혹은 만물이 생성하는 연속적
과정으로서, 생명의 실체적 측면에서 보면 생기生氣이며 생물체의 본질적 측면에서 보면 정
기精氣이다. 이는 자연생태계의 그물망, 즉 생명의 결정과 생명체의 탄생과 같은 일련의 구조
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된다. 이러한 구조가 만사만물의 내재적 생명력인 이른바 모든
존재의 연속성the

continuity of being을

지닌다.23) 여기에서는 생명의 역동적 창조성의 내용이 무

엇인지를 함축하고 있다. 만사만물은 각각 자기발생적 과정 속에서 변화를 거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천체의 운행질서를 유지하며 궁극적으로는 존재의 연속성을 진행하
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성과 변화의 과정은 생명의 창조적 과정으로서 자연계의 실재reality로
인식된 것이다. 이러한 만물의 조화造化의 과정은 자연계의 전일적全一的 성격과 그로부터 나
온 생명의식의 발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주역에서 제시된 자연생태의 유형
의 정수인 것이다.
그렇다면 만사만물이 ‘낳고 낳는’ 생성과 변화의 터전인 하늘과 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조를 지니는 것인가? 관건은 시공간의 연속선에 있다. 시공간의 구조는 천체의 운행질서
의 내재적 생명력을 모든 존재의 조화 혹은 화합의 차원으로 표현된 것이다. ｢서괘전｣에는
이러한 시공간의 구조를 명확히 인식한 내용이 들어있다.
하늘과 땅이 있은 다음에 만물이 생성된다.24)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것은 오로지 만물뿐이다.25)
23) Tu Wei-ming, Confucian Thought: Selfhood as Creative Transformatio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5, 36-39쪽.
24) 周易, ｢序卦傳｣: 有天地, 然後萬物生焉.
25) 周易, ｢序卦傳｣: 盈天地之間者, 唯萬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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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하늘과 땅’의 구조는 만사만물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일련의 추이의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것이 시공간적인 연속성으로 특징화된다. 하늘과 땅의 구조는 모든 만사만물
에는 생성의 과정 속에서 시간성의 흐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늘과 땅이 있은
다음에 만물이 생성된다”고 말한다. 또한 하늘과 땅의 구조는 모든 만사만물에는 생존의 과
정 속에서 공간성의 위치로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것은 오
직 만물뿐이다.” 그러므로 역전에서는 모든 존재의 생성과 변화가 하늘과 땅의 관계 속에
서 제시된다. 하늘과 땅의 관계는 시간과 공간이 구분되지 않는 일련의 역동적 지속성을 지
닌다. 삼라만상은 개개의 신진대사의 활동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천변만화千變萬化와 같이 끊
임없이 변화한다. 이들의 상호관계는 생성, 성장 및 소멸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대교
체와 같이 전개되는 시간의 유동성으로 표현되며, 또한 이들은 신진대사新陳代謝와 같은 일련
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함에 따라 확장되는 공간의 점유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시간의 연속성과 공간의 점유성 속에서 모든 사물들은 고유의 내재적 본성과 그
에 따른 생존의 법칙을 지키며, 더 나아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진행시키는
것이다. 시공간의 구조는 특히 삼라만상의 존재하는 근본적 특성을 형성하며 사물이 발전하
는 전체는 끊임없이 낳고 낳는 변동 속에서 역행할 수 없는 지속성을 지닌다. 이른바 우주宇
宙라는

개념에는 하늘과 땅의 구조 속에서 모든 존재의 존재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다. 그러므로 우주는 천체의 운행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역동적 과정으로서 시공간의
방식으로 표현된다. 우는 공간을 가리키는 반면에, 주는 시간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 함께 아우르고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시공간의 통합적 구조
로 이해된다. ‘하늘과 땅’의 구조 속에서 만사만물은 생성하고 발육하는 순환적 과정을 표상
한다. 이 표상은 이를테면 태괘泰卦의 속성과 이를 해석한 방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태괘의
형상에 따르자면, 건乾과 곤坤의 위치가 위와 아래로 뒤바뀌어 건이 아래에 있고 곤이 위에
있는 형태를 취한다. 이는 건과 곤이 서로 바뀌는 것과 같은 우주 혹은 자연의 순환적 방식
을 상징한다.
이는 바로 하늘과 땅이 교류하여 만물이 통하며 위와 아래가 교류하여 그 뜻이 같다.26)

하늘과 땅에서 대표되는 위와 아래라는 실제적 구조와는 반대로 태괘의 괘상에서는 위와
아래가 뒤바뀐 형상을 제시한다. 이는 우주 혹은 자연계가 진행하는 모종의 방식을 표상한
다. 즉 하늘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땅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본
래의 평형적 구조를 비평형적 구조로 설정해놓음으로써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26) 周易, ｢彖傳｣, 泰卦: 則是天地交而萬物通也. 上下交而其志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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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지닌 순환적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27) 이러한 의미에서 “군자가 차면 비우고 줄
어들면 부푼다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하늘의 운행이다”28)라고 말한다. 심지어 인간도 이러한
순환의 과정을 따르면서 그 속에서 그 일원이 되는 것이다. 하늘의 운행은 ‘그 뜻이 같은’
변화의 흐름으로서, 그 속에서 만사만물은 생성되고 성장하다가 소멸하는 일련의 변천과정
을 세대를 거쳐서 반복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하늘과 땅’ 개념에는 존재론적 원리가 함유된다. 존재론적 원리는 우주 혹은
세계 속에서 총체적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적인 생명체의 방식을 가리킨다. ‘하늘과
땅’은 바로 이러한 방식을 발휘하는 구조적 틀로 생각된다. 이 구조적인 틀 속에서 모든 존
재의 원리와 타당한 근거가 설정된다.
그러므로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늘과 땅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변하여 통하는 것이 네 계절보
다 더 큰 것이 없다.29)

이는 인간의 인식적 구조를 강조한 것으로서, ‘하늘과 땅’ 개념을 생명의 존재론적 구조
로 파악하고, 네 계절을 그 속에서 진행되는 순환적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역
전에서는 모든 존재의 존재론적 원리를 하늘과 땅의 전일적全一的 틀 속에 담아놓고 이를
대상세계의 인식론적 계기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늘과 땅의 크나큰 덕은 생이
라고 한다”30)고 말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자연계는 하늘과 땅의 관계적 구조로 인식되고, ‘하늘과 땅’의
구조적인 틀 속에서 만사만물의 존재론적 원리가 설정된다. 만사만물은 신진대사의 활력을
통해 자신의 생명체계를 유지하고 지속한다. 시공간 개념은 생명이 창조되고 발전하는 과정
을 나타낸다. 시간의 유동성과 공간의 점유성 사이의 역동적 관계는 시간이 공간을 열어주
는 관계 혹은 공간이 시간에 따라 전개되는 관계이다. 그것은 시간이 창출됨에 따라 공간이
펼쳐지는 생명질서의 활력으로 작용한다. 시간과 공간은 따로 분리되지 않는 통일적 질서로
서, 생명의 유기적 관계를 드러내는 우주의 진행방식인 것이다. 즉 우주의 역동적 과정 혹은
자연의 관계적 과정은 바로 시공간의 연속성으로 특징화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특히 시간의
과정은 생명이 창조되고 변화하는 활력적 성격을 지닌다. 여기에서 만사만물의 상호관계라
는 실재성이 성립하게 된다. 실재성의 구체적 현상들은 우주의 본원, 만물의 시작과 끝, 사
27) 이와 상반된 괘는 비괘否卦이다. 이 괘는 하늘과 땅이 위와 아래라는 실제적 구조를 가리키면서 폐쇄되어 막힌
형상을 보여준다. 이는 정체되고 폐쇄된 구조를 상징하며 이른바 변통의 원리와는 정반대로서 비순환적, 고정적
및 정체적인 막힌 것을 제시한다.
28) 周易, ｢彖傳｣, 剝卦: 君子尚消息盈虛, 天行也.
29) 周易, ｢繫辭上傳｣: 是故, 法象莫大乎天地, 變通莫大乎四時.
30) 周易, ｢繫辭下傳｣: 天地之大德曰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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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화, 인간의 일 등에 관한 근본적 법칙이다. 따라서 하늘과 땅의 시공간적 구조는 모
든 존재의 현상들에 대한 다원적이고도 입체적 조망의 결과이다. 더 나아가 그것은 모든 존
재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추세를 지닌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주역
의 존재론적 강령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Ⅵ. 變通觀과 그 변증적 사유방식
‘역’ 관념의 성격과 그 특징을 밝힐 수 있는 실질적 핵심은 변통관變通觀에 있다. 그것은
우주 혹은 대자연으로 대변되는 세계의 크나큰 흐름을 투영한 상징적 관점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變通의 사유방식은 자연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속에서 인간의 내면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변통이라는 말에는 변화變化와 소통疏通의 이중적 본령이 담겨있다. 변화는 특정의 상황 혹
은 단계로 전환되는 것을 가리키며, 소통은 대립이나 상충과 같이 막힘이 없이 서로 왕래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변통 개념은 인간사회에 적용되면서 포괄적인 상황인식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의 원칙으로 볼 수 있다.
변통관에는 우주의 모든 변화에 대한 인간의 인식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변화 개념과
변통 개념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서로 구분된다. 변화가 음과 양이 서로 바뀌는
전개양상을 가리킨다면, 변통은 변화하는 양상의 방향성 혹은 지속성을 가리킨다. 변통관은
생명체의 존재방식, 즉 자발적 전개의 과정에 관한 시각이다. 그것은 ‘낳고 낳아 멈추지 않
는生生不息’ 생성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一陰一陽’ 운행의 방식
을 지니며, 또한 ‘줄어들면 불어나고 채워지면 비워지는消息盈虛’ 순환의 방식을 진행한다.
이러한 존재방식은 방향성 혹은 지속성을 지닌 모종의 통일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그것
은 음과 양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과 그에 따른 건과 곤의 상관성을 설명하는 데에서 분명해
진다.
그러므로 문을 닫는 것을 일러 곤이라고 하고 문을 여는 것을 일러 건이라고 한다. 한 번
닫히면 한 번 열리는 것을 변變이라고 하고, 가면 오는 것이 끝이 없는 것을 일러 통通이라고
한다.31)

우리가 문을 출입하는 경우, 출입의 행위는 여는 동작과 닫는 동작, 즉 열었다가 닫거나

31) 周易, ｢繫辭上傳｣: 是故闔戶謂之坤, 闢戶謂之乾, 一闔一闢謂之變, 往來不窮謂之通.

46 동아시아 고대 생명관의 현대적 계승과 변주 (東아시아古代學會)

혹은 닫았다가 여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모두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이 두 동작은 그 발생의 과정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한 번 닫히
면 한 번 열리는 것”은 시간성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에, “가면 오는 것이 끝이 없는 것”은
공간성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건과 곤의 관계로 설정된다. 곤의 기능은 닫는 것을 위주로
하고 건의 기능은 여는 것을 위주로 한다. 양효는 음효로 변하고 음효는 양효로 변하기도
한다. 이처럼 분리되었다가 합하고 합했다가는 분리되므로 분리되는 것과 합하는 것이 서로
바뀌는 것이 바로 “변함”이다. 이처럼 서로 대립하고 있는 측면들이 가면 오고 미루어 이동
하고 이것이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순조롭게 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건과 곤의 관계
로 표상된다. 건과 곤은 사태 혹은 상황에 관해 전일적 특징을 지닌다. 즉 한 번 열리면 반
드시 한 번 닫히는 것과 같은 변화의 연속적인 양상으로 드러난다.
변하여 통하는 것은 세계가 운행하는 질서의 방식이고, 바꾸어 말해 통하여 변하는 것은
인간사회의 규범의 방식을 말한다. 변하여 통하는 객관성과 통하여 변하는 주관성이 원만하
게 회통하면 이것이 바로 “변하게 하고 통하게 하여 이로움을 다한다”32)는 뜻인 것이다. 변
함과 통함이 함께 결합하여 세계가 인간사회에 이익이 되는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변하여 통한다는 내용을 시간에 따라 공간이 전개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통하여 변한다는
내용은 공간에서 시간의 순서에 따르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변통관은 유기적
이고 생태적이고 자생적인 속성을 지닌다. 이것이 바로 생명서의 원리의 표현인 것이다.
우리가 시공간적 구조에서 시간이 공간을 열어주는 관계 혹은 공간이 시간에 따라 전개
되는 관계에 달려있다는 전제 하에서, 특히 시간의 과정은 생명이 창조되고 변화하는 활력
적 성격을 지닌다. 여기에서 만사만물의 상호관계라는 실재성이 성립하게 된다. 시간성의
범주는 건이 곤에게 작용하는 과정이다. 음과 양의 이질적 관계에서 보면, 이것은 건이 곤에
게 부여하는 유동적 과정으로서, 이 과정이 바로 시간적 흐름을 구성한다. 반면에 공간성의
범주는 곤이 건을 수용하는 과정이다. 음과 양의 이질적 관계에서 보면, 이것은 곤이 건을
수용하는 점유적 과정으로서, 이 과정이 바로 공간적 위치를 구성한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서로 끊임없이 관련지으면서 지속적이게 되면 소통하게 된다.
그것천하의 복잡함을 화하여 재단하는 것을 일러 변함이라고 하고 그것을 미루어 행하는 것은
일러 통함이라고 한다. 그것을 열거하여 천하의 백성에게 시행하는 것을 일러 사업이라고 한
다.33)

변함과 통함은 차별적이면서도 연속적인 것이다. “화하여 재단하는” 변함으로부터 “미루
32) 周易, ｢繫辭上傳｣: 變而通之以盡利.
33) 周易, ｢繫辭上傳｣: 化而裁之謂之變, 推而行之謂之通, 擧而錯之天下之民謂之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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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행하는” 통함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에 변통의 핵심은 일종의 상황의 논리에 따르는 것
으로서 그 변통의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에서 최상의 여건을 만들거나 최상의 결과를 얻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변통관의 본령이다. 주역에서는 그 과정은 명확히 다음과 같이 서술
한다.
역은 다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지속한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도와서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34)

이는 사물의 변화에 관한 인식과 그 가치론적 의미를 담고 있다. 사물은 음과 양의 교류
와 상호작용하고 운동하여 일정한 정도에 이르러 특정의 극단 즉 ‘다함窮’에 이른다. 다함으
로부터 변함에 이른다. 그러므로 다함의 극단은 변함으로의 전환을 초래한다. 이것이 사물
의 간단한 운동의 과정이다. 사물의 양적 변화가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반드시 사물의 질적
인 변화를 일으키므로 결코 자신의 원래 지녔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이 ‘변함變’이
다. 이러한 과정은 실제로 먼저 양적인 변화를 거친 다음에 과거의 질이 새로운 질로 변하
는 것이며 과거의 사물이 새로운 사물로 변하며 동시에 또한 반드시 새로운 양의 변함의 과
정을 진행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통함通’이다. 사물의 운동의 추세가 양의 변함
으로부터 질의 변함으로 바뀌는 과정에 이르면 사물 자체의 존재는 극단에 이르러 또 다른
사물로 전화되는 것이다. 그 결과가 ‘지속함久’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물의 운동과 변화의 과
정은 바로 ‘다함’으로부터 ‘변함’을 이르고 ‘변함’으로부터 ‘지속함’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사물 자체의 운동과정에서 드러나는 주기적인 형식이 바로 단계성과 연속성의 통일의 과정
임을 알 수 있다.
주역은 인간과 자연의 쌍방향적인 출입구를 제공한다. 그것은 주관과 객관의 관계로서
변통의 방식을 함축하여 순환적 원리를 이룬다. 자연은 변하여 통하는 객관적 측면에서 접
근한 것이며 인간은 통하여 변하는 주관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변화는 세계는 變通의
과정 속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는 객관성과 주관성이 있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세계는 ‘변하여 통한다.’ 그러므로 ｢계사전｣에서는 “변통이란 때를 따르는 것이다”35)라고
말한다. 여기에서는 추세, 환경 등의 객관적 조건에 따라 변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주관적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인간은 통하여 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사전｣에서는 “통하여 변하
는 것을 일러 일이라고 한다.”36) 여기에서는 어떤 조건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변화를 진행하는

34) 周易, ｢繫辭下傳｣: 易,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是以自天祐之, 吉無不利.
35) 周易, ｢繫辭下傳｣: 变通者，趣时者也.
36) 周易, ｢繫辭上傳｣: 通变之谓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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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주관성과 객관성의 상호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변화에 이르는 것이
다. 그래야 비로소 변화의 세계를 이룰 수 있으며 세계의 변화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변역의 내용에는 인간의 기로를 함축하고 있다. 즉 사람이 특정의 상황에 처하여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상황대처의
능력인데, 그 중에서 변화하려는 의지와 그것의 실행이다. 변화하려는 의지가 상황의 전개
에 따른 외부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존속케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변화와 소통은 인간이 현실에서 취할 수 가장 확실한 대처방안이 된다. 이를 인간
사회에 적용해보면, 어떤 상황에서 양적인 변화가 다할 경우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상
황이 벌어진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가 함께 진행되는 통일적 과정이 모든 존재론적인 변화의
방식이자 變通觀의 핵심이 된다.

Ⅶ. 乾坤의 卦象과 그 생명성의 원리
주역에서 우주 혹은 세계의 본질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아마 생명정신의 고양
과 그 가치의 구현일 것이다. 우주는 천체의 운행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역동적 과정
으로서 시공간의 방식으로 표현된다. 만사만물은 신진대사의 활력을 통해 자신의 생명체계
를 유지하고 지속한다. 여기에서 시공간의 개념이 형성된다. 시공간 개념은 생명이 창조되
고 발전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것은 시간이 창출됨에 따라 공간이 펼쳐지는 생명질서의
활력으로 작용한다. 시간과 공간은 따로 분리되지 않는 통일적 질서로서, 생명의 유기적 관
계를 드러내는 우주의 진행방식인 것이다. 시공간의 역동적 과정은 우주 그 자체가 드러나
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는 인간에게 시공간의 가치로 인식
된다. 그러므로 우주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에서 신진대사의 활력은 생명의 정신이며 운행
의 질서가 생명의 가치이다. 우주 혹은 세계에 있는 만사만물은 생명력을 바탕으로 하여 생
성하고 변화하면서 삶을 영위해간다. 모든 존재의 문제는 자신의 생명력을 얼마나 충분히
발휘하는가 하는 이른바 생명의 가치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우주 혹은 세계는 생명정신의
구현체이자 생명가치의 소재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늘과 땅이 만사만물의 생명력의 원천이라면, 이를 표상하는 건과 곤의 역량은 무엇인
가?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릇 역은 넓고도 크도다! 멀리에서 말하면 막힘이 없고 가까이에서 말하면 고요하여 올바
르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말하면 모두 갖추어져 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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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원리는 하늘과 땅의 구조처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넓고도 크나큰 차원을 포함하
고 있다. 건과 곤의 범주는 움직임과 고요함의 양상과 같은 상관적 관계를 통해 만사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방식을 드러낸 것이다. 건과 곤은 하늘과 땅의 구조적 속성을 지닌다. 이것은
특히 강과 유의 성질 혹은 음과 양의 덕성으로 표현된다. 이 성질 혹은 덕성이 천체의 운행
의 방식에 있어서 서로 대조적 관계를 지니면서도 서로 통일적 관계를 이룬다. 이러한 관계
이어야 비로소 만사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방식을 단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것이다.
주역이 포괄하는 시공간성의 범위 혹은 영역은 어떠한 한계와 제한도 없다. 그것은 하
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사물들의 생성과 변화의 과정을 함축적으로 포괄한다. 여기에도
생명정신의 발로가 중요하다. 음과 양의 두 가지 기의 흐름은 움직임動과 고요함靜의 관계를
통해 생명의 발현이라는 모종의 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은 건과 곤의 관계로 표상되
는데 그 성격은 ‘크나큰 생大生’과 ‘넓디넓은 생廣生’으로 표현된다. 건과 곤의 방식은 고요함
과 움직임의 관계를 통해 역동적 생명력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다.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릇 건은 그 고요함을 전일함으로 하고 그 움직임을 곧바름으로 하므로 크나큰 생生이다.38)

건의 성질은 고요함의 상태에서는 둥글둥글한 전일성의 양상을 보이며 움직임의 상태에
서는 곧바름의 양상을 보인다. 하늘의 덕성은 고요하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전적이고 곧바르
다는 의미에서 지속성을 지니며 이것이 시간성의 흐름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건괘는 64괘
의 전개에서 ‘크나큰 생’의 방식을 발휘한다. 반면에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릇 곤은 그 고요함은 닫힘이고 그 움직임은 열림이므로 넓디넓은 생生이다.39)

곤의 성질은 고요함의 상태에서 닫혀있는 양상을 보이고 움직임의 상태에서 열리는 양상
을 보이는 것이다. 땅의 덕성은 고요하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닫히고 열린다는 의미에서 수
용성을 지니며 이것이 공간성의 영역으로 전개된다. 그러므로 곤괘는 64괘의 전개에서 ‘넓
디넓은 생’의 방식을 발휘한다.
건괘과 곤괘의 범주는 움직임과 고요함의 관계 속에서 건괘의 크나큼과 곤괘의 넓음으로
특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전자가 존재의 질적인 측면과 연관된다면 후자는 존재
의 양적인 측면과 연관된다. 만사만물을 생성하는 데에 하늘은 생명의 씨앗과 같은 덕성을
37) 周易, ｢繫辭上傳｣: 夫易廣矣大矣! 以言乎遠則不禦, 以言乎邇則靜而正, 以言乎天地之間則備矣.
38) 周易, ｢繫辭上傳｣: 夫乾, 其靜也專, 其動也直, 是以大生焉.
39) 周易, ｢繫辭上傳｣: 夫坤, 其靜也翕, 其動也闢, 是以廣生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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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는 반면에, 땅은 생명의 발육과 같은 덕성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건과 곤의 범주는 생
명력의 균형과 조화의 상관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이는 생명의 본령을 고도로 추상화한 결
과이자 생명력의 진수를 잘 보여준다. 시공간의 구성에서 보건대, 하늘과 땅은 그 자체를 드
러내는 가장 중요한 속성을 지닌다. 이 속성은 바로 우주라는 말로 표현된다. 우주라는 말에
서 우는 공간의 뜻을 지니고 주는 시간의 뜻을 지닌다. 우주 전체는 시간의 유동성, 공간의
점유성 및 그 양자의 관계 속에서 대립과 조화, 긴장과 평형 등의 역동성을 발휘하면서 자
생의 생명력을 상징한다. 이는 자연생태계의 이중적 양면성, 즉 생명life의 실재성reality과 실재
의 생명성도 담겨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을 덕을 왕성하게 한다고 하고, 낳고 또 낳는 것을 역이라고 한다.40)

이 구절에서는 만사만물의 생명성의 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천지의 덕
은 새로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데에 있으며 그러한 생성과 변화, 즉 ‘낳고 또 낳는’ 방식이
바로 ‘역’ 개념에 담겨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을 이루는 것을 건이라고 하고 법을 본받는 것을 곤이라고 한다.41)

하늘과 땅의 구조를 건과 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 생명성의 원칙에 입각하자면,
건과 곤은 괘상을 대표하는 본질적 속성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그 양자는 천체의 형상을 이
루어 그것을 본받는 관계적 양상을 지닌다. “법을 본받는 것”이라는 말은 건괘의 형상에 입
각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여 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법이라고 한
다”42)고 말한다. 건괘에 대한 곤괘의 수용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 건과 곤의 관계는 64괘의
괘상이 구성되는 특정한 방식인 것이다. 천체의 운행질서, 특히 만물의 생성과 변화가 진행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생명성의 원칙에 입각하자면, 건과 곤의 합일적 덕성이 천체의 운행질서, 특히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원칙을 표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덕성의 방식이 ‘건과 곤의 도道’로 관념화된
다. 역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건의 도道가 남성을 이루고 곤의 도道가 여성을 이룬다. 건이 인식함이 크나큰 시작이고 곤이
만들어냄은 만물을 이룬다.43)
40) 周易, ｢繫辭上傳｣: 日新之謂盛德, 生生之謂易.
41) 周易, ｢繫辭上傳｣: 成象之謂乾, 效法之謂坤.
42) 周易, ｢繫辭上傳｣: 制而用之謂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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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만물이 생성되는 데에 건은 남성의 방식으로, 곤은 여성의 방식으로 발현된다. 이 양
자의 합일적 상관관계를 건과 곤의 도로 관념화된다. 건과 곤의 구조는 바로 만사만물의 생
성은 남성과 여성의 합일적 방식에 기본하며 나아가 인간의 생명의식의 측면에서는 화합의
경지 즉 도道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건과 곤의 도’는 우주의 생명정신을 인식한 인간이 체
현한 생명의식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건과 곤의 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대변되는 발
생학적 의미에서 보면 만물을 생성과 변화시키는 방식을 인식한 결과이다. 이것은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생명성의 원리의 내용, 즉 “남과 여가 정기를 얽어내어 만물이 바뀌어 생겨난
다”는 구절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건과 곤의 도는 만사만물의 생성과 변화에 합당한 원
칙과 질서를 세우는 중심축이 된다.
주역에서는 우주에 대한 직관적 체험과 그에 따른 생명관을 중시한다. 인간은 하늘과
땅과 같은 자연계의 운행과 그 생명력을 감응하고 이를 자신의 내면세계의 생명의식으로 고
양시켰다. 우주의 생명정신은 바로 모든 존재의 역동적 변화방식을 말한 것으로서, 만사만
물이 생성하고 성장하여 소멸하는 일련의 과정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인간이 하늘과 땅으
로 대변되는 변화의 구조 속에서 우주의 생명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과의 유기적인 관계
로 파악한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계사전｣은 그 당위성과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단언한
다.
건과 곤이 이루어지니 역이 그 가운데에 세워진다. 건과 곤이 훼손되면 변역을 드러낼 수
없다. 변역이 드러날 수 없으면 건과 곤은 혹시 거의 멈출지도 모른다.44)

여기에서 우주의 생성과 변화에 관한 인간 인식의 결과를 ‘건과 곤의 道’로 격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건과 곤의 도는 인간이 우주에 대한 전일론적全一論的 인식을 통해 보다 관념화한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변화에 대한 공식화된 원리가 세계의 모든 움직임 속에서
현존하며 그래서 개별적인 사물들 간에 통합과 차별 양쪽을 창출할 수 있다.45) 여기에서 우
주의 생명정신은 ‘역’의 개념 속에 포괄적으로 담겨있고 건과 곤의 표상구조에서 생성과 변
화의 본령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역’ 개념에 담긴 우주의 생명정신이 제대로 발휘되
지 못하면 건과 곤의 표상적 구조는 기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건과 곤의
표상적 구조가 설정되지 않으면 ‘역’ 개념에 담긴 우주의 생명정신은 결코 수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주의 생명정신은 ‘역’의 전일론적 사유방식에서 건과 곤의 도로 구현되고 이것
43) 周易, ｢繫辭上傳｣: 乾道成男, 坤道成女. 乾知大始, 坤作成物.
44) 周易, ｢繫辭上傳｣: 乾坤成列, 而易立乎其中矣. 乾坤毁, 則無以見易. 易不可見, 則乾坤或几乎息矣.
45) Chung-ying Cheng, New Dimensions of Confucian and Neo-Confucian Philosophy Alba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1, 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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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의 생명의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주역에서는 모든 존재의 변화와 그 양상에 주목하는데, 이는 끊임없이 낳고 낳는 일련
의 과정을 가리킨다. 이 과정은 내용상 만사만물의 끊임없는 생성과 변화의 양상을 이다. 그
것은 이른바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과정으로서, 한번 움직이면 한번 고요하고一
動一靜

한번 열리면 한번 닫히는一闔一闢 것과 같은 역동적 관계를 발휘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하늘과 땅의 존재론적 구조를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의
시공간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늘과 땅의 존재론적 구조는 만사만물이 지
속적으로 분화하고 합일하는 과정을 가리키는데, 생명성의 원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된
다. 이러한 의미애서 ｢계사전｣에서는 명확하게 “하늘과 땅의 덕은 생이라고 말한다”고 규정
하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덕은 만사만물이 생성하는 원천이자 역량이다. 생명현상이 발현
되는 데에서 하늘의 덕성은 그 본바탕이 되고 이에 따라 땅의 덕성은 그 기반을 이룬다. 전
자가 모든 존재의 시초라고 한다면, 후자는 모든 존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전｣에서는 이를 인식하는 성인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하늘과 땅이 감응하니 만물이 생성된다. 聖人이 人心을 감응하니 세상이 평화롭다. 그 감응
한 바를 관찰하니 하늘, 땅, 만물의 실정이 드러날 수 있다.46)

여기에서 ‘감응’은 인간이 우주와 교감하는 방식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교류하여 감응을
일으켜야 만물이 비로소 스스로 생성과 변화를 진행할 수 있고 성인이 백성의 마음을 감응
해야 평화의 경지에 다다르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사만물을 감응하는 원리
를 관찰할 수 있어야 세계의 실정이 명백해질 수 있는 것이다. 관계의 맥락에서 말하면 감
응의 방식은 자연생태적인 통로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은 서로 교류하는 연결망 속에서
지속적으로 항구의 도恒久之道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성인은 이 ‘감응’의 지각을 통해 인간은 물론이고 하늘과 땅 및 만물의 구조적 틀
즉 ‘실정’을 통찰하여 우주 속에서 생성과 변화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그럼으로써 세상의 의지를 통하고 세상의 일을 결정하고 세상의 의혹을 판단한
다”47)고 말한다. 이는 내용상 天道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인식과 그 의의를 제시한 것이다.
주역에서 모든 존재는 우주의 운행법칙에 따라 진행되며, 특히 인간은 ‘감응’의 체험을 통
해 그 법칙을 터득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삶을 영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단전｣에서는 항괘恒卦를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46) 周易, ｢彖傳｣, 咸卦: 天地感而萬物化生, 聖人感人心而天下和平. 觀其所感, 而天地萬物之情可見矣.
47) 周易, ｢繫辭上傳｣: 是故, 聖人以通天下之志, 以定天下之業, 以斷天下之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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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달이 하늘을 얻어 지속적으로 비출 수 있고, 네 계절이 변화해서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으며, 성인이 그 도를 지속하여 천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항상한 바를 보니 하늘과
땅 및 만물의 실정이 드러날 수 있다.48)

이 단락에서는 항괘의 괘사를 해석하여 사물이 변동하는 데에 법칙이 있으며 그 법칙이
영원히 항구적이고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항괘의 본질은 하늘과 땅의 운행이
항상 중도中道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세계의 모든 존재방식도 이것이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
로 인간이 사물이 변화한다는 영원히 항구적인 법칙을 장악해야 하늘과 땅과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따라서 하늘과 땅 및 만물의 진실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해
와 달, 추위와 더위 등의 오고가며 구부러지고 펴지는 자연계의 순환방식 자체가 시공간의
운행의 생태학적 진면모를 잘 보여준다.

Ⅷ. 문제의식의 논단과 마무리
주역에서 제시된 논점, 즉 세계에 대한 총체적 조망과 이해의 방법은 전통적으로 유교
사회를 재조직하고 재통합하며 재구성하는 데에 모종의 영감과 통찰력을 제공해왔다. 여기
에서는 오늘날 우리인간의 존재, 사회 및 자연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 조정 및 통합의
방식이 어떻게 올바로 인식되고 활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일종의 공동체의식의 강령을 함축
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역은 사회적 이념의 지속가능성과 그 논리적 정합성에
모종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주역의 생명관은 세계 혹은 우주의 생명력과 그에 따른 생명의식에 대한 개방적인 열
린 체계에 기본한다. 주역은 한 폭의 천상天象, 즉 천체의 운행과 그 질서의 방식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우주 전체에 대한 도식을 담고 있다. 이러한 도상적 성격은 64괘의 전개로
상징화되며 우주의 진화나 발전의 가능성을 대변한다. 여기에서는 세계 혹은 우주의 전체를
사물들 사이에 일종의 연관성을 보고 이러한 연관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양극단의 대립과
통일이며 결국에 이러한 것들 모두가 일체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사물의 실재성, 포괄성 및
창조성과 관련된다. 사물은 각종의 조건, 즉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을 통해 일체로 결합됨으
로써 내재적 잠재력을 발휘하여 일종의 창조력을 드러낸다. 주역에서는 만물의 실제 및
창조성을 긍정하여 생명의 창조력을 발휘하는 것을 최상의 善으로 여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역의 세계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연생태계가 전일성의 내재적 기제
48) 周易, ｢彖傳｣, 恒卦: 日月得天而能久照, 四時變化而能久成, 聖人久於其道而天下久成. 觀其所恒, 而天地萬物之情
可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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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계절의 순환, 사물의 운동 등은 자체의 방식에
부합으로써 자체의 생성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완성해가는 것이다. 이러한 내재적
특징을 ‘생명정신’이라고 부른다. 우주는 낳고 낳아 멈추지 않는 과정 속에서 무한한 시공간
의 거대한 순환체를 형성한다. 이 순환체는 하늘과 땅이 동일한 덕성을 지니고 만물이 서로
화합하고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하는 총체적인 조화와 평형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이 주
역의 全一論的 세계관에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전일적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은 강건함과
유약함이 서로 구제하고 음과 양이 서로 상응하는 것과 같은 대자연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
아야 하며 천체의 운행질서에 역행하여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하늘과
땅 및 인간이 서로 친밀하고 서로 화합하며 서로 구제함으로써 서로 조화로운 평형과 유기
적인 합치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은 모든 생명체의 공동체적 善의 기조 속
에서 진정한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진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이 바로 인간 자신의 욕구가 어떻게 자연계의 구성과 흐름에 부합하며, 더 나아가 그 속에
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아실현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자가 존재론적 문제라면 후
자는 가치론적 문제가 될 것이다.
생명정신은 만물의 존재와 가치를 이해하는 핵심으로서 생명의식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틀 속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하늘과 땅은 모든 생명체의 발원처로서 모
든 생명체의 생성과 변화의 구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생명관의 기저에는 우주의
도식이 기저의 층을 형성하고 자연현상이 실질이 되며 건곤의 괘상은 상징적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역의 생명정신은 宇宙觀의 측면에서 말하면 시공간의 구조로 발휘되
며 자연현상의 측면에서 말하면 생태적 관계로 드러나며 乾坤의 卦象의 측면에서 말하면 全
一的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특히 우주 전체는 역동적이고도 자연적이며 과정으로서 시공간의 구조를 이룬다. 시간이
생명력이 드러나는 일종의 활동이자 생명체가 창조되고 변화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구체적
인 것이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變과 通의 통일적 變奏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우주는 근원
성의 체계로서 그 생명력과 창조력은 무한하다. 여기에서는 심지어 대립, 긴장 및 충돌조차
도 모두 더욱 높은 층차의 조화에 도달하는 모종의 구조적 방식에 불과한 것이다. 사물의
성격은 필연성과 우연성의 관계로써 설정될 수 있다. 이것은 현상에서 천차만별의 다양성과
복잡성의 표현이다. 어떠한 사물이든지 간에 모두 필연성 자체는 사물의 우연성을 통해 자
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사물은 음과 양의 속성으로 나뉘며 음과 양이 교류하여 변화가 끊임
없이 진행하는 필연성을 지닌다. 다른 한편, 이러한 필연성은 반드시 음양의 다양한 상황에
하에서 다양한 교류의 방식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우연성을 지닌다. 필연과 우연의 상
관성이 있어야 세계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주 전체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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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동성과 공간의 점유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종의 생명력을 지닌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생명의 실재성을 지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실재의 생명성도 지닌 것이다.
주역의 세계관은 자연생태계의 순환과정을 내용으로 하며 그 속에서 시공간의 생명성
의 원리를 조명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진정한 인간관, 즉 실재로서의 인간과 인간으로서
의 실재의 이중적 관계를 함축하고 이는 것이다. 다른 한편, 그것은 전체와 개체 사이의 관
계에서 전체는 개체들이 결합되는 근본적 조건이자 개체는 결합하여 더욱 높은 전체가 이루
는 것이다. 그러므로 變과 通의 통일적 變奏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전체는 반드시 다원적으
로 발생하는 개체화를 발생시키는 반면에, 다원적인 개체는 반드시 대립과 조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것은 대립이 조화를 낳고 조화가 새로운 전체를 낳으며 새로운 전체가 새로
운 가치와 새로운 문화를 낳으며 그런 다음에 다원화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공동체의 善이며, 더 나아가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과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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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재선생의 ｢주역의 生命觀과 그 變通의 變奏｣에 대한 토론문
김수경(고려대)

<별지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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巫敎에서 본 생명관 -‘무교사관’의 설정을 위한 시도
윤명철(동국대)

1. 서언
한 집단의 역사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도구가 사관이다. 사관은 역사활동 및
역사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질서화, 범주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
관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집단의 과거 역사는 물론이고, 현재 및 심지어는 미래의 진행방
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물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것은 生命문제이다. 생명의 연장
욕구와 실현방법의 모색, 생명의 의미와 가치 등의 모색 등은 인간에게 최고 최대의 과제이
이다. 따라서 역사 또는 역사학에서도 생명문제는 근본적인 주제와 소재일 수밖에 없다. 그
렇다면 사관에는 반드시 생명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21세기 들어서면서 생명은 또 다른 관점과 의미로서 가장 중요한 담론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와 사상 또는 종교 속에서도 생명문제에 대하여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역사에서 ‘巫敎’라고 범주화된 종교현상이 있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일부 논자들은 무교가 불교 등의 고등종교가 유입되기 이전에 국가종교의 기능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국가신앙 내지 민간신앙의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역사에서는 신화와 마찬가
지로 집단에게 살아있는 ‘憲章charter’의 기능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무
교라고 범주화된 종교현상에 대하여 비논리적이고 비역사적이며, 마치 역사의 퇴영인 것으
로 인식하고 있다.1) 따라서 무교에 대하여 또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무교와 무교를 역사적으로 접근한 무교사관을 설정하고
무교사관 속에 내재된 생명관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만 본고는 사상이나 종교로서 무교를

1) 아래에 소개한 내용은 우리 문화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된 정치적인 배경을 알려준다. 조선총독인 齊藤 實은
1922년에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시책을 말하면서 ‘조선사람들은 半日本사람으로 만드는 이른
바 교육시책에서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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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입장에서 필자의 연구성과와 이론, 체험을 토대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시론적인 성격을 띄고 있음을 밝힌다. 본고는 2장에서 무교란 무엇인가에 대하
여 서술하고, 3장에서는 무교사관의 설정을 시도하고, 4장에서는 무교사관에 내재된 생명성
을 몇 개의 요소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가능한 한 축소시키면서 단군신화 등
국가신화 및 국가제의 외에 일부 건축물 등의 국가기념물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치려고 한
다. 특히 신화는 정체성의 근원을 표현할 뿐 아니라 생활과 인식의 모든 것을 집약한 결정
물이므로 분석의 주요 도구로 삼는다.

2. 무교의 이해
무교란 무엇인가? 이러한 용어의 정의와 성립타당성 여부는 중요하다. ‘巫敎’라는 용어를
학문적으로 정착시킨 사람은 유동식이다.2) 하지만 그는 무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근
대학문의 영역으로 편입시킨 사람을 李能和로 보고 있다. 이능화는 1927년에 계간시 ｢계명｣
제 19호에 ‘조선무속고’를 발표하였다. 그 밖에 六堂 崔南善을 비롯하여 근대 여명기의 여러
학자들이 무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신화 및 신앙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였다. 유동
식은 ‘한국문화의 지핵은 무교이다.’라고 규정하였으며, 행동양식을 결정할 가치체계와 세계
관을 적지 않게 지배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3) 이는 무교4)가 종교의 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기능을 수행한다는 전제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무교란 이미 사라져 버린 고대종교가
아니며, 미개민족의 단순한 원시종교도 아니라고 하였다.5) 무교가 여러 논자들이 언급한 이
러한 요소와 가치 형식을 지니고 있다면 미래 모델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할 뿐 아니라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무당이라는 행위 주체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면서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무당의 중
재를 빌려 신령들의 도움을 청하는 종교를 무교라고 정의하기도 한다.6) 또한 종교현상인 무
교의 보편성에 의미를 두면서 기원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동북아시아 시베리아에 있던 샤머
니즘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7) 무교의 학문화에 깊은 연관성이 있는 유동식은

2)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출판부, 1989.
3) 유동식, 앞의 책, p 15.
4) 무속이나 무교 대신 巫로 일컫고자 하는 주장도 있다. 무의 어원적 고찰 등의 문제 등은 생략한다.
‘巫 -- 아래 위의 직선과 그 선을 세로로 연결하는 수직선. 양쪽에 사람 인 자가 두 개 있는 형상이다.’
(최준식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주)사계절출판사, 1998, p.16)
5) 최준식, 위의 책 p.16.
6) 최준식, 위의 책 p. 14.
7) 엘리아데의 샤머니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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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교의 샤머니즘적 요소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동북아시아와 내륙 유라시아 일대에 퍼
져 있는 원시종교 현상인 샤머니즘 일부라고 주장하였다.8) 이 견해는 최남선 등을 비롯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다. 샤머니즘은 일종의 사원국가 寺院國家형태로 구
현되며, 인종을 초월하는 특수한 이념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종교라고 보는 주장도 있다.9)
한편 우리 전통적 종교현상에 대한 역사적 관심, 사회적 습속이상의 독자성을 고려하여
무교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10) 무교를 한국적인 현상으로 적극적인 평가를 하
는 견해도 있다. 또한 이필영은 “한국 무교는 북아시아 샤머니즘과 상당히 이른 시기에 갈
라지고, 즉 신석기, 청동기 이후는 수식되고 변화를 입었다.”11)라고 하였다. 심지어는 도교
가 번성하는 현상을 저지시킨 우리나라 고유의 기존 세력을 대체로 무교라고 보아12) 무교
와 도교를 등가적 위상으로 평가한다. 민속신앙은 신앙·대상·계통·신앙의 양식·규모에 따라
유형적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는데 작게는 속신, 크게는 무교와 같은 토착종교에 속한다.라
고 하면서, 무교신앙을 민속신앙의 가장 큰 범주로 주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교는 민속
신앙 또는 민간신앙 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본 장에서는 무교의 구체적인 현상과 다양한 차이들은 논하지 않는다. 또한 형식에 차이
에 따른 구분과 유형화도 시도하지 않는다. 가장 보편적인 정의와 개념을 토대로 역사활동
및 논리에 적용한다. 무교의 성격은 물론이고, 무교가 가진 역사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 또
생명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적 당위성을 입증하고, 다음 단계로 무교의 범주에
들어가는 현상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학자로서 고등종교 이전에 우리 역사에 존재하고 작동하였던 종교현상으로서
무교를 설정한다. 일반적인 종교현상으로서 인류역사의 초창기부터 있었던 종교현상으로서
‘샤마니즘’ ‘토템이즘’ ‘애니미즘’ 등을 비롯한 다양한 용어와 분류가 있다. 그러나 국가가
발달한 단계 이르면 구체적인 세계관, 정교한 논리, 국가종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우리 역
사에서는 통설에 근거하여 4세기 전반에 불교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국가는 발달하였
다. 중국에서는 遼西지방에서 발달한 紅山文化 시기에 이미 ‘古國’단계에 이르렀고,13) 뒤를
8) 유동식, 앞의 책, p.16.
9) 박용숙, 샤먼제국, 소동, 2010, p.17
10) 임재해, 민속문화의 생태학적 인식, 당대, 2002. p.244, p.245, 247
11) 이필영, ｢북아시아 샤머니즘과 한국무교의 비교연구｣, 白山學報 25, p.36
12) 최준식, 위의 책, p.62. p.63.
13) 홍산문화(bc.3500~2400년)는 내몽골 赤峰과 요녕성 건평현에 있는 牛河梁 유적은 거대한 규모의 제단壇, 여신전
廟, 적석총塚이 三位一體를 이룬 대표적인 신석기유적이다.
(李亨求, ｢발해연안 석묘문화의 원류｣, 한국학보50, 일지사, 1988,
尹乃鉉, 고조선연구, 일지사, 1994,
郭大順, 龍出遼河源 百花文藝出版社, 2001,
趙賓福 著 崔茂藏 譯 中國東北新石器文化 集文堂, 1996. pp.92~126에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 밖에 성두산유적 등은 유사한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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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하가점 하층문화 등에서는 ‘方國’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정교한 조직과 정치력을 갖춘
정치체가 탄생하였다.14) 모두 고대종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역사에서는 고조선를 비롯하여 이를 계승한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을 비롯한 국
가들이 존재하였다. 이 국가들은 국가제도가 완비되고 있었고, 도시도 생성되었고, 중국 지
역의 국가들과 전쟁 외교를 벌이면서 무역을 벌이고 있었다. 이미 민간신앙과 연관된 각종
현상 등을 넘어 국가나 민족 등 일정 집단의 지도원리로 작용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국가
및 문화집단과 조직적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종
교는 필요하다. 이러한 종교현상의 실체에 대해서는 ‘무교’라고 명명하고 유형화한 현상 외
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므로 무속신앙이나 민간신앙의 단계를 뛰어넘은 ‘무교’라고 칭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무교는 역사에서 국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작동한 종교 및 신앙현상
이라고 규정한다.
무교의 핵심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신앙의 대상은 단군신화 등의 국가신화이며,
각종의 제천의식과 굿 등의 의례와 의례의 장소와 사물들의 존재, 난랑비서문 등과 기타 仙
家 또는 道家類로 분류된 서적 내지 경전들이 있고, 종교교단 및 국가조직의 일치, 즉 제정
일치 체제와 본고의 핵심주제인 세계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논리성을 불완전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
는 발달된 기호나 문자를 사용하지 못했던 시대적 한계이면서 공간과 주체자의 문화적 성격
에 따른 결과이다. 또 하나는 전시대를 일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다른 양상
을 띄웠다는 점이다. 역사가 진행되면서 국가체제가 강력한 형태로 발달하고, 이로서 무교
는 곧 정치력과 결탁하게 되었다.15) 계급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하였고 이용되었던 것으로
무계급 사회를 지향하였으나 계급과 신분의 존재를 수용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생명관을
비롯하여 무교의 이념에 변화가 발생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王權과 종교권神權, 司祭權이 분리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교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러서 계급적 이익을 반영하는 반면에 變革思想을 인정
하고, 피지배 계층의 이익을 비롯한 생명관을 반영하게 되었다. 특히 정치력과 연관된 불교
유교 기독교 등 외래종교의 강요로 인하여 변질된 부분이 적지 않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소
외된 무교는 집단의 생명과 내부 구성원들을 위해서 민족적인 성향을 띄고 되었다. 그러나
무교는 기본적으로 反체제적이진 않았으며, 다양한 제의 등을 통해서 국가단위는 물론이고
소규모 단위들에게도 공동체 의식을 환기시키는 작업들을 지속하였다. 예를 들면 지역단위
14) 북한의 김영근은 ｢하가점 하층문화에 대한 고찰｣단군학 연구 14, 단군학회. 2006 에서 최근북한학계의 견해를
반영하며 하가점 하층문화를 고조선주민들이 창조한 문화로 해석하고 있다.
15) 壇君 東明 次次雄慈充 등은 제정일치사회의 상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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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근대까지 지속된 기우제, 산신제, 동제 등도 기우굿 산신굿 마을굿으로 전승되면서 모
두 무교에 속하였고, 성주신앙, 조왕신앙, 삼신신앙 등도 성주굿, 조왕굿, 삼신굿 등으로 전
승되어 무교에 속하였다.16)
그렇다면 이러한 무교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불가피하였지만 역사와 정치 등에 논리와
행동양식 등을 제공하는 사관의 역할이 했을 것이다. 필자는 본고와 관련하여 ‘巫敎史觀’이
라는 용어와 범주를 부여하면서 그 성격을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무교사관에 반영된 생
명관을 모색하고자 한다.

3. 무교사관의 모색과 이해
사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혹은 유형화 된 결과를 뜻하는 것
이다. 18세기에 불테르가 처음 사용한 이후에 다양한 정의들이 있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
으로는 역사에 대한 견해, 개념, 관념, 사상 등을 의미한다.
역사는 한 집단의 존재이유와 존재과정을 재현시켜주고 있으며 史觀은 존재자체의 문제,
즉 존재방식을 생산한 ‘內的論理’를 설명하여준다. 인간은 다른 무엇과 관계를 맺고 자신을
전달하며, 사건과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호code’를 필요로 하며, 사관이란 역
사를 효율적으로 해석하는 독특한 기호를 말한다. 그래서 일정한 집단에게 사관의 존재와
성격 및 그것을 축으로 삼은 역사활동의 해석과 유형화 작업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
다. 특히 동일집단으로서 內的 統合性을 유지한 채 장기간 지속되어온 집단에게는 더욱 그
러하다.17)역사이론과 사관을 구축하는 데는 자기체험과 민족체험을 바탕으로 삼아 시대상
황에 걸맞아야 한다. 다른 세계를 해석한 틀로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규정짓고, 남의 모범 답
안지를 갖고, 우리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정답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남의 모델을 빌어서 적
용하면 비현실적이고,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미리 알 수 없다.
역사학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역사학은 인간학이다.’ 역사학의 기본 목적은 주체인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삶을 완성에 가깝도록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다. 인간 스스로도 포함하면서, 존재가치를 갖고, 고유의 존재방식으로 인간과 움직이면서
관계를 맺는 모든 대상에 생명을 부여하므로서 인간의 본질과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삶의
의미와 문화의 다양성, 공동체 의식 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만든다.
‘역사학은 미래학이다.’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듯이 또한 미래로부터 빌어온 것이기도 하
16) 임재해, 위의 책, p.248.
17) 필자가 전개하는 사관의 개념과 이해에 관하여는 졸고 ｢근대사관 개념으로 분석한 壇君神話｣, 경주사학 10집,
1991 및 졸저 역사는 진보하는가 온누리, 1992, 2장 ‘사관이란무엇인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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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사학은 지금 하고 있는 일뿐 아니라 예측하고 있었던, 또는 하고 싶었던 일을 수정할
수 있게 한다. 심지어는 이미 결정난 사건마저 간섭하여 부분적이지만 變形시키거나 改造할
수 있다. 때문에 역사학은 과거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있고, 그래
서 본질적으로는 未來學이라고 생각하며, 주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로 ‘미래예측지표의 기
능’을 지적해왔다.
‘역사학은 행동학이다.’ 사람의 인식은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
태에서는 불안감이 심해지므로 사실을 찾고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다. 사실을 파악하려면 정
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구하고, 많은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역사학자는 현장관찰과 간접체험을 통해서 視座構造, 嗅覺, 피부접촉, 공간감지능력 등과
잠복해있던 본능 등을 활용하면서 사실과 현상을 유추하고, 현상외적인 본질을 감지해낼 수
있다. 사고를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야 학문과 삶으로 분리된
이분법적인 관계를 지양하고 다수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살아있는 역사학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역사는 생명이며 역사학은 생명학이다.’이것은 다음 몇가지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첫
번째, 역사행위,

활동개념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온전한’ 생명을 구현하는 과정을 지속

시키는 것으로 파악한다. 둘째, 역사학의 연구대상을 살아있는 것, 생명체로서 파악한다. 다
른 생물, 무생물, 사건, 현상 등 등 모든 것을 역사활동의 동반자로 파악하면서 살아있는 소
중한 존재, 적극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진지한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비단 중요한
사건, 의미있는 사건 뿐 만 아니라 사소하고 일반적인 사건들을 포괄하는 삶에도 관심을 지
녀야 한다. 자연스럽게 평범한 생활을 연구하는 민속, 본질을 탐구하고 표현하는 예술 등의
영역도 역사학에서 진지하게 수용하여 연구해야 한다.
셋째, 역사는 생성이 정지된 채 과거규명에 집중하는 무의미한 기능을 하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갖고 현재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역사학은 추상적이고, 불투명한
근원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미래에 확신을 심어주고 생명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 역사는 일종의 생명체로서 과거 현재 미래에 작용하고 있으며, 그 작용 속에서 스스
로가 생명을 획득해 간다. 필자는 이러한 생명학으로서의 역사관이 가장 잘 반영되었고, 실
제로 우리 역사에서 강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는 것을 이른바 무교사관이라고 설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교와 관련이 깊거나 ‘무교사관’이라고 설정할 만한 것들이 역사상에서 일정
한 역할을 했을까? 무교사관이 반영된 증거들을 다양한 역사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분석의 대상은 국가단위의 것에 국한되고, 특정한 시대라는 한계를 넘어 통시적으로 영향력
을 끼친 현상과 활동을 뜻한다. 무교의 역사성을 입증해주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
째는 건국신화이다. 무교와 연관된 신화로 분류되는 것은 ‘단군신화’ 등의 건국신화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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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서사무가원향본풀이 등이 있다.
고대사회에서, 또는 무교를 비롯한 종교현상에서 신화의 의미와 위상은 매우 크다. 신화
는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가장 의미깊었던 시간 공간 인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
는 대상물의 의식활동에 대한 기록이다. 즉 우주의 창조, 인간의 탄생, 나라의 건국, 생활방
식의 변경, 자연에 대한 적응, 그리고 단편적인 생활의 모습과 그것을 영위하던 인간들의 생
동 등 다수의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산출된 관념들을 표현한 것이다. 즉 현존세계의 존재방
식을 무언가의 형태로 결정한 사건에 대한 설화이다. C.L.Straus는 神話的 思考는 문명인이
나 미개인이냐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정신작요의 기본적인 論理
體系라고18) 하였다. 그렇게 볼때 신화는 共通性과 普遍性을 띄우며 정신의 論理體系로서 구
실을 하는 것이다. Eliade에 의하면 “고대인은 宇宙 및 宇宙的 리듬과 일체감을 갖는다”19)고
한다.
그러므로 신화의 중요성은 인간행동의 Model을 제공해주고 그럼으로써 생활에 의미와 가
치를 주는데 있다. 그것은 인간사고의 한 국면을 밝히는데 도움될 뿐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
는 데도 도움이 된다. 神話의 분석을 통해서 신화를 창조한 집단의 意識世界와 그것에 기초
한 문화, 사회와의 관계성을 발견해낼 수 있다. 오늘날 신화라든가 전설 등 과거의 意識과
産物이 중요시되고 그에 대한 연구가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生存的 필요로 비중이 커지는
상황은 이와 같은 고대의 精神性 때문이다. 다음 글을 통해서 무교의 세계관을 살펴보겠지
만 神話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調和를 指向｣하는 세계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화는 고대의 世界觀 및 古代人 또는 현존하는 원시미개인들의 의식과 생활을 이
해하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건국신화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다른 국가 다른 민족과의 차별
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집단의 발전 지표, 역사관이 표현되어있
다.
壇檀君神話20)는 한민족사의 현존하는 신화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
으며 한민족이 가진 우주관․역사관․인간관 등을 가장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단
군신화의 분석은 우리 고대인과 문화의 변천, 역사의 흐름 등을 인식하며, 또한 현재까지 영
향력있는 집단윤리로서 작용하는 고대 세계 등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단군신화는 3부로 구
성되어 있는데, 특히 3부는 생명사관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 외에 부여의 동명신화, 고구려
의 주몽신화 등이 있고, 각각 신라 가야를 비롯한 국가들의 건국신화 등이 있다. 이 신화 등
18) 李光奎, 레비․스트로스 p.100.
19) Mircea Eliade, Myth and reality (George Allen and Unwin, London. 1964) p.2.
20) 이것에 대한 셜명은 이 논문을 구성하는 주요내용중의 하나가 된다. 대다수의 史書 및 학자들은 ｢檀｣을 쓰고 있
으나 여기서는 三國遺事를 原典으로 하여 ｢壇｣을 사용했다. 그것은 ｢壇｣을 사용함으로써 이 신화의 논리전개
가 치밀해지고 전체구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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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형의 변형이 일부 있었지만, 불교나 유교 이후에 생성된 건국신화나 기타 신화보다는
무교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가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제의ritual이다. 祭儀가 言語化할 때 신화가 되고
신화가 行動化될 때 祭儀가 되는 것이다,라고21) 할 만큼 신화와 제의의 관련성은 깊다. 신화
는 그 이론적 근거로서 제의의 구조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Durkheim은 “인간이 신성한
대상물의 현전에서 어떻게 자신을 완전하게 하는가를 규정하는 行動規約이다,”22)라고 제의
를 정의하였다. 제의는 그 소속 집단의 구성원이 필요한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그 제의에
바탕이 되는 이념을 구현하면서 행하는 행위로서 주로 종교적 성격을 띄고 있다. 집단의 구
성원은 제의을 통해 집단개념을 형성하며 일체감을 갖게 될 뿐 아니라 공동목적을 확인하는
것이다.23) 무교에서는 ‘굿’을 중요한 제의행위로 삼고 있다.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의례 외에도 기우제, 산신제, 동제, 가신신앙 등 민속신앙 등이 모두 무교의 한 부분을 이루
고 있다.24)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동예의 무천, 진한 등 삼한의 제천의식들이 있다.
이어 고려의 팔관회, 조선의 제천의식 등으로 잔존하였다.
세 번째는 물질적인 증거물들이다. 고인돌 및 장군총처럼25) 독특한 위상을 차지한 고분
을 비롯한 생사관을 반영한 무덤이 있다. 또한 우주관 인간관을 비롯한 국가단위의 세계관,
정치관,문화논리 등을 표방한 비파형 동검, 청동거울, 광개토태왕릉비 등의 기념물들이 있
다. 기타 신화의 논리와 내용이 반영된 사서 등이나 경전의 존재, 종교교단과 이를 실천하는
국가조직 등의 존재 등이 입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직을 ‘신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
으며, ‘수두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풍류도 등의 이름을 띄우기도 했다는데, 이는 국가
종교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현상들이 국가종교의 역할을 한 증거들은 ‘檀
君’ ‘東明’ ‘次次雄’ 등 정치적 군장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겸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 불교가 유입된 후에도 종교의례 등이 행해졌기 때문이다. 고구려에 대한 기록들에서 ‘사
무’ ‘신무’ 등의 칭호가 남아있으며, 고구려는 좌우에는 큰 집을 세우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
냈으며, 일월성신과 사직을 받들었다는 기록들이 있다. 물론 백제 신라 가야 삼한 등에서도
무교와 연관된 신앙과 제의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무교사관은 생활 전반에서 헌장으로서의 기능을 한 것이 아닌가?

21)
22)
23)
24)
25)

金烈圭, 韓國의 神話 (一潮閣, 1976)
에반스.프리챠드, 原始宗敎論 金杜珍譯(探究堂, 1976) p.98.
에반스.프리챠드, 위의 책, pp.108～112 참조.
임재해, 위의 책, p.246
윤명철 ｢단군신화 해석을 통한 장군총의 성격 이해｣단군학연구 19호, 단군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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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교사관에서 보이는 생명관의 문제
생명학의 성격을 지닌 역사학에서 사관을 역사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그 각 구성
요소들에는 무교의 생명관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방되고 있을까? 인간은 생명체 가운데서도
가장 복잡한 신체구조와 고도의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활동은 숫
적 또는 양적인 개체의 합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질적인 관계의 합인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물리적이고 계량적인 합이 아니라 존재물들의 관계망으로서 모든 존재물과 그들과
의 관계그 또한 존재이지만를 살아있는 것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역사활동은 주체와 대상체로
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유형화시킨 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시간
이 개입된 모든 공간도 해당되며,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양식들이 총체적인 網으로 구성된
것이다.

1) 주체
무교사관은 역사에서 주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인간은 현상으로 볼 때는 다른 존
재물과는 물론이고 인간 자신들 간에도 개별자로서 존재를 한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인간들은 물론이고 우주 내에 모든 것은 하나이다. 역사적 존재로서 전화하는 순간 인간은
자연과 인간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관계, 제한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상황 속에 놓여지면
서 전존재의 성격을 지닌다. 필자는 ‘歷史 有機體說’26)을 제기하여 왔다. 우주 내의 모든 것
은 현상이건 실재하건 간에 근원, 최초부터 統一子로서 발현되었다. 인간 또한 현상인 개별
자이며 동시에 본질인 전체자로서 늘 통일을 지향한다. 따라서 존재물은 조건구성의 충족을
위해서 행위를 하고, 본능적으로 온전한 생명을 구현하려는 자기완결성을 지닌다.27) 이러한
‘자기 완결성’은 생리학에서 주장하는 ‘항상성homeostatis’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본다.28) 당연
26) 有機體라는 용어는 서구 근대의 산물로서 단순하게 기계적인 것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필자의 의도는 다르다. 간단하게 약술하면 이는 구조상으로는 일종의 네트워크시스템이며, 형식은 만남과 운동
이지만, 내용은 생명현상을 함유한 개념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 문화와 사상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사물관
세계관과 흡사하다. 필자는 이러한 서구적인 용어와 개념의 도입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오해를 막을 목적으로 몇
몇 논문에서는 대안으로 본문 또는 각주처리를 하면서 ‘초유기체’, 또는 ‘생명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가설상태이다. 필자는 미완성되었지만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국가의 정체성, 先生國家의 계승성, 분열된 국가
들의 통일성 등을 역사상과 연관하여 분석해왔다.
27) 윤명철, 역사는 진보하는가?, 온누리, 2장, 1992.
28) 알렉스시 카렐 지음, 류지호 옮김, 인간, 그 미지의 존재, 문학사상사, 1998.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생리학의
단초를 열었다. ‘인간에 관한 개념 중에 어떤 것은 인간 특유의 것이지만 모든 생물에 통하는 것도 있고, 화학,
물리학, 기계학의 개념에 통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전자나 원자, 분자, 세포 조직에 더하여 기
관의 가장 고등한 단계에서는 기관과 체액과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전체가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물리
화학과 생리학의 개념으로는 불충분해진다. 인간의 특징인 지능이나 도덕 관념· 미적 관념·사회적 관념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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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인간들의 合인 역사적인 단위의 성립 또한 조건의 ‘온전’을 뜻하고, 그것은 대립자처럼
보이는 여러 조건들의 통일을 의미하는 통일체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활동은 통일체로서 생
명을 지향하고 있다. 인간은 중요한 대상체인 자연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위치를 완전하게
설정하는 일이 중요했다. 그 위치설정의 방법과 과정에 따라 개체는 물론 집단의 흥망성쇠
가 결정되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계는 지리적 조건, 기후적, 풍토적 조건 등 여러 가지
요인 속에서 발생을 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은 각자가 개별적인 존재로서 우주, 또는
자연의 한 부분이 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동시에 자연 자체이기도 하다. 자연과 인간과의 관
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고대인들은 자연은 인간존립의 근원이며, 인간은 존립의 과정에서 자연의 산물과 현상에
절대적으로 依存하고 또, 죽으면 자연의 한 부분이 된다. 그러므로 全過程으로서의 인간존
재는 자연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이다. 사실 여부, 분석, 검증 여부와는 관하게 본능,
직관, 간단한 표면적인 관찰과 비교를 통해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는 인식을 끊임없이 확
인하고 재생하는 작업을 전개해왔다.
무교로 범주화시킬 수 있는 신앙과 종교 등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
으며, 자연친화적인 문화이고, 자연을 경배와 공존의 대상으로 여긴다. 자연물에 신격이 별
도로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든, 자연물 자체를 신령한 힘을 지닌 인격체로 여기든 결국 자연
물을 사람과 같은 생명으로 인식하고, 그 영성을 인정하였다.29) 그래서 자연에 깃들여 있다
고 믿는 정령을 섬기는 정령신앙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신앙형태이며 모든 인간에게 보편
적인 신앙이다.30) 과거에는 인간이 생태계의 연결망ecological
권의 원활한 기능 속에서

network으로

구성된 거대한 생물

살아왔다.31)

신화는 천지창조신화 등을 비롯하여 각종 자연현상과 자연물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고 있
다. 단군신화에서 나타나듯 해, 달, 바람, 비, 구름, 산, 신단수, 곰 범 등의 동물, 식물 등에
신성을 부여하고 신으로 대하고 있다. 신화의 내용을 재현하는 제천의례. 마을굿
부락제

동제, 도당굿,

농신제 산천제 산신제 용왕제 등의 제의들이 있었다.

그런데 무교에서는 모든 존재물 가운데 ‘역할론’에 비중을 두면서 전체로서의 자연속에
서부분으로서의 인간가치와 위상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단군신화는 역사의 주체는 인
간이고,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역사운동의 목적이 홍익인간이
라고 명시를 하여, 주체의 변천이 桓雄 熊 등의 神에서 변신과 복잡한 재생과정을 거쳐 神
人을 거쳐서 인간으로 가는 과정을 사건의 전개와 아울러 상세히 표방하고 있다.
심리학적 개념을 더 추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29) 임재해, 위의 책, p.256.
30) 임재해, 위의 책, p.243.
31) 하워드 오덤 지음, 박석순 • 강대석 옮김, 시스템 생태학 1, 도서출판 아르케, 2000,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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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32)의 이해
역사활동은 주체와 대상체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두 요소의 만남은 單位의
성립을 가져온다. 행위의 결과는 단위이며, 단위는 주체와 시간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에서 시간과 공간의 분리는 처음부터 없었으며, 다만 개념상의 구분이 있었을 뿐이
다. 모든 존재물은 공간33)과 더불어 탄생 활동하기 때문에 공간의 성격, 공간의 재단과 범주
화는 생명체의 필수 생존요건이다. 때문에 인간은 공간의 정의와 성격 역할 등을 모색하는
일을 시도해왔다. 특히 우리는 동일한 곳에서 출발하고 성장했다는 인식이 강하므로, 공간
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하게 여긴다. 무엇보다 공간이란 인간의 자유와 실재성의
깊이의 차원과 관계34)있으므로 역사는 공간의 위상, 규모, 성격과 연관되어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역사에서 공간35)은 기하학적인 공간, 자연적인 공간36), 또는 평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地緣･地域･領土･土地･境界 등의 구체성으로 표현되는 지리공간･문화공간,즉 역사공간

‘터’

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자연지리의 개념과 틀을 뛰어넘는 역사와 문화 또는 문명의 개념
으로 접근해야 한다.37) 다만 작용하는 중요도나 인식상으로 보아 자연환경이 중요한 구성요
소이다. 우리 역사와 신앙에서 있었던 공간개념은 풍수사상 풍수신앙, 풍수지리설 등으로
표현되는,38)자연인식체계와 구현이다.39) 우리의 전통적인 풍수관 등은 지리로 표현되는 자

32) 그레이엄 크랄크 지음, 정기문 옮김, 공간과 시간의 역사, 푸른길, 1999년 참조.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실로
다양하다. 특히 역사학에서 활용할 만한 책은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에드워드 홀 지음, 최효선 옮김, 숨겨
진 차원-공간의 인류학을 위하여, 한길사, 2005, 참조. 기타 졸고 ｢역사해석의 한 관점 이해공간의 문제｣한민
족학회 18차 학술회의, 한민족학회, 2010.12. 18. 참고.
33) 공간이란 논제는 21세기의 학제적 담론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보편적인 어젠다이다. 근대 이후 공간에 대
한 이론은 철학 분야 이외에도 기하학 · 물리학 · 건축학 · 지리학 · 기호학 · 도시공학 · 조경학 ·주거학 · 교육학
· 심리학 · 정치학 · 사회학 · 생태학 · 문화이론 · 공간예술론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 (강학순, 존재와
공간, 한길사, 1976, p.22)
34) 강학순, 앞의 책, 1976, p.25
35) 역사에서 공간의 문제는 윤명철, ｢역사해석의 한 관점 이해공간의 문제｣한민족학회 18차 학술회의, 한민족학
회, 2010.12.18. 그레이엄 크랄크 지음, 정기문 옮김, 공간과 시간의 역사, 푸른길, 1999년 참조. 공간을 바라보
는 관점은 실로 다양하다. 특히 역사학에서 활용할 만한 책은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에드워드 홀 지음, 최효
선 옮김, 숨겨진 차원-공간의 인류학을 위하여, 한길사, 2005, 참조. 기타
36) 동물행동학, 생태학, 공간학 등을 비롯해서 동물 식물들이 공간을 이용하는 방식과 태도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
시키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역사공간을 이해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구체적인 예는 필자의 논고 참고.
37) ‘聖과 俗’의 구분도 있고, 본고와 연관해서는 ‘농경공간’, ‘유목초원공간’, ‘수렵삼림공간’, ‘어렵해양공간’의 구분
도 있다.
38) 임재해, 민속문화의 생태학적 인식, 당대, 2002, p.164
39) 이러한 논리를 전개한 책들은 많지만 간단하게 여러 설을 정리한 것으로 김광언,바람·물·땅의 이치기파랑,
2009.이 있다.)와 쓰지 데쓰로우가 주장한 ‘風土論’ 등이나 러브록Lovelock 등의 ‘가이아 이론’ 등도 개념상 유사하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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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간을 마음이나 심리 등과 직결시킨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지리정치학
geo-politic,

지리경제학geo-economy, 지리문화적geo-culture 뿐만 아니라 地心學geo-mentalogy40)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공간은 인간과 집단이 세계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즉 가치관 등이
생성되는 곳, 즉 공간이 신앙의 성격과 형태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이다. 한편 풍토라고 하
는 것은 토지의 기후·기상·지질·토질·지형·경관 등의 총칭이다.41)
또 하나 우리 역사와 신앙에서는 자연은 생명력과 신성한 힘이 있다. 마찬가지로 공간은
자체의 생명력을 갖고 있으며, 이 생명력은 끝없이 갱신 재생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즉
생기처 또는 생기의 결정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를 생기신앙으로 표현하기도 한
다. 산신고사, 개토제 등42)은 바로 이러한 공간의 재생작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은 특별
한 의미와 가치를 지녀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과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공간
의 신령성을 확보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고, 공간간의 교환과 합일의례 등이 시행됐다. 이
를테면 제의 장소나 수도를 선정하는 데는 절대적인 의미를 지녔다.
단군신화에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특별하고 의미깊은 공간으로서 ‘天’ ‘神市’ ‘三危太
伯’太伯山頂 神壇樹下’ ‘穴’ ‘아사달’,‘ 금미달’ 등이 등장한다. 이는 모두가 주체의 의지가
작동해서 선택된 공간이다.43) 이러한 예는 고구려의 ‘熊神山’ ‘熊心淵’ ‘隧穴’ 등, 마한의
‘蘇塗’와 ‘別邑’ 등과 신라의 ‘鷄林’ 등 역사상의 여러 부분에서 나타난다. 또한 터닦이 등의
민속이나 당굿 등의 신앙으로서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을 띄고 행해져왔다. 이렇게 무교적인
역사관에서는 공간을 통일적인 관계와 일종의 역사유기체로 보았다. 필자는 공간과 연관하
여 터이론을 전개해왔다. 즉 역사 공간에는 ‘전체’이면서 ‘부분’인 터

場, field

가 있다.44) ‘터’

는 공간을 시간과 주체가 합친 개념으로서, 공간 또한 지리･ 기후 등 자연지리의 개념과 틀
을 포함하면서, 생태계･인간의 거주형태･국가 등의 정치체제･역사와 문화 등 모두 포함한
총체적인 환경이다. 하나의 공간, 동일한 공간, 유사한 공간, 관련성 깊은 공간은 지리의 개
념과 틀을 뛰어넘는, 즉 자체 생명력을 지닌 有機體로 보아야 하고, 당연히 統一體로 보는
것이다. 한민족의 역사활동 공간을 육지와 해양이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춘 ‘해륙사
관’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45) 당연히 만주일대 등도 ‘문화공동체’나 ‘경제공동체’
40) 地 地形 또는 ‘land’‘space’‘field’‘터’라고 개념정의가 되거나 용어화된 공간에서 마음 또는 정신과 연관된 요소들
을 유형화시켜서 부각시킬 필요는 있다.
41) 와쓰지 데스로오和 鐵郞 저, 박건주역, 풍토와 인간, 장승, 1993.
42) 임재해, 앞의 책, p.252.
43) 엘리아데의 성속 이론에 따르면 천상의 원형을 반복, 즉 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변화시킨
일을 반복 함 .
44) 이러한 표현과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하이젠베르그의‘부분과 전체’를 비롯하여, 또는 ‘통일장이론’ 등 유사한
범주의 이론들을 떠올리기 쉽다. 물론 그러한 면이 있고, 시사받은 바가 있지만, 필자가 다른 글에서 여러 번
표현한 바 있듯이 이는 華嚴經의 ‘一中多, 多中一’를 비롯하여-‘터’라는 용어와 개념, 용례등과 친숙한 비유와 개
념들이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는 곳곳에 퍼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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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정신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

3) 시간46)의 이해
인간은 사건을 이해하고자 할 때 처음에는 공간 속에서 사건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것은
즉자적인 판단이고 평가이기 때문에 미흡했다.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원인과 배경 등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시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역사를 자각하고, 창조하면서 시
간은 절대적인 가치와 위상을 가졌으며, 실제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시간을 하나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능력은, 인류가 영장류 중에서 독특한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
는 근본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47) 시간은 시간자체의 종류, 운용주체에 따른 종류, 부여
한 의미48)에 따른 종류 등 다양하다. 물리적 시간, 생물적 시간, 생리적 시간, 사회적 시간,
문화적 시간, 신화적 시간, 역사적 시간 등이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농경인의 시간, 유목인
의 시간, 해양인의 시간, 수렵인의 시간 등의 구분도 있다. 이러한 시간은 역사에서 다양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데, 특히 집단의 정체성을 모색할 때 핵심이며 근본인 태생, 즉 집단의
시원과 직결되어 있다.
인간에게 한계상황이면서 극복의 대상은 생명을 연장하거나 죽음 자체를 피하는 일이다.
결국 시간의 문제이다.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할 때 개체능력의 확대노력은 두가지 면
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시간의 止揚을 통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의 延長과 擴大를 통
한 방법이다. 시간의 지양이란 변화도 정지도 아닌 상태로서 오로지 시간의 주체만이 활동
을 할 뿐이다. 따라서 인간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主宰하며 구애받지 않는다. 이 시간의 지양
을 통해서 인간은 영속성을 가진 神을 만들어내고 신을 통해서 자기의 정신능력을 강화시켰
다. 신화와 무교에서는 역사가 발전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이는 시간의 흐름이나 진
보를 불인정49)하고, 시간은 태초부터 미래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이
다. 또한 생사를 이어진 상태로 인식하면서 死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간섭하기도 한다. 한
편 시간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것은 효율성은 허약하지만 양적, 질적인 면에서 가능하며, 때
로는 현상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재생과 연관된 의식의 실현이
45) 해륙사관은 자연의 구성요소인 평원 산 강 바다 등이 하나로 체계로 이어지고, 역할과 기능 또한 상호연관성이
깊고, 상보성을 긴밀하게 지닌 유기적인 체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식한다. 또한 이러한 자연이 인간의 삶에 영향
을 끼칠뿐 아니라 인간의 삶 또한 자연에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다. 그러한 면에서 비단 山系水系圖 뿐만 아니
라 풍수사상 등 또한 해륙사관과 맥이 통하는 부분이 많다.
46) 역사에서 시간의 문제는 윤명철, ｢역사해석의 한 관점 이해시간의 문제｣ 한민족학회 17차 학술회의, 한민족
학회, 2010.11.26.
47) 그레이엄 크랄크 지음 정기문 옮김, 공간과 시간의 역사, 푸른길, 1999, p.75
48) M, Eliade를 비롯한 종교학자 및 신화학자들의 분류는 이에 속한다.
49) 역사적 시간, 신화적 시간, 무교적 시간 ,현실적 시간 등의 분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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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0)재생이라는 것은 태초에 등으로 표현되는 사물과 사건의 기원 또는 국가와 종족의 탄
생과 연관된 사건을 기억하고 재현하면서 반복행위를 하는 것이다. 즉 시간에 생명성을 부
여하고 재생을 반복하는 것이다. 새해 행사를 비롯하여 영고 동맹 무천 등의 제의는 이러한
특별한 시간에 생명성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무교사관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요소들이 역사를 운영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다양하지만 무교의 특성으로 여겨지는 것은 운동의 과정이 조화와 합일을 지향한다는 점이
다. 신화 세계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조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단군신화는 이러한 목적이
논리적으로 되어있다. 단군신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홍익인간 이화세계이고, 이것은 단군왕
검의 탄생으로 귀결된다. 단군왕검51)은 단군과 왕검으로 나타나는 밝신과 감신이 결합하여
만든 ‘밝감’이라는 합성명사로서 합일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다. 天과 地, 父와
母, 男과 女, 光明과 暗黑의 철저한 이원적 대립을 상징한 환웅과 웅녀의 양 존재가 결합한
결정체로서, 우주의 모든 2원 대립을 해소하므로서 합일되는 ‘3의 논리’를 상징하고 있다.
이 신화가 지향하는 것이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調和와 合一을 지향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이 신화를 창조하고 영위한 집단의 역사관이 역사발전의 目的을 상생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필자는 단군신화는 이 3의 논리로 철저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주장한 바가 있다. 3의 논리
는 갈등을 무화시키고 대립을 지향하며 합일을 추구하는 이론체계로서, 변증법을 의미하지
만 역사발전에서 과정과 단계를 중시하고,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며, 갈등보다는 부분적 양
보와 조화를 전제로 상호조화를 이루어가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를 역사에 적용시키면 다
른 지역과 각각의 국가들은 단절되고 무관한 격절된 부분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관성이 깊
은 통일체임을 인식할 수 있다.

50) 멀치아 엘리아데(M, Eliade) 鄭 鎭弘 역. 우주와 역사(Cosmos and History). 현대사상사. 1976.
엘리아데는 전통사회 혹은 고대사회의 인간들은 , 자기들이 살고있던 여러제도의 모델이나 여러 행동의 범주를
위한 규범이 시간을 비롯한 태초에 ‘계시’된 것이라고 한다. 원형原型archetype 모범이 되는 모델exemplary 본 本
paradime 등의 용어들은 그러한 독특한 사실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51) 壇君王儉이라는 용어는 일연의 삼국유사에만 기술되어 있는 용어로서 승려 일연의 역사인식을 추측케 하며 단
군신화가 가진 合一 역사관을 가장 본질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합성명사이다. 일반적으로 단군과 왕검을 따로 해
석하고 단군을 祭祀長, 왕검을 정치적 군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두 단어는 의미상으로는
분리될 수가 없으며, 성격을 구분하자면 단군을 정치적 성격으로, 왕검을 종교적 성격으로 이해한다. 졸고 ｢壇君
神話에 대한 구조적 분석｣ 한국사상사학 2, 한국사상사학회, 1988, pp.183~2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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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생존의 유지와 생활이다. 즉 생명의 문제이다. 따라서 인
류는 초창기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였으며 해결방법을 찾아왔다. 역
사는 생존과 생활의 과정의 총합이고,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신앙과 종교이
다. 초창기부터 인간이 만든 신앙의 형태와 내용을 보존한 것이 본고에서 무교라고 범주화
시킨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무교는 그러한 보편성과 고대성을 유지하면서 한민족
문화와 직접 연관된 고유성이 있는 신앙형태이다. 무교라고 범주화된 종교의 논리와 행위
등 현상이 역사를 해석하는 하나의 틀이 된다고 판단된다. 무교는 국가신화와 제의 등을 통
해서 국가종교의 기능을 하였으며, 집단의 역사관을 해석하고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사관의 가능성이 있는 만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역사활동에 영향
끼쳤다. 따라서 ‘무교사관’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자의 역사이론에
맞춰 4가지 요소를 분석하면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무교사관의 핵심은 생명관과 생
명사상이다.
역사의 주체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대상체와 관계망이 공동을 작동한다. 즉 주체와 대상
체가 일체화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다만 인간의 위상과 역할을 주장하는 인간주의를 표
방하고 있다. 공간의 문제인데, 공간은 다양한 성격을 띄우면서 기능하고 있으며, 모든 공간
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 뿐만 아라 생기 등으로 표현되는 생명성을 갖고 있다. 따라
서 무교사관에서는 공간의 생명성을 인식할 뿐 아니라 사회나 문화가 공간의 생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확장하는 논리를 표방하고 있다. 시간의 문제인데, 시간은 인간을 비롯한 존재의
탄생과 죽음과 직결되어있다. 무교사관은 생과 사를 하나의 연속성으로 파악하며, 탄생한
순간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국가신화는 물론이고, 국가기원이나 문화의 시작과
연관된 제의등을 통해서 시간을 재생하는 논리를 부여하고 있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계승성
의 중요성을 표방하고 있다. 또 하나는 목적의 문제인데, 이는 운동과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간은 왜 존재하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다. 주체와 대상체,시간과 공간으
로 구성된 상황은 협력과 갈등, 조화와 투쟁의 변증법적 과정으로 전개되지만, 무교사관에
서는 중간단계와 예비상황 등의 장치를 부여하면서 조화와 합일의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역사학은 인간성을 발견하고, 인간이 지향하는 바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며 목표를 설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시혜나 양심, 통찰력에 의한 존엄성을 인식하는 단계를 넘어
인간의 생존이라는 절박한 측면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수용해야하는데 그런 의미
에서 무교사관은 비자발적으로 잃어버렸고, 잊혀졌던 논리와 세계관, 삶의 방식 등의 기억
들을 재생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상실한 시간과 공간 등 ‘터’의 의미를 재발견하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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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체인 자아의 재발견과 구현에 의
미 깊은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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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 교수의 ｢巫敎에서 본 생명관 - ‘무교사관’의 설정을 위한 시도｣에
대한 토론문
윤동환(고려대)

<별지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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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적 영성론의 기원과 가능성
- 근세 국학자들의 생명관을 중심으로 배관문(한림대)

1.
2.
3.
4.
5.

들어가며
세계의 기원 - 고사기전에 의한 창세신화
세계의 가시화 - 삼대고의 코스몰로지
불가시의 세계 - 다마노미하시라의 유명론
결론을 대신하여 – 일본적 영성론과 국학의 생명관

1. 들어가며
이 글은 근세 일본의 국학자들이 추구했던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을
통해 일본적 영성론의 기원의 일단을 밝히고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특히 이들 국학자들이 학문의 대상으로 삼았던 일본 신화 안에서 생명론의 직접적인 소
재가 된 것은 ‘무스비産霊’라고 하는 생성의 신령,1) 그리고 그와 연동하여 죽음론의 소재가
된 것은 ‘요미노쿠니黄泉国’2)였다. 여기서는 일본의 국학 사상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되는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1730-1801를 출발점으로, 그의 제자인 핫토리 나카쓰네服部中庸,
1824와

1757-

히라타 아쓰타네平田篤胤, 1776-1843의 신화 해석을 중심으로 하여 국학의 생명관의 계보

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무스비’는 고사기에는 ‘産巣日’이라고 일자일음 표기, 일본서기에는 ‘産霊’라고 한자 표기 되어있다. 어느 쪽
이라도 ‘무스生ス, 생성하다’+‘비ヒ, 영력’로 이해되며, 즉 ‘무스비’란 만물을 생성하는 원천적 영력을 뜻한다. 지금도
일본인의 영성적 감각을 논할 때 그 시작을 무스비 신앙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가마타 도지
의 일련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鎌田東二, 宗教と霊性, 角川書店, 1995; 鎌田東二, ｢｢霊｣あるいは｢霊性｣の宗教
思想史｣, 鎌田東二編, シリーズ思想の身体, 霊の巻 春秋社, 2007). 단, 이 글은 직접적으로 일본적 영성론이나 고
대 신화의 생명관을 밝히는 데 비중을 두지 않고, 어디까지나 그 해석의 역사가 갖는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2) ‘요미노쿠니’는 ‘夜見国’ 또는 ‘黄泉国’이라고 쓰는데, 우리말의 ‘저승’ 정도가 될 것이다. ‘황천’으로 번역해도 좋
으나, 국학자들은 중국의 ‘황천’ 개념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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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하자면, 고대국가의 기원과 천황 지배의 정통성을 주제로 하는 고사기古事記
712라는

8세기의 문헌을 가지고, 노리나가는 그 주석서 고사기전古事記伝1764-98에서 세계의

기원 및 삼라만상과 인간 일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신화를 찾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고
사기전의 신화 해석이 만들어낸 코스몰로지는 나카쓰네의 삼대고三大考1791에서 서구의
지동설과 결합하여 천체로서의 태양·지구·달이 생성된다는 이야기로 연결되며, 게다가 신대
神代

신들의 작용으로 지구상의 모든 외국을 포함하여 황국 일본이 성립한다고 하는 독특한

우주론을 만들어낸다. 이 18세기 말 일본 국학에서의 새로운 신화적 세계상은 다시 아쓰타
네의 다마노미하시라霊能真柱1812로 계승된다. 아쓰타네는 사후의 문제에 집중하여 영혼의
행방이라는 또 다른 주제를 부각시켰지만, 그 전제가 되는 세계구조는 기본적으로 노리나가
와 아쓰타네의 설에 의거한 것이었다. 요컨대, 고사기의 텍스트 분석을 넘어서서 현실의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했던 이들의 신화 해석의 핵심에 있었던 것이 무
엇보다 세계의 생성에 작용하는 ‘무스비’의 작용과 사후세계 ‘요미노쿠니’의 문제였다고 하
겠다.

2. 세계의 기원 - 고사기전에 의한 창세신화
(1) ‘무스비’의 코스몰로지 창출
근세 후기에 일본의 국학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되는 모토오리 노리나가가 일본 고유의
창세신화를 읽어내기 위해 의거한 고사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천지가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다카마노하라高天原에 생긴 신의 이름은 아메노미나카누시노
카미天之御中主神. 이어서 다카미무스비노카미高御産巣日神. 이어서 가미무스비노카미神産巣日神. 이 세
신은 모두 독신独身으로 몸을 감추었다.
이어서 국토가 아직 어려 마치 떠다니는 기름과 같고 해파리처럼 부유할 때, 갈대 싹처럼
솟아오른 것에 의해 생긴 신의 이름은 우마시아시카비히코지노카미宇麻志阿斯訶備比古遅神. 이어서
아메노토코타치노카미天之常立神. 이 두 신도 또한 독신으로 몸을 감추었다.
위의 5신은 별천신別天神이다.
이어서 생긴 신의 이름은 구니노토코타치노카미国之常立神. 이어서 도요쿠모누노카미豊雲野神. 이
두 신도 또한 독신으로 몸을 감추었다.
이어서 생긴 신의 이름은 남신 우히지니노카미宇比邇神, 여신 스히지니노카미須比智邇神. 이어서
남신 쓰노구이노카미角杙神, 여신 이쿠구이노카미活杙神. 이어서 남신 오토노지노카미意富斗能地神,
여신 오토노베노카미大斗乃弁神. 이어서 남신 오모다루노카미淤母陀琉神, 여신 아야카시코네노카미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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夜訶志古泥神.

이어서 남신 이자나기노카미伊邪那岐神, 여신 이자나미노카미伊邪那美神.

위의 구니노토코타치노카미부터 이자나미노카미까지를 신대 7대神世七代라고 부른다.
9권, 121-146쪽3)

이처럼 고사기 모두 부분은 거의 신들의 이름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특별히 어떤 줄거
리가 있는 내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4) 그런데 위의 인용 부분을 풀이하기 위해, 고사기전
은 총 44권 중에 한권 전체에 달하는 분량을 할애한다.
먼저 최초에 등장하는 아메노미나카누시, 다카미무스비, 가미무스비를 흔히 조화삼신造化
三神이라고

하는데, 고사기전에서는 이 삼신이 어디에 생겼다는 것인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위의 삼신은 어떠한 이치가 있어 무슨 산령産霊에 의해 생겼는지는 전승이 없으므로 알 수
없다. 그것은 실로 기이하고 영묘한 이치에 의한 것이리라. 하지만 그것을 전할 뜻도 말도 미치
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전해 내려오지 않는 것도 납득이 간다.【무릇 옛 전승이 없는데
자의대로 그 이치를 추측하여 설함은 외국의 습관으로 실로 그릇된 것이다.】 또한 이 신들은
천지보다도 먼저 생겼기 때문에【천지가 생긴 것은 이 다음이므로 이 신들이 생긴 것은 그
이전임을 알아야 한다.】 그저 허공중에 생긴 것일 텐데,【…… 아직 천도 지도 없는 이전에는
세상 어디라도 모두 텅 빈 허공이었다. 허공을 곧 천이라 하는 것은 중국서적에서이다. 천은
허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천과 허공은 다르다는 것은 17권에서 언급했다.】 다카마노
하라에 생겼다고 한 것은 후에 천지가 생기고 그 계신 곳이 다카마노하라가 되어 후대까지
다카마노하라에 진좌한 신들이기 때문이다.

9권, 132-133쪽

3) “天地初發之時。於高天原成神名。天之御中主神【訓高下天云阿麻下此】次高御産巣日神。次神産巣日神。此三柱
神者。並獨神成坐而。隱身也。
次國稚如浮脂而。久羅下那洲多陀用幣琉之時【琉字以上十字以音】如葦牙因萌騰之物而。成神名。宇摩志阿斯訶
備比古遲神【此神名以音】次天之常立神【訓常云登許訓立云多知】此二柱神亦獨神成坐而。隱身也。
上件五柱神者。別天神。
次成神名。國之常立神【訓常立亦如上】次豐雲野神。此二柱神亦獨神成坐而。隱身也。
次成神名。宇比地迩神。次妹須比智迩神【此二神名以音】次角杙神。次妹活杙神【二柱】次意富斗能地神。次妹
大斗乃辨神【此二神名亦以音】次淤母陀流神。次妹阿夜訶志古泥神【此二神名皆以音】次伊邪那岐神。次妹伊邪
那美神【此二神名亦以智如上】
上件自國之常立神以下。伊邪那美神以前。并稱神世七代【上二柱。獨神各云一代。次雙十神。各合二神云一代
也。】”
고사기의 원문은 이와 같이 일본식 한문으로 되어있으나, 여기서는 고사기전의 훈독에 의해 번역 인용한다.
마침표 및 단락구분도 고사기전에 의한 것이다. 노리나가의 저작은 大野晋・大久保正編, 本居宣長全集, 筑摩
書房, 1968-93에 의해 권수와 쪽수만을 약기한다. 이하 동일.
4) 이야기는 신대 7대 중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두 신이 국토를 낳고 여러 신들을 낳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두 신의 자손 중에 아마테라스가 훗날 자신의 손자에 해당하는 니니기노미코토邇邇芸命에게 국토
를 지배하도록 명하고천손강림, 이 계보가 천황가로 연결되는 것이다. 인간의 등장은 ‘아오히토구사青人草’라는 표현
에 단편적으로 나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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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나가가 ‘천지가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라고 해석한 고사기 원문의 ‘천지초발天地初
発)’

네 글자는 최초의 세계를 일반적으로 말한 것일 뿐5), 아직 천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

라는 것이다.
【초발을 처음으로 열렸다고 읽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는 이른바 개벽의 뜻과 혼동한 것이
다. 애초에 천지가 열린다고 함은 중국서적의 문장으로, 우리의 옛말이 아니다. 상대에는……
천지가 나타났을 때라는 말은 있어도 열렸을 때라고 읽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여기서 천지초
발이란 그저 이 세상【불경에서 말하는 세계라는 것으로,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다.】의
처음을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문장이다. 이 부분은 천지가 성립했음을 반드시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천지가 생기는 최초는 다음 문장에 있기 때문이다.

9권, 123쪽

노리나가에 의하면, 천지의 성립은 ‘이어서 국토가 어려次國稚’라고 시작하는 다음 문장부
터, 즉 ‘떠다니는 기름처럼 부유하던 물질’이 ‘갈대 싹처럼 솟아올라’ 생긴 것이 바로 천이라
고 본다. 그리고 천은 이처럼 이루어지는 데 반해, 지는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다
음은 ‘갈대 싹처럼 솟아오른 것萌騰之物’에 대한 주석 부분이다.
이것은 천이 되는 물질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솟아올랐는가 하면, 허공중에 떠다니는
기름 같은 물질 속에서 나온 것이다.…… 애초에 그 기름 같은 물질은 천지가 아직 나뉘지
않고 그저 하나로 뒤섞여 있다가, 그 가운데 천이 될 물질은 지금 솟아올라 하늘이 되었다.
지가 될 물질은 남아서 머물러 있다가 후에 지가 되기 때문에,【지의 성립은 이자나기·이자나
미 신의 국토 생성 단에서이다.】 이야말로 정확히 천지가 나뉜 것이다.

9권, 136-137쪽

그리고 이러한 천지의 움직임을 이끄는 것이 처음에 허공중에 나타난 3신, 특히 ‘무스비’
라는 이름을 지닌 두 신에 의해서라고 풀이한다.
무스비란 무릇 물질을 생성하는 영이한 신령을 말한다.…… 세상의 온갖 물질은 이 천지를
비롯하여 만물도 만사도 하나같이 모두 이 두 무스비 대신産霊日大神의 산령産霊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9권, 129쪽

떠다니는 기름과 같은 물질이 처음 생겨난 것도, 그것이 나뉘어 천지가 되는 것도, 또한
여기서 계속해서 신들이 생기는 것도, 모두 이 두 무스비 대신의 산령에 의하지 않은 것이
없다.

9권, 138쪽

다시 말해 노리나가는 ‘무스비’를 세계의 원동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단 최초
5) 이러한 해석에는 일본서기 제1단의 ‘開闢之初’본서, ‘天地初判’일서 제1, 제4, 제6, ‘天地未生之時’일서 제5 등의 문구가
동원되는데, 모두 고사기와 동일한 내용이 중첩되는 것으로 여겨져 고사기전의 설을 보강하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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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 세 신이 어떠한 이치로, 그리고 어떠한 산령에 의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전하는 바
가 없으므로 알 수 없다고 덧붙인다. 그 이상은 알 수 없는, 매우 신성하고 불가사의한 에너
지인 것이다. 노리나가는 이 ‘무스비’의 영력이 천지의 성립 이전에 ‘떠다니는 기름 같은 물
질’의 출현부터, 천지 두 세계의 분화, 그리고 신들의 출현에 이르기까지의 전개에 근본적인
동력으로 계속 작용한다고 보았다.
고사기에 몸을 감추었다고 하는 다른 신들은 뒤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데 비해, 무스비
의 두 신은 실제로 고사기 신화의 각 요소마다 등장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컨대
아마테라스가 석실에 은거했을 때, 오쿠니누시 신과 스쿠나비코나 신이 함께 국토를 만들
때, 또한 천손강림 신화에서 국토를 평정하는 신을 파견할 때 등, 지상에서 통치 체제가 갖
추어지는 과정 곳곳에 무스비 신이 관여하는 장면이 있다. 이를 근거로 노리나가는 ‘무스비’
의 코스몰로지를 핵심으로 하는 창세신화로 고사기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요컨대, ‘무스
비’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작용함으로써 이 세계가 성립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천지보
다 이전에 무스비 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였다.
단어 하나하나부터 각각의 신들의 이름에 대한 지극히 상세하고 치밀한 주해는 노리나가
가 이 부분을 세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로 파악하고자 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즉, 고사
기전의 해석에 의해 비로소 고사기 모두 부분은 세계의 출발점에 대한 신화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고사기 그 자체를 충실히 이해한 결과라기보다, 어디까지나 고사기에
마땅히 있었을 것이라고 노리나가가 창출해낸, 하나의 새로운 신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것은 고사기와 동시대의 일본서기日本書紀720도 한문의 윤색을 빼고 나면 본디 같은 신화
였으리라는 전제 하에, 고사기를 초월하여 만들어졌다.
고사기전의 지향점은 명쾌하다면 명쾌하지만, 고사기에 대한 해석으로는 상당히 무
리가 있다. 참고로 고사기는 사실 노리나가가 말하는 것처럼 천지 이전의 단계부터 기술
이 시작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천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카마노하라가 어떠한 세
계인지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신들의 출현만이 언급되어 있다.6) 다만 여기
서 마지막에 생겨난 이자나기·이자나미 두 신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지상에서 이윽고 국토
를 만들어나가는 신화로 이어지는 전체 문맥을 고려할 때, 오로지 신들의 작용에 의해 일본
의 국토가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고사기를 통해 세계의 기원을 읽고자 하는 고사기전의 지향은 ‘요미노쿠
니’ 해석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자나기·이자나미 신이 국토를 낳고 신들을 낳음 –
6) 고사기의 서술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이미 천지는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천의 세계에 해당하는 다카마노하라
에 연속적으로 신들이 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고사기에 보이는 ‘무스비’의 코스몰로지와 대조적으로,
일본서기에는 음양의 코스몰로지에 의한 창세신화가 전개된다. 이러한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서로 다른 세
계관에 대해서는 神野志隆光, 古事記と日本書紀, 講談社, 1999, 82-133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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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미가 불의 신을 낳다가 죽음 – 이자나기가 불의 신을 칼로 쳐서 죽임 – 이자나기가
이자나미를 만나러 가지만 결별 – 요미노쿠니에서 도망쳐온 이자나기가 미소기禊ぎ를 통해
대지와 바다의 여러 신을 출현시킴 – 그 중 마지막에 출현한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御神·
쓰쿠요미노미코토月讀命·스사노오노미코토須佐之男命를 삼귀자三貴子라 함, 대강 이렇게 전개되
는 ‘요미노쿠니’ 신화는 고사기의 독자적인 이야기이다. 애당초 일본서기에서는 이자나
미 신이 죽지 않는다.
먼저 마가쓰비 신이 요미의 더러움에 의해 생겼는데,【미소기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므
로 처음에 이 신이 생긴 것이다. 세상에 있는 온갖 화는 이 신의 영에 의한 것이다.】 이 더러움
을 깨끗이 바로 잡고,【막 바로잡으려고 할 때에 나오비 신이, 다 바로잡았을 때에 이즈노메
신이 생겼다.】 귀하신 세 분의 신이 생겨났다.【그러나 이 세 신 가운데 스사노오는 악신으로,
거칠고 해악을 입히는 것은 이자나기 신이 선함에도 불구하도 잠시 요미로 가서 더러움을 묻혀
왔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마침내 등장한 아마테라스 신이 다카마노하라를 다스리게 됨으로
써 모든 것이 선한 쪽으로 회복되었고,【그 아마테라스조차 스사노오의 난폭함에 때때로 방해
받는 일이 있는 것은 세계에는 대혼란과 반란조차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이치로, 그 근원은
모두 요미의 흉악함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세계 본연의 모습인 것이다.

9권,

295쪽

노리나가는 지하에 있는 ‘요미노쿠니’가 지상세계에도 영향을 끼쳐 인간사의 흉하고 악
한 일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노리나가에 의하면, 사자들의 나라 ‘요미노쿠니’에 접했던 ‘더
러움汚穢, ケガレ’ 때문에 인간 세상에 화를 불러일으키는 마가쓰비 신禍津日神이 성립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어서 그 화를 바로잡는 나오비 신直毘神이 성립했다고 한다. 마가쓰비는 고
사기에 이름만 나올 뿐으로 이후 전혀 등장하지도 않는 신이다. 그러나 노리나가에게 죽음
의 세계 ‘요미노쿠니’와 ‘더러움’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7) 무엇보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관한 기원, 해와 달, 낮과 밤을 비롯한 만물의 탄생, 그리고 인간 세상의 섭리를 설명하는 모
든 이야기가 여기에 응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전체 이야기가 ‘길한 일과 흉한 일
이 교대로 일어나는 이치’로 파악된다.8)
요컨대, 무스비 신과 마찬가지로 마가쓰비 신 또한, 노리나가가 스스로의 신화적 세계상
을 구축하기 위해 방법적으로 창출한 신이라 할 수 있다. 무스비 신은 단지 생성력을 신격
화한 이름이 아니라, 천지만물의 창성 및 인간에게 선이라는 인성을 부여하는 신격으로 보
7) 이처럼 노리나가가 죽음과 예穢를 결부시키는 문제, 즉 죽음을 흉악사의 극치로 파악하는 문제는 ‘生’=‘浄’, ‘死’=
‘穢’라는 도식적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세한 것은 東より子, 宣長神学の構造ー仮構された｢神代｣, ぺりか
ん社, 1999, 163-176쪽 참조.
8) 金沢英之, 宣長と三大考─近世日本の神話的世界像, 笠間書院, 2005, 185-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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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리고 마가쓰비 신은 세상의 길흉이 서로 교차하는 원리를 근거 짓는 신으로 발전시
켰다.

(2) 삼층 구조의 세계상 구상
고사기전에서는 신대 7대의 신들을 천신天神과 국신国神, 地神으로 구분한다. 이때, 천신은
‘천상에 있는 신’, 국신은 ‘지상에 있는 신’이라고 단순명쾌하게 정의를 내린다9권, 154쪽. 그것
은 기존의 신도와 같이 천신지기에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천상과 지상의 신
화적 공간에 현신現身을 갖춘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신대의 신들이 실재한다고 생각한
노리나가의 이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신체로서의 현신과 영혼이라는 개념이다.
신의 현신과 영혼 개념에 따라, 흔히 신사에 모셔지는 것은 현신에서 분리된 영혼만을 의미
한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영혼은 현신으로부터 분리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을 뿐 아니라, 신
은 자신의 영혼을 자유자재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리나가가 현신과
영혼의 구별을 신화적 우주구조와 관련시켜 해명하려 했다는 점이다. 즉 신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리理’가 아니라 ‘물物’로서 실재한다는 것은 ‘어디에’라는 공간의 문제를 필연적으
로 도출하여, 궁극적으로 천상의 다카마노하라高天原·지상의 아시하라나카쓰쿠니葦原中国·지하
의 요미노쿠니黄泉国라는 삼층 구조의 코스몰로지를 확정하게 된다.
그런데 천신과 국신을 구분한 노리나가의 정의에서, 그 소속을 나누기 어려운 것이 이자
나기·이자나미였다. 사실 노리나가도 두 신은 “천에 있는 신으로 보이지 않고 이 지상에 있
는 신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해도 역시 이 신들을 국신이라 칭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9
고 당혹스러움을 보인다. 그러나 후에 답문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다. “신

권, 154쪽

대의 신들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니니기노미코토 등은 붕어했다고 되어있다. 그럼
구니노토코타치 등의 신들도 모두 죽은 것인가. 죽는 신과 죽지 않는 신이 있는 것은 어째
서인가.”하는 물음이다. 이에 대해, “다카마노하라에 있는 신은 죽는 일이 없이 영원하다. 국
토에 있는 신은 모두 죽는다. 또한 천신이라고 해도 지상에 내려오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아메天와 구니國로써 불사와 사를 판가름해야 한다.”1권, 522쪽고 한다. 노리나가는 천신과 국신
을 구별하는 새로운 기준을 찾은 것이다. 즉 천신과 국신을 신의 죽음이라는 문제로 구분
짓는 것이다. 그렇다면 ‘요미노쿠니’로 간 이자나미는 분명히 국신이 된다. 이자나기는 과연
어떠할까.
이자나기는 고사기에는 삼귀자 탄생 후 오미近江 지방의 다가多賀에 진좌했다고만 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서기에는 가구레미야幽宮를 아와지淡路에 만들고 조용히 오래도록 몸을
감추었다고 하는 한편으로, 또 다른 전승에 천상에 올라가 복명하고 히노와카미야日之少宮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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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렀다는 두 가지 설이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자나기의 소재지로 다가 신사, 아와
지, 히노와카미야라는 세 곳이 전해져오는 셈이다. 이들 기사를 무리하게 합쳐서 이해해온
것은 노리나가가 보기에 현신과 영혼을 구분하지 못하고 양자를 무리하게 일치시키려고 했
기 때문에 벌어진 혼동이다. 노리나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고사기전 권7 이자나기 신의
미소기 장면의 주석이다.
현신은 결국 천상에 있는 히노와카노미야에 머무르고,【일본서기의 다른 전승과 같이】 아
와지와 다가는 영혼이 진좌하는 신사다.…… 【이것은 신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인데, 현신과
영혼에 차이가 있는 것을 오직 차이가 없는 것처럼 전해왔기 때문에 후세에 이르러 이 차이를
모르고 사람들이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9권, 304-305쪽

이 해석에 의하면, 이자나기는 현신이 천상의 히노와카미야에 있으므로 결국 불사의 천신
에 속한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이자나기·이자나미라는 한 쌍의 신이 각각 천상다카마노하라
과 지하요미노쿠니라는 대조적인 위치관계에 있는, 묘한 구조가 되지 않는가. 하지만 고사기
전에서는 이 이자나기·이자나미의 분기점을 시작으로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오, 나아가 니니
기와 오쿠니누시라는 신들의 계보를 형성하게 된다. 말하자면 현계생의 세계의 신들과 유계죽
음의 세계의

신들에 관한 계보이다.

신명

이자나기

이자나미

아마테라스

스사노오

니니기

오쿠니누시

다카마노하라

요미노쿠니

현계

유계

장소

고사기전 권14에는 오쿠니누시의 국토이양 신화에 나오는 ‘시侍’에 관한 주석 중에 ‘현
顯’과

‘유幽’의 개념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 이제부터 황손이 다스릴 현로사顕露事, 아라와니고토란 곧 조정의 온갖 정치를 가리키며,
현세의 사람들이 분명히 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사幽事, 가미고토는 확실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누가 하는 지도 모르게 신이 하시는 일을 가리킨다. 무릇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신의 뜻대
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그 중에서도 현세의 사람들이 행하는 정치와 구별하여 신의 일神事이라
고 하는 것이다. 애당초 처음에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대신이 서로 나뉘어 현세의 세계顕国, 우쓰시
쿠니와

요미노쿠니로 돌아가고, 그 자손인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오 대신도 현세와 요미노쿠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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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나뉘고, 또한 각각의 그 후손들이 서로 나뉘어 마침내 이처럼 현顕, 아라와니고토과 유幽, 가미고토
를 통치하도록 영원히 머물게 되었다. 그 사이에 각종 일들은 모두 현과 유가 서로 교차하고
유에서 현을 도와 성취하게 한다. 이는 미소기 부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선은 악에서 생기는
이치를 시종을 잘 생각하여 깨달아야 함이다.】

10권, 120쪽

국토이양 신화는 오쿠니누시가 완성한 국토를 천신의 명에 따라 아마테라스의 자손에게
넘겨준다는 이야기이다. 일본서기 제9단 본서에는 이러한 기사가 없지만, 일서 제2에 오
나무치 신大己貴神의 발언으로, “내가 다스렸던 현로사顕露事는 황손이 다스리고 나는 물러나
유사幽事를 다스리겠다.”라는 내용을 전한다. 위의 주는 여기에 나오는 현·유에 관한 설명에
해당한다. 노리나가는 국토이양 신화를 해석하면서 이 세상은 ‘현사顕事,

顕露事’와

‘유사幽事’

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말한다. 노리나가에 따르면, ‘현사’란 인간계의 일人事 전반을, ‘유
사’란 보이지 않는 길흉화복 등의 신의 일神事을 뜻한다. 그리고 유사를 관장하는 신인 오쿠
니누시가 천황이 다스리는 현사를 보좌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른바 현유분임론顕幽分任論
이다.
여기서 오쿠니누시는 이양의 조건으로 자신을 모시는 궁을 조영할 것을 요구하고 ‘야소
쿠마데八十隈手’에 몸을 감추는데, 이곳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이즈모 대사出雲大社라고 이해된
다. 그러나 노리나가는 현신과 영혼의 구분에 따라, 현신은 야소구마데에 감추고 이즈모 대
사에 진좌한 것은 그 영혼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야소구마데’를 지상의 이즈모 대사와 별개
의 장소, 곧 ‘요미노쿠니’라고 파악한 것이다. 즉 오쿠니누시는 영혼만을 지상에 남겨두고
현신은 ‘요미노쿠니’에 감추었다는 말이다. 이상과 같이 노리나가는 오쿠니누시의 국토이양
과 천손강림의 의미를 현신·영혼론으로 정합적으로 해명했다. 주목할 것은 ‘유’에서 ‘현’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때 유의할 것은 신화적 우주공간이 천신·국신의 영혼이 모셔져 있는
지상을 중심에 두면서도, 두 곳의 타계, 즉 불사의 천신이 현신인 채로 지내는 천상다카마노하
라과

죽음의 국신이 현신인 채로 사는 지하요미노쿠니와 상하로 분리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삼층 구조가 갖는 본질적인 의미는 현세의 지상아시하라나카쓰쿠니에서의 천황의
정치가 상하 두 세계의 신들에 의해 지지되는 구도가 확립되는 것이다. 이것이 노리나가가
생각한 현유분임론의 의미이다.9)
천지의 성립과 분화, 거기에 작용하는 ‘무스비’의 작용, 나아가 사후세계 ‘요미노쿠니’ 등,
9) 노리나가가 신의 실재성을 주장한 근거는 그것이 중국의 ‘신神’과 같이 우주만물과 인간 정신의 영묘하고 기이한
운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신 또는 영혼으로 존재하는 ‘물’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노리나가가 보기에 종래
의 신도는 이 점을, 특히 현신 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테라스가 태양 그 자체라는 점, 대대로 이
어지는 천황은 현인신이라는 점, 또한 각각의 공동체의 수장이나 자연물도 그것들이 신성을 띠고 있는 한 신이라
는 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처럼 노리나가는 신의 신체성을 추구함으로써 기존의 신 관념을 전면적으로 비판하
고 신화 해석의 아포리아에 대해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東より子, 앞의 책, 125-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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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기 신화를 세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시켜 놓은 고사기전의 해석은 이윽고
본격적으로 고사기의 코스몰로지를 다루는 삼대고라는 저작을 낳게 된다.

3. 세계의 가시화 - 삼대고의 코스몰로지
삼대고는 노리나가의 제자 핫토리 나카쓰네가 지은 것인데, 스스로 고사기전에 의거
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고사기전을 크게 벗어나는 점이 당초부터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1
796년 노리나가는 고사기 상권의 신대 부분에 대한 주석이 끝나는 고사기전 17권에 부
록으로 삼대고를 넣어서 간행한다. 게다가 거기에는 삼대고를 격찬하는 내용의 발문까
지 직접 실었다. 이로 인해 노리나가의 문하생들은 일대 혼란을 겪어야 했다.10)
‘삼대三大’란 아메天=日·쓰치地=地球·요미泉=月의 세계를 뜻하는데, 이 세 개의 세계가 최종적
으로는 각각 태양·지구·달이라는 천체가 되어 현재의 세계를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삼대고
는 이 과정을 제1도에서 제10도까지의 일련의 도해를 만들어 설명한다. 제1도에는 허공을
뜻하는 원 안에, 조화삼신이 세 개의 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어서 제2도에는 허공의 원 중
앙에 ‘일물一物’이 그려져 있다. 제3도에서 허공에 부유하던 ‘일물’이 솟아올라 천이 되고, 그
흔적이 남은 것이 굳어져서 지가 되었음을 말하며, 임시로 그렸던 외곽의 원은 생략된다. 그
리고 나서 제4도에서 ‘요미’가 생긴 후, 세 개의 세계는 서서히 멀어져간다. 그 사이에 지상
에서의 국토와 바다의 형성, 황국과 외국의 성립, 각각의 세계에 주재하는 신들의 양상 등이
고사기에 근거하여 차례로 설명된다. 이윽고 제10도에 이르러 분리된 세 개의 세계는 각
각의 천체로 독립하여 선회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곧 ‘삼대’의 완성이다.
삼대고는 후술할 ‘요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고사기전을 거의 답습하고 있다. 천
지 이전의 허공중에 출현한 ‘일물’혹은 ‘떠다니는 기름 같은 물질’이라는 시원적 존재에서 세계의
분화가 시작된다는 발상도 삼대고가 고사기전과 대체로 공유하는 부분이다. 특히 ‘무스
비’의 작용에 관한 한, 삼대고는 고사기전의 관점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 예컨대 삼
대고 제2도의 ‘일물’에 대한 해설 부분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고사기에는 이 ‘일물’이 최초에 생겼다고 쓰여 있지 않지만, ‘이어 국토가 어려’라는 문장

10) 고사기전을 비롯하여 그 부록 삼대고가 천지의 생성에서부터 ‘황국’과 ‘외국’의 ‘올바른’ 위치를 정한 일, 그
리고 노리나가 사후에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백년 가까이 지속된 이른바 삼대고 논쟁은 지구라는 천체 개념
에 입각한 새로운 세계관에 직면하여 세계인식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했던 당시의 지적 동향 안에서 이해
해야 한다. 삼대고 논쟁의 전개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金沢英之, 앞의 책; 裴寛紋, ｢皇国｣の物語のための｢外国
｣―古事記伝が作った｢古事記｣, 思想 991号, 岩波書店, 2006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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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아 이미 일물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이 일물이 허공에 처음 생겨나기 시작하여 차례
로

분화하여

제10도처럼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모든 것은 다카미무스비 신과 가미무스비 신의

산령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다. 참으로 영묘하고 신비로운 것으로,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로 헤
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이 천지의 시작을 태극, 음양, 건곤 등의 이치로 따져 말하는
중국의 설은 모두 이 무스비의 신령에 의한 생성을 모르는 까닭에 생긴 망설이다.

10권, 301쪽

여기서 고사기에는 없는 ‘일물’의 전거로 제시한 것은 일본서기 신대 제1단의 기사들
이다. 삼대고는 일본서기의 ‘일물’이라는 표현을 빌려 ‘무스비’의 영력을 받은 일련의
운동으로서 세계의 성립을 논하는 입장을 보다 확고히 했다. 또한 위의 인용만 보더라도,
삼대고의 목적이 서구에서 들어온 천문학적 지식을 근거로 하여 전통적인 중국의 우주론
을 비판하는 데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천지의 성립을 ‘일물’에서 분화하는 형태로 이해하는 것은 과연 고사기를 근거로 말할
수 있을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천지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로 기술되어 있는 고사기를
가지고 삼대고와 같은 설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이는 노리나가에 대한 비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삼대고의 ‘일물’은 고사기전에서 ‘떠다니는 기름 같은 물질’이라고 했던 것을
표현만 바꿔 설명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문제는 고사기전에서 비롯되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고사기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해당 문자에서 어디까지나 주어는 ‘국国’이
며, ‘떠다니는 기름과 같이’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국토가 부유하는 모습을 비유한 것에 불
과했다. ‘떠다니는 기름 같은’ 어떠한 ‘물질’이라고는 되어있지도 않을뿐더러, 이어서 갈대
싹처럼 솟아오른 ‘물질’은 천의 생성이 아니라 신의 생성에 대한 표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고사기전은 ‘국’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교묘하게 피하고,11) 대신에 추상적인 ‘떠다
니는 기름과 같은 물질’이 허공에 존재하다가 천지를 구성한 것으로 풀이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조작을 거친 고사기전의 ‘떠다니는 기름 같은 물질’이 도해 속에서 시각화되는 과
정에서 더욱 부각된 것이 삼대고의 ‘일물’인 셈이다.
그러나 역시 삼대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요미’ 세계에 대한 부분이다. 제3도의
천지의 분리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천을 이루는 물질과 아래쪽으로 떨어져 지가 되는 물질이
동시에 그려지는데, 제4도에서는 이 물질이 더 내려가 ‘요미’가 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요미의 처음은 고사기에도 일본서기에도 보이지 않고 전하지 않으므로 알 길이 없으나,
솟아오른 물질이 있어 천이 된 것에 준해 생각하건대, 그 일물 가운데 아래로 떨어진 것도
11) “국토는 이자나기·이자나미 두 신이 처음으로 낳아서 생긴 것이므로 이때는 아직 그러한 것은 없었는데도 이렇
게 말한 것은 나중의 이름을 빌려 그 최초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9권, 134쪽, “그런데 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국토가 어리다고만 한 것은 대저 모든 일이 이 국토에서 이야기되어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국토를 주
로 말한 것이다.” 9권,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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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그것이 요미가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요미는 네노쿠니根国, 소코노쿠니底国라고도 하여
지하에 있기 때문이다.…… 천泉은 단지 한자를 빌린 것으로, 글자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아래로 떨어진 물질이 요미가 된 것은 솟아오른 물질이 천이 된 것과 어느 쪽이 먼저고
어느 쪽이 나중인지 알 수 없다. 그에 대해 이치를 따져 말하는 것은 중국 서적의 망설이다.
10권, 302쪽

이처럼 ‘요미’의 성립은 어디까지나 삼대고의 추론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요
미’가 마지막 단계에 달이 된다는 주장은 ‘요미’에 있는 스사노오가 요루노오스쿠니夜食国에
있는 쓰쿠요미와 같은 신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나카쓰네는 고사기전의 설을 차용했다
고 단언했지만, 노리나가는 그러한 가능성을 남겨둔 정도였다. 어쨌든 이렇게 하여 삼대고
는 천지의 성립에 ‘요미’라는 제삼의 세계를 추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세계가 천지 이
전에 출현한 무스비 신의 영향력 아래 만들어진 것임을 명시한 것이다.
그런데 요미泉=달月이라는 삼대고의 결정적인 주장이 사실 나카쓰네의 생각이 아니라,
다름 아닌 노리나가의 세세한 지시에 의해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선행연구에 의해 이미 밝혀
져 있다.12) 결국 노리나가는 삼대고의 세계상을 통합하지 않은 채, 혹은 통합할 수 없는
문제로 남겨둔 채, 고사기전 안에 병존시키고 말았다.
노리나가와 나카쓰네가 고사기의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것을 숙지하면서도 무리하게 하
나의 물질에서 분화되는 천지, 또는 ‘요미’까지를 포함하는 우주 전체의 성립을 주장한 까닭
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천지가 분화하기 이전 단계에 ‘일물’이 등장하면서, ‘무스비’의 작용
이 미치는 범위는 천지가 세계로서 성립해가는 과정 전체에 확장되기 때문이다. 이 세계의
만물에 작용하는 생성 운동으로서 ‘무스비’의 코스몰로지를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천황
의 세계를 주제로 하는 고사기는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우주 전체의 성립을 이야기하는
신화로 변용된다. 이로써 고사기는 그저 머나먼 고대의 신화가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들
의 세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의 근거를 신화적 기원에서 찾을 수 있도록 담보하는 텍스
트가 되었다고 하겠다.
천지의 생성에서부터 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생성에 ‘무스비’의 관여를 말하
는 고사기전과, 그 ‘무스비’의 작용 범위를 ‘요미노쿠니’의 성립을 포함한 우주 전체에 확
장시킨 삼대고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방향성의 전환을 의미하
기보다는 오히려 고사기전에 내재된 지향점이 삼대고를 통해 철저히 드러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13) 그렇게 본다면 고사기전과는 다른 삼원적인 세계상을 제시한 삼대고의
12) 나카쓰네는 삼대고의 초고 단계에서는 ‘요미’를 지구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했었다. 가나자와 히데유키가
조사한 삼대고의 성립과정을 참조. 金沢英之, 앞의 책, 62-90쪽.
13) 金沢英之, 앞의 책, 1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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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도 최초의 세계의 생성 전체에 ‘무스비’의 작용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더욱이 그 신화적
세계가 일월이라는 천체로 둘러싸인 지구라는 현실과 합치한다는 측면에서, 노리나가도 적
극 수용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삼대고 제9도에서 나카쓰네는 천손강림에 의해 아메·쓰치가 서서히 멀어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아메·쓰치·요미가 분리되고 나면 어떠한 신도 현신의 형태로는 이동할 수 없
게 되고 오로지 혼만이 이동 가능하다고 말한다.
쓰치와 요미가 단절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알기 어려우나, 아메와 쓰치가 단절된 시점=천손
강림에 준해 대강 짐작은 할 수 있다. 오쿠니누시 신이 처음에는 현신인 채로 왕래하셨던 일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때는 아직 이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 국토를 만드신 후에 천손에게
넘겨주시고 나서 야소쿠마데에 숨으셨을 때는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나 요미노쿠니에 은둔하며
유사를 관장하시게 되는데, 이는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때는
이미 쓰치로부터 연결된 통로는 끊어졌을 것이다. 더 이상 자세히는 알 수 없다. 대개 세상
사람들이 죽어서 요미로 가는 것은 사체는 이 땅에 남고 영혼이 가는 것이므로, 이 땅과 이어진
길이 없어도 가는 것이다. 하지만 현신인 채로 왕래하는 것은 연결된 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10권, 311쪽

여기서 나카쓰네는 ‘삼대’ 세계를 왕래하는 신보다는 어디까지나 세계의 성립과정에 중
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나카쓰네가 얼마나 자각적이었는가는 별개로, 이 부분을 왕래하는
신에 주목해서 읽으면 그 이면에 극히 중대한 사항을 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나카
쓰네는 아메·쓰치·요미의 분리를 말함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건드리고 만 것이다. 즉,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요미노쿠니’로 간다는 노리나가 설을, 나카쓰네는 서양의 천문학을 이용하
여 증명해 보인 것이다. 그런데 오쿠니누시가 야소쿠마데에 영원히 은둔하는 것을 인간의
죽음과 같다고 하며 이 시점을 지상과 ‘요미’의 단절로 추정하는 것은, 그 이전에 아직 지상
과 ‘요미’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요미’로 간 이자나미는 현신인 상태로 이동한 것이므로 죽은
것이 아니다. 노리나가의 ‘요미노쿠니’설은 이자나미의 죽음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인데, 이
상의 나카쓰네의 설명은 간접적으로 노리나가 설의 상호 모순을 드러내고 말았다. 또한 삼
대고의 논리대로라면 지하로 상정되었던 사자들의 나라 ‘요미노쿠니’는 결국 현재의 달에
해당된다. 삼대고의 설에 대해 히라타 아쓰타네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지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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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가시의 세계 - 다마노미하시라의 유명론
(1) 유명계와 ‘요미’
아쓰타네는 삼대고의 설을 ‘탁견’이라고 치하하면서 나카쓰네와 의기투합하여, 삼대
고에 반대하는 스즈노야의 제자들에 대해 재반론을 거듭하며 정면으로 대응했다. 그의 저
서 다마노미하시라는 아메·쓰치·요미의 생성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삼대고에서 빌려와,
삼대고와 거의 비슷한 10개의 도해를 이용하여 세계의 성립과 그것을 주재하는 신들의 작
용을 설명한 것이다. 단, 다마노미하시라는 사후 영혼의 행방을 ‘요미’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는 점에서, 삼대고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논지 전개의 초점은
줄곧 영혼의 행방이 ‘요미’인가 아닌가에 맞추어져 있다.14)
먼저 “요미에 황천이라는 글자를 쓰는 것을 잘못”25쪽15)이라고 하는데, 이 지적은 뒤에서
사자의 영혼이 ‘요미’로 가지 않는다는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리고 이자나미 신이
‘가무사리神避’했다는 표현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이자나미는 이자
나기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은 것에 수치를 느끼고 사라진 것이며, “이
왕래는 현신인 채로 간 것이고, 죽어서 영혼만이 간 것은 아니다.”40쪽라고 한다. 이 구절을
이자나미의 죽음으로 보고 사자들의 세계 ‘요미노쿠니’를 상정한 노리나가 설이 여기서부터
부정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노리나가는 현사를 인간에 관한 것, 유사를 신에 관한 것으로 설명했다.
아쓰타네는 이 노리나가의 ‘유사’ 개념에 대해, 조화삼신의 가미고토神事와 차이가 없어 혼란
스럽다고 비판했다. 즉 노리나가 설에서는 오쿠니누시가 주재하는 ‘유사’와 ‘요미노쿠니’와
의 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노리나가는 ‘유사’를 전적으로 신이 주관
하는 일로 이해했지만, 이에 비해 아쓰타네는 사후에 인간의 영혼이 가는 곳에서의 일로 해
석했다. 아쓰타네는 다음과 같이 현·유에 생사의 문제를 연결시킨다.
이 국토의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영원히 이 국토에 머무른다는 것을
옛 전설과 지금 현재의 사실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야소쿠마데에 숨어있는
오쿠니누시가 다스리는 명부冥府, 가미노미카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오
14) 다마노미하시라 첫머리에는 그 집필의도에 대해, 야마토고코로大和心를 확고히 하려면 무엇보다 사후 영혼의
행방을 알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후 영혼의 행방이야말로 ‘가라고코로漢意’와 ‘야마토고코로大和心’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했다. 다마노미하시라에 담겨있는 비합리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코스몰로
지와 그에 근거한 일본주의적 발상에 대한 비판은 박규태, ｢아쓰타네 국학의 코스몰로지와 일본주의｣, 고희탁
외, 국학과 일본주의-일본 보수주의의 원류, 동북아역사재단, 2011, 162쪽 등을 참조.
15) 田原嗣郎他校注, 平田篤胤・伴信友・大国隆正, 日本思想大系50, 岩波書店, 1973에 의해 쪽수만을 표시한다. 이
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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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니누시가 유사를 다스린다고 말한 것을 참고하라.】 애당초 이 명부라고 하는 곳은 이 현계
밖의 다른 어느 한군데에 있는 것은 아니라, 바로 이 현계 안의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곳은 흐릿幽冥하여 현계와는 떨어져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것을 유명 혹
은 명부라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명부에서는 현세에서 사람들이 하는 소행을 잘 볼 수 있지만,
【이는 고금의 사실로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누구나 알 것이
다.】 현세에서는 그 명부를 볼 수 없다.

108-109쪽

아쓰타네는 사후 영혼이 최종적으로 가는 장소로 유명계幽冥界 관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
곳은 현세와 특별히 다른 곳이 아니라, 현세와 비슷하게 의식주도 갖추어져 있다. 즉 유명계
는 이 국토에 편재하며 인간세계와 중첩되어 있는데, 단지 보이지 않는 실재 세계라는 것이
다. 사후 인간의 사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사라지는 일 없이 유명계로 간다는 것이
다. 이처럼 노리나가가 말한 ‘요미’와 유명계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한 점이야말로 아쓰타네
의 독자적 관점이다. 이 유명계의 주재자는 유명대신 오쿠니누시이다. 그리고 인간은 생전
의 선악의 행위에 대해 사후 유명대신에게 심판을 받는다.
앞에서 살펴본 일본서기 일서의 오나무치 신의 발언에 대해, 아쓰타네는 ‘유사幽事’를
‘유명사幽冥事’라고 풀이했다. 즉 유사를 명부로 해석함으로써 현·유를 죽음의 문제와 결부시
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것은 이치조 가네요시一条兼良, 1402-1481의 일본서기찬소日
本書紀纂疏가

“현사顕事는 인간의 도이고, 유사幽事는 신의 도이다. 사람이 현세顕明之地에서 악

을 행하면 천황이 이를 벌하며, 내세幽冥之中에서 악을 행하면 신이 이를 벌한다. 선을 행하여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신사神事는 곧 명부에 속한다.”라 한 것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아쓰타네는 가네요시의 설을 변형하여 오쿠니누시에 의한 명부에서의 심판을 말한다. 가네
요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악행에 대해 신벌이 내린다는 말을 한 것으로, 결코 사후
의 심판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아쓰타네는 가네요시를 끌어들이는 형태로 자의대
로 해석하여 유명계에 머무르는 영혼의 상태를 유사라고 하고, 가네요시의 신벌 개념을 유
명계에서의 심판이라고 한 것이다.
한편으로 사후의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이 국토에 머무는데, 그것은 마치 신대의 신들이
신사에 영원히 진좌하는 것처럼 인간의 혼도 그 무덤 위에 진좌한다고 말한다.
현신의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다가도 죽어서 유명에 돌아가게 되면 그 영혼은 곧 신이
되는데, 그 영이의 정도는 귀천과 선악, 강약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탁월한 것은 신대의 신들의 영이에 못지않게 공덕을 나타내며,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부
터 그 일을 깨닫는 등, 신대의 신들과 결코 다를 바 없다.…… 이들은 오쿠니누시가 숨어 계시
면서도 이 세상을 떠받치는 마음으로 현세에 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주와 부모와 처자
식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이들은 요미에 가지 않고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신사나 사당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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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모시는 경우에는 거기에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무덤 위에 있다. 이는 또한 천지
와 더불어 무궁하게, 마치 신들이 영원토록 신사에 진좌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112쪽

이처럼 인간의 영혼 또한 사후 유명계에서는 신이 되어 자손들에게 복을 가져다준다. 이
것이 바로 아쓰타네가 제시한 복고신도적 세계질서이자 국학적 영혼불멸설이다.

(2) 인성과 ‘무스비’의 영성
아쓰타네에 따르면, 인간은 현세에 살아있는 동안은 천황의 통치를 받고, 죽어서는 오쿠
니누시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현계의 주재자는 천황이고 유계의 주재자는 오쿠니누시이
다. 그런데 이 양자의 배후에는 현·유의 세계 전체를 총괄하는 존재로 무스비 신이 있다.16)
아쓰타네가 사후세계로서의 ‘요미’를 부정하는 논리 중의 하나로 제시한 것도, 다음과 같
이 인간이 태어나는 근본은 무스비 신의 신령에 의한 것이므로 인간의 영혼은 ‘요미’로 갈
리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영혼이 모두 요미에 가지 않는다는 이치는 신대의 사실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까닭과 또 죽고 난 뒤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은혜지만, 그 본래의 근원은 신들의 산령産霊의 기묘한
영험을 통해 풍화수토의 네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거기에 심혼을 불어넣어 태어나게 되는 것이
다.【단 그것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이는 현재에 보이는 그대로를 말할 뿐으
로 이상히 여길 것은 없다.】 죽으면 수와 토는 시신이 되어 이 세상에 남는 것을 볼 수 있고,
혼은 풍과 화가 되어 함께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풍과 화는 하늘에 속하고 토와
수는 땅에 속하는 이치에 의한 것이다.【내가 이렇게 말하면 외국의 설과 비슷하다 할지 모르
나……】…… 그렇기에 이것도 사람의 영혼이 요미로 가지 않는다는 하나의 이유이다. 사람의
영혼은 본래 무스비 신이 부여해준 것이므로 그 근원을 따진다면 하늘로 올라가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러한 이치와 확실한 사실도 옛 전설에 아직 보이지 않는다.

103-105쪽

아쓰타네는 우주의 발생과 생명의 발생을 노리나가 이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다.
다마노미하시라는 ‘무스비’ 일원론이라 할 정도이다. ‘무스비’의 작용에 의해 허공중의
‘일물’에서 아메·쓰치·요미라는 세계가 각각 생성되고, 이것은 후에 태양·지구·달이라는 현재
16) 아쓰타네는 아메·쓰치·요미의 세계에서 주재신 관념을 보다 확장시켰다. 그는 천지보다 앞서 존재하는 조화삼신
에 대해, 아메노미나카누시는 우주만물을 주재하는 신이고, 다카미무스비와 가미무스비는 천지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과 만물을 생성시켰으며 인간에게 지선의 영성을 부여한 선조신이 되었다고 한다. 이들 조화삼신의 산령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주장에 이어, 나아가 국토와 여러 신들을 낳은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를 아담과 하와에 비견하
기도 한다. 이러한 아쓰타네의 무스비 신에 대한 이해에는 일종의 창조신적 성격이 담겨있다.

92 동아시아 고대 생명관의 현대적 계승과 변주 (東아시아古代學會)

의 세계로 분화된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즉 풍화수토 역시 ‘무
스비’의 작용으로 만들어진다. 그것은 무스비 신의 명을 받은 이자나기·이자나미가 풍신, 화
신, 수신, 토신을 낳는다는 기술로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신체 또한 풍화수토가 하나
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며, 여기에 무스비 신이 생명의 원천인 영혼을 부여함으로써 탄
생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무스비’의 원리가 새로운 전개를 보이며 현세에서의 인간 활
동을 사상적으로 파악하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쓰타네는 무스비 신에 의해 인간도 아메·쓰치·요미를 구성하는 원소와 동일한 물질로
만들어졌다고 보며, 심혼은 천에 속하는 원소에 의해, 육체는 지에 속하는 원소에 의해 만들
어졌다고 했다. 이러한 이해는 유학자들의 귀신론을 자신의 문맥 속에 끼워 넣은 것이다. 아
쓰타네는 주자학적 귀신론을 의식하여, 천과 동질의 영혼은 천으로, 지와 동질의 육체는 지
로, 라고 하는 방향을 취하려고 한 듯이 보인다. 그러한 그는 다마노미하시라에서 혼은 천
으로 올라가고, 육체는 지로 돌아간다고 단언하지 못한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토 위에 편재
하는 유명계를 말한다.
다마노미하시라 이후 아쓰타네는 고사전古史伝 등에서 독특한 유명론을 더욱 발전시
켜 갔다. 아메노미나카누시의 주재신으로서의 성격이나, 사후 생전의 행위에 대한 유명대신
의 심판이 보다 분명한 형태를 띠게 되고, 더불어 현세의 천황과 동등한 유명계의 오쿠니누
시의 지위가 강조된다.
현세에서 선악의 응보가 언제나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노리나가에 따르면, 악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 마가쓰비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쓰타네는 마
가쓰비가 본질적으로는 선한 신이라고 하여, 선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인간에게 묻는
다. 모든 인간에서는 심혼과 풍화수토의 네 가지 원소가 주어져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원
소는 풍으로서 이는 생명을 가져온다. 이자나기도 숨을 내뿜어서 풍신을 낳았다. 숨이 끊어
지면 죽는다. 하지만 생명 자체는 유명계로 건너가 계속된다. 아쓰타네에 의하면,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다. “선한 자 악한 자 모두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모르면 누가 그 선을 칭
찬하고 누가 그 악을 벌할 것인가. 이를 아는 것은 오로지 유명대신뿐이다. 유명대신은 현세
에서 천황이 보지 못하는 선업이나 악행까지도 모두 꿰뚫어보며, 유명계에 들어온 영혼의
선악을 판가름한다. 악행과 선행의 판단기준은 무스비 신에게 부여받은 인성에 반하는지 그
렇지 않은지에 따라서이다.”고사전,

보주

. 이리하여 사후 영혼의 상벌은 인간사회의 불합

529쪽

리성을 해결하는 논리가 된다.
원래 인성은 무스비 신의 영성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지극한 선이며, 따라서 선악을 분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종종 선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은 선신과 더불어 존재
하는 악신 때문이다. 이를 인성에 빗대어 보면, 악이란 인간 스스로 만든 것이다. 선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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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된 응보는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있다. 따라서 현세는 선악을 시험하여 판
정하기 위한 임시적 세계寓世,

カリヨ이고,

유명계야말로 본래적 세계本世,

モトヨ라고까지

단언

한다고사전, 보주 531쪽. 때문에 아쓰타네의 유명론은 사후구제론으로서 성립함과 동시에, 현세
에서의 일상윤리 또는 규범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17) 요컨대 아쓰타네의 궁극적인 관
심은 코스몰로지 그 자체가 아니라, 유명계를 해명함으로써 현세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원리의 찾는 데 있었다고 하겠다.

5. 결론을 대신하여 – 일본적 영성론과 국학의 생명관
아쓰타네의 영혼불멸 사상과 인성에 부여되는 무스비 신의 작용은 종종 ‘영성’이라는 말
로 표현된다. 일례로 그의 밀교수사부류고密教修事部類稿에는 ‘영성’이 다음과 같이 쓰인다.
“다음으로 오신관吾身觀을 만들라. 내 몸은 이 무스비 신. 풍화금수토를 취합하여 그 지선至善
의 영성을 분부分賦하는 것이다. 몸은 끝내 오대五大로 돌아가고 오직 영성만이 무궁한 내가
된다. 그리하여 즉 내 몸은 천지와 동체가 되며, 내 혼은 무스비 신의 분신分神과 일체의 신
들의 영지靈祗 및 일체의 유정물有情物과 같은 근본이다.”18) 아쓰타네는 스스로 이러한 신도
행법을 짜서 날마다 실천에 옮겼다. 행법의 방식은 그가 비판한 밀교의 관상법觀想法을 모
방한 것에 불과했으나, 그렇다 해도 그 이념만은 무스비 신의 지선의 영성을 나누어 받은
영성이 바로 불사의 ‘나’라고 하는 영적 탐구에 기초한 것이었다. 아쓰타네의 이러한 실천적
영학靈學은 막부 말기에서 메이지 시대에 급성장한 많은 신도계 신흥종교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 대표적인 대본교大本敎의 데구치 오니사부로出口王仁三郎, 1871-1948도 ‘영성’이란 용어로 종
교종파를 초월한 보편적 정신성의 차원을 나타내고자 했다.
근대 일본에서 이러한 신도적 영성론이 전개되는 가운데 ‘영성’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던
반면, 불교학자인 스즈키 다이세쓰鈴木大拙,

1870-1966는

일본적 영성1944을 출판하여 신랄한

신도 비판을 전개한다. 다이세쓰는 ‘영성’이란 정신을 초월한 종교의식이라고 정의하며, 영
성의 자각을 불교의 핵심이라 파악한다. 그리고 패전 직후 영성적 일본의 건설1946, 일본
의 영성화1947 등으로 더욱 강력하게 일본적 영성의 필요성을 주창했다.19) 다이세쓰의 일본
17) 石川公彌子, <弱さ>と<抵抗>の近代国学, 講談社, 2009, 17-18쪽.
18) 원문은 한문. 훈독문은 鎌田東二, 앞의 책, 46쪽에서 재인용.
19) “일본의 영성화를 말할 때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신도이다. 이 신도에 대한 처리가 끝나지 않는 한 일본
의 영성화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특히 ‘국체’ 관념, 존황사상, 정도를 지나친 국가주의,
무위 선양 등이라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신도에 진정한 의미의 영성 같은 것이 있다면 다행이나,
그에 관련되거나 또는 붙어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오히려 그 본질인 것이다. 거기에 붙어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신도는 알맹이 없는 껍질인 것이다.” 鈴木大拙 日本の霊性化, 久松真一他編 鈴木大拙全集 8巻, 岩波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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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성론은 국가신도와 결합된 일본정신론 및 일본주의에 철저히 대항하는 원리로서 주장
되었다. 거기서 아쓰타네는 시대착오적인 군국주의의 원흉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다이세쓰
의 일본적 영성론은 신도적 영성론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후 신도 비판의 흐름에 편승하여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후 일본에
서 국학 자체에 대해서도 신도 및 신도계 신종교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평가가 저해되는 결
과를 가져왔다.
한편, 근대의 민속학자 오리구치 시노부折口信夫,

1887-1953는

국가신도를 해체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신도의 종교화를 주장했다. 오리구치는 국가신도의 기반이 된 궁정신도 및 그 중
심에 위치하는 천황 개념을 해체하지 않는 한, 신도라는 종교의 재생은 있을 수 없다고 생
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노리나가가 확립한 신화 해석의 체계를 근본부터 부정하려는 것이기
도 했다. 그러한 오리구치가 신도의 종교화를 위해 찾아낸 것이 고사기 모두 부분에 등장
하는 무스비 신이었다.20) 노리나가가 발견하고 아쓰타네가 발전시킨 무스비 신에서, 오리구
치는 인격신적인 성격, 즉 천황 및 황실의 기원과 연결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자 했다.
그 결과, 생명을 생성하는 원리로서의 추상적 신격만이 남게 된다. 오리구치가 말하는 무스
비 신은 오로지 천지자연 및 삼라만상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영적인 힘을 주재하는 비
인격신이다. 오리구치는 이 무스비 신이야말로 종교화된 새로운 신도, 자유로운 신도라는
기치에 걸맞은 진정한 신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가 지향한 신도의 혁명이었다.21) 노리
나가를 비롯한 국학 사상에 그토록 저항하고자 노력했던 오리구치 역시 결과적으로는 노리
나가 설을 보다 철저히 하는 방향에 서고 말았던 것이다. 오리구치로 이어지는 ‘무스비’론의
계보까지를 시야에 두었을 때, 근세 국학의 생명관이 갖는 의미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
일본의 근세 사상사의 흐름을 이성의 추구와 영성의 추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
면,22) 노리나가로부터 아쓰타네로 이어지는 국학을 일본사상사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성주의
는 근대에 흡수된 반면에 영성주의는 전면 부정되었다고 하겠다. 예컨대 현인신現人神이라는
가시적 신으로서의 천황, 그러한 황실의 혈통의 절대적 우월성, 위임과 봉사에 의한 군신공
치君臣公治 등 근대의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는 측면은 반복 재생산되어 왔다. 그런가
店, 1971, 227쪽.
20) 折口信夫, ｢民族史観における他界観念｣(1952), 新版折口信夫全集 20巻, 中央公論社, 1995.
21) 오리구치는 ‘무스비’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영혼 그 자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오리구치의 무스비 신 이해는 한
편으로는 청년시절부터 깊이 경도되었던 기독교적인 ‘일신一神’적 측면, 또 한편으로는 산천초목 혹은 인간과 동
물과 모든 지물에 영혼을 부여한다는 ‘범신汎神’적 측면을 각각 극대화시킨 것이었다. 즉 오리구치는 유럽적인 초
월신일신론과 아시아적인 내재신범신론을 ‘무스비’ 개념 안에 통합시킨 것이다. 安藤礼二, ｢産霊論｣, 山下久夫・斎
藤英喜, 越境する古事記伝, 森話社, 2012, 164쪽.
22) 이러한 관점에서 야마구치 가즈오는 노리나가의 타계관 문제특히 사상의 양극성를 밝히기 위한 전제로 근세 일본사
상사의 흐름을 이성주의와 영성주의의 흐름으로 정리한 바 있다. 야마구치 가즈오, 일본의 국학자 모토오리 노
리나가의 사생관, 지식과교양, 2011,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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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길흉화복의 교대, 사자의 나라로서의 ‘요미노쿠니’, 현계와 유계의 교차, 신과 인간의
연속성 등은 후대의 국학이나 미토학 등에 의해 버려진 측면들이다. 이 글은 전자만을 들어
일본 비판을 논해왔던 종래의 국학 연구에 대해, 후자에 대한 재조명의 가능성을 시도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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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문 선생의 ｢일본적 영성론의 기원과 가능성｣에 대한 토론문
山口和男(부천대)

근세 일본의 국학을 중심으로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 관에 일본적인 영성론의 기원과 그
가능성을 밝히고자 하는 발표 논문은 일본 사상사에서 남겨지고 숨어 있었던 국학의 중요한
측면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모토오리 노리나가를 비롯한 국학자는 지
금까지 국문학 문야에서 많은 역구가 이루어 왔지만 종교성이나 신학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모토오리노리나가, 핫토리나카쓰네, 히라타 아츠타네를 중심한 영성론은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토론보다 몇까지 긍금한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
다.
1, 무라오카 츠네츠구가 노리나가의 종교의식을 절대적인 신앙, 경건한 신앙이 보인다는
견해를 하면서 무스비의 신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의 무스비의 신에 대한 태도는 이러한 해석으로 봐도 되는가. 무스비는 주재신으로 보
는 것인가 아니면 미타마와 같이 신령으로 볼 것인지.
2, 노리나가는 사후에 관해 요미 행방설을 주장하면서도 영혼은 이 지상에 머물 것이라는
주장하기도 했다.

고사기 30권 p388

노리나가는 절저한 문헌학자이면서 어릴 때 배웠던 정

토교의 신앙으로 인한 종교심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노리나가
의 모순으로 보기 쉬운 내용일지 모른다.
3, 아츠타네에 관해서는 요미나라설을 부정하여 하나의 응보설을 주장한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아츠타네는 ｢극락보다도 이 지상이 즐겁다.｣라는 현세를 긍정한 듯한 발언도 보
인다. 이러한 내용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4, 노리나가의 계통에 대해서 사실상 노리나가의 후계자는 모토오리가에 들어온 양자인
오오히라大平였다. 아츠타네는 꿈에서 노리나가를 보고 노리나가의 사후 영적으로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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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다고 자칭한 사람이다. 오오히라는 스승 노리나가를 신격화시켰다는 연구가 있
고岡田千秋의 연구、아츠타네는 스승을 한번도 뵌 적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츠타네가
스승을 보는 시각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5, 논자는 국학의 영성의 흐름은 부정되어 버려진 것이라 해석했다. 오리그치는 신도의
“종교화”를 위해 무스비의 신은 비인격신으로 만들려고 한다.
신도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다. 즉 일본인의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관습뿐
이라고 한다.阿満利麿 신도에서 종교성을 찾아내는 것은 가능할까. 아니면 신도의 재해
석으로 인해 보다 종교성이나 영성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인가.
6, 아츠타네의 신도는 기독교의 영향도 볼 수 있는데 순수한 <신도의 영성>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인가.
7, 천황제인 아라히토가미現人神라는 사상은 국학자가 해석한 현신과 영혼에 관한 영성적
인 측면에서 나온 사상이 아닌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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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경指路經을 통해본 먀오족苗族의 생명관
-서부방언의 바이먀오白苗를 중심으로김인희(목포대)

1. 서론
현재 1,000만에 이르는 먀오족은 800만이 중국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베트남,
라오스, 태국, 오스트리아, 미국, 캐나다, 프랑스, 가이아나 등에 200만이 분포하고 있다. 중
국 내에서는 인구수로 볼 때 소수민족 중 4위를 차지하는 민족이다. 그러나 구이저우貴州 동
남지역과 후난湖南을 제외하면 다른 민족과 섞여 소규모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먀오족을
계통적으로 연구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까지의 연구로 볼 때 구이저우 동남지역과 후난 지
역의 먀오족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으나 구이저우 서부와 윈난雲南의 먀오
족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연구자의 부족도 원인이라 할 수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고산지대의 폐쇄적인 환경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답사가 용이하지 않
다는 것이다.
중국 내 먀오족은 동부, 중부, 서부먀오족으로 구분하고 한다. 서부먀오족은 다시 바이먀
오白苗와 화먀오花苗로 구분하는데 바이먀오는 흰 색의 옷을 입기 때문에 바이먀오라 하고 화
마야오는 문양이 화려한 옷을 입기 때문에 화먀오라고 한다. 바이먀오는 언어뿐만 아니라
복식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상의의 등쪽 목 부분에 사방형의 문양이 있는 천이
달려 있으며 치마에는 조상들이 이동해 왔다고 하는 2-3개의 선이 그려져 있다. 이들의 분포
권은 매우 넓어 쓰촨四川 남부, 구이저우 서북부, 윈난,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에도 분포하고
있다. 현재 중국 외에 거주하는 먀오족은 대부분 바이먀오에 속한다.
필자는 그동안 바이먀오가 거주하는 지역을 여러 차례 답사할 수 있었으며 윈난 원산文山
의 바이먀오, 윈난 옌진鹽津의 치리반먀오七里半苗, 구이저우 첸시黔西의 홍셴먀오紅線苗, 구이저
우 비지에畢節 다난산大南山의 야췌먀오鴉鵲苗, 구이저우 류즈특구六枝特區의 쑤오가梭嘎먀오, 구
이저우 칭전시淸鎭市의 종바中八먀오 등 지역에서 장례식과 지로경에 대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었다. 광시성廣西省 난단南丹의 흰바지야오족白褲瑤族의 경우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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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 왔으며 이들의 장례식은 여러 차례 참석하여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흰바
지야오족은 비록 야오족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언어에 있어 다난산의 먀오족과 50% 이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복식에서도 공통점이 발견된다. 필자는 다난산에 답사를 갔을 때 흰
바지야오족의 생태박물관 부관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서로 기본적
인 대화가 통하였다. 흰바지야오족의 경우 먀오족인데 광시성에 거주하기 때문에 야오족으
로 잘못 분류된 경우이다.1) 따라서 본고는 흰바지야오족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지로경은 매장을 하기 전날 밤에 남성종교인이 망자의 영혼을 초도할 목적으로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지로경은 간략하게 단편적으로 전승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는 비교적 완벽한 서사적 틀을 갖추고 있는 두 편의 지로경을
중심으로 바이먀오의 생명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나는 칭전시민족종교사무국에서
편찬한 제혼곡-칭전시 먀오족 지로가祭魂曲-淸鎭市苗族指路歌2)로 칭전시의 중바中八먀오족 사
이에서 전승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윈난성소수민족고적정리출판규획판공실雲南省少數民族古籍
整理出版規劃辦公室에서

편찬한 것으로 먀오족지로경-원산권苗族指路經-文山卷3)으로 윈난의 남부

에 거주하는 원산文山먀오족 사이에 전승되고 있다. 칭전시의 경우 구이저우 중부에 위치하
기 때문에 타문화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발견되나 비교적 오랜 정착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조상의 이동노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이에 반해 원산의 경우는 윈난의 최남
단에 거주하여 비교적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원초적인 형태의 내용을 갖추고 있으나
잦은 이동으로 조상의 이동노선과 관련된 부분은 소실된 상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두
판본을 비교하면서 바이먀오의 생명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장례의례 중 지로사指路師의 역할
1) 지로사란?
지로사는 장례를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지로경을 부르는 남성종교인을 말한다. 보통 남성
종교인을 사공師公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모두 지로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로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지로경을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신으로부터 전수받는 경우이다. 칭전시의 경우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학습형에 속
1) 1950년대 소수민족을 분류할 때 일반적으로 구이저우성에 사는 민족은 먀오족으로, 광시성에 사는 민족은 야오족
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일부 민족의 경우 잘못 분류된 경우가 있다.
2) 淸鎭市民族宗敎事務局 편, 祭魂曲-淸鎭市苗族指路歌, 貴州民族出版社, 1995.
3) 雲南省少數民族古籍整理出版規劃辦公室 編, 苗族指路經-文山卷, 雲南民族出版社,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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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특정 장소를 정하여 스승에게 배운다고 한다. 흰바지야오족의 경우는 신으로부터 전
수받는 경우로 셰민첸謝民權의 경우 “꿈을 통해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 창세신화와 굿을 하는
방법, 귀신을 막는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4)고 한다. 이처럼 지로경은 모든 사공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습을 통해 습득을 했거나 신에 의해 전수받은 사공만이 부를 수 있다.
지로사는 다시 초도 중 망자의 영혼을 데리고 저승의 경계까지 가느냐 아니면 현지에 남
아 망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초도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칭전의 경우는 지로사가 현
지에 남아 망자를 저승으로 초도하는 형식에 속한다. 망자가 토지관土地關에 이르러 수문장
을 만났을 때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인간계에 한 지로사가 있는데
여기로부터 아주 먼 곳으로
그는 왼손에는 흰 몽둥이를
오른 손에는 예리한 칼을 들고 있다.
오직 그의 말을 들을 뿐으로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5)

장례의례를 거행하는 지로사칭전시
흰바지야오족과 원산, 첸시현의 경우는 지로사의 영혼이 망자와 함께 저승 입구까지 가는
형태에 속한다. 흰바지야오족의 경우 “지로사와 제자는 죽은 자의 영혼과 함께 조상들이 거
4) 謝民權, 69세, 남, 廣西省 南丹市 里湖鄕 王尙村, 2004년 1월 19일 조사.
5) 淸鎭市民族宗敎事務局 편, 祭魂曲-淸鎭市苗族指路歌, 貴州民族出版社, 1995, pp.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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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였던 곳인 쩐지루까지 간다. 이곳에서 조상의 영혼을 만나고 조상은 망자를 데리고 저
승으로 간다”6)고 한다. 첸시현의 경우에도 “지로사와 제자, 죽은 자의 영혼은 함께 가는데
영혼을 데리고 간 후에 죽은 사람의 영혼과 작별을 하고 ‘우리는 돌아갈테니 너는 계속 가
라’고 얘기한다”7)고 한다. 원산의 경우에도 지로사가 망자의 영혼과 함께 가기 때문에 지로
경의 마지막 부분에 지로사의 혼을 불러오는 의례를 거행한다. 지로사는 망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지금 너는 몰아내야 한다.
나지로사의 혼백을
마을로 돌아오게 하고
너는 떠나야 한다.8)

지로사는 장례를 거행할 때 닭을 겨드랑이에 끼거나 관 위에 올려놓고 한다. 지로사는 목
고를 치면서 의례를 거행하는데 2-3명의 제자가 노생을 불며 보조를 맞춘다. 지로경의 한 단
락을 읽은 후에 대나무로 만든 괘를 던져 망자가 지로사가 노래한 내용을 받아들였는지를
알아보는데 한쪽은 엎어지고 다른 쪽은 뒤집어지면 망자가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둘 다 엎어지거나 뒤집어지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다시 한 번 진행한다. 이렇
게 괘를 던짐으로써 망자가 저승에 안전하게 도착했는지를 알 수 있다.

2) 지로사의 역할
(1) 저승으로 가는 길 안내
장례식에서 지로경을 부르는 이유는 망자에게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망자는 초행이기 때문에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며 도중에 길을 잃거나 계곡으로 떨
어져 갈 곳 없는 귀신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로사는 하나하나 지명을 대면서 영
혼을 이끌고 가는데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영혼에게 알려준다.”9) 칭전시의
지로경을 예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6)
7)
8)
9)

陸老耀, 78세, 남, 廣西省 南丹市 里湖鄕 懷里村 更照生産隊, 2009년 10월 19일 조사.
楊學文, 60세, 남, 貴州省 黔西縣 鐵石鄕 油沙坡村 華沙一組, 2009년 10월 27일 조사.
雲南省少數民族古籍整理出版規劃辦公室 編, 苗族指路經-文山卷, 雲南民族出版社, 2005, p.594.
楊學文, 60세, 남, 貴州省 黔西縣 鐵石鄕 油沙坡村 華沙一組, 2009년 10월 27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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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갈레의 길에 서 있다.
위쪽 길은 가지 마라.
아래쪽 길은 가지 마라.
위쪽 길은 유목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고
위쪽 길은 풀을 베는 사람이 가는 길이다.
아래쪽 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는 길이고
아래쪽 길은 장에 가는 사람이 가는 길이다.
중간의 길은 밝게 빛나는데
중간의 길은 아주 번듯하고 좋은데
이 길이 바로 네 조상에게 가는 길로
이 길이 바로 네 조상의 길이다.10)

지로사는 망인의 영혼이 집에서 출발하여 마을을 지나 조상이 이동해 온 길을 따라 조상
의 원주지에 도착한 후에 천상의 마을로 가도록 전 과정을 인도한다. 망인이 도착해야 할
곳의 지명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어 망인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한다.

(2)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알려 준다
지로사는 망자에게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알려 줄 뿐만 아니라 도착한 곳에 따라 어떻게 행
동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따라서 “망인아 너는 지로사가 하는 얘기를 주의 깊게 들어라”
라는 말을 반복하여 한다. 도착한 장소에 따라 대처법이 다른데 칭전시의 지로경을 중심으
로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장소

대처하는 방법

방

침대신을 만난다. 후손들을 지켜주는 신이니 이승에 남겨둬라.

부엌

조왕신을 만난다. 후손들을 지켜주는 신이니 이승에 남겨둬라.

당옥(堂屋)

그냥 지나가라.

대문

문신을 만난다. 후손들을 지켜주는 신이니 이승에 남겨둬라.

저승사자

구리줄과 쇠사슬로 묶으려 하는데 생전에 죄가 없음을 설명하고 묶지 못하게 하라.

마을

마을사람들을 만나는데 길을 묻지 마라. 그들은 길을 모른다.

지렁이산(전갈
언덕)

여자친척들이 만들어 준 신을 신고 넘어라.

10) 淸鎭市民族宗敎事務局 편, 祭魂曲-淸鎭市苗族指路歌, 貴州民族出版社, 1995, p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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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土地關)

문을 지키는 수문장을 만나는데 죽은 사람이라는 증표를 보여주고 지나가라.

우쿠이반니하(斗
愧半尼河)

큰 강으로 뱃사공에게 돈을 주고 강을 건너 달라고 해라.

베이인 파(背陰坡)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는 곳으로 망자를 덮어준 천으로 몸을 가려라.

조상이 축제를
하는 장소

조상을 만나 조상이 하는 대로 따라 해라

우물

독이 있는 물로 마시지 마라

맑은 샘물

이곳에서 밥을 먹는데 조상에게도 나눠주어라.

맑은 샘물

이곳에서 물을 마시는데 자손들이 허리에 묶어 준 끈을 이용해서 마셔라.

날씨가 추운 곳

자손들이 옷을 많이 입혀주었으니 참고 건너라.

이와 같이 각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알려 줄 뿐만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물품을
염을 할 때 관 속에 넣어준다. 지렁이산을 넘기 위한 신발은 여자 친척들이 만들어온다. 베
이인파를 넘을 때 비를 가릴 천은 친척들이 여러 장 선물하는데 염을 한 후에 시신을 덮어
준다. 우쿠이반니하를 건널 때는 뱃사공에게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망자의 입 속에 은조
각을 넣어준다. 저승으로 가는 길은 멀기 때문에 중간에 밥을 먹어야 하는데 이때 먹으라고
붉은 색 천으로 밥주머니를 만들어 망인의 옆에 놓아준다. 물을 마실 때 엎드려서 마시면
뱀, 개구리, 돼지, 개 등으로 환생하기 때문에 끈을 이용해 물을 떠서 마시라고 허리에 끈을
하나 매준다. 망자는 지로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물품들을 꺼내 위기에 대처한다.

(3) 망자를 저승으로 쫓아 보낸다.
망자는 조상신으로 숭배를 받기도 하지만 귀신으로서 배척을 받기도 하는 이중적인 성격
을 가지고 있다. 망자를 귀신으로 간주하고 산자의 세계와 격리하려는 움직임은 염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나타난다. 칭전시의 경우 수의를 입힐 때 오른 소매를 먼저 입히는데 이는 산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왼쪽을 먼저 입는 것과 반대이다. 원산의 경우는 산 사람은 우임을 하
고 죽은 사람은 좌임을 하며 각반도 산 사람은 바깥에서 안으로 감는데 죽은 사람의 경우는
반대로 한다. 이처럼 망자의 옷을 산사람과는 반대로 입히는 것은 망자가 이미 이승의 사람
이 아니며 저승의 사람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승과 격리시키고자 함이다.
망자는 귀신이기 때문에 망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망자에 의해 해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망자가 산자의 영혼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특별한 의례를 거행하기도 한다. 다난산의 경우
“소렴을 마친 후에 ‘계란을 굴려 혼을 불러 오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계란을 망자의 몸에 한
번 굴린 후에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한 번 부른다. 이는 산사람의 영혼을 망자가 붙들고
안 놓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11) 원산의 경우는 지로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로사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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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망자에게 물품을 제공한 사람들의 혼을 불러오는 의식을 거행한다. 각주 8번의 내용이
이 의식을 거행할 때 부르는 노래이다.
특히 시신을 직접 다루고 망자의 영혼을 초도하는 지로사의 경우는 망자에 의해 저승으
로 잡혀갈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다. 따라서 지로사는 장례를 거행할 때 옷을 평상시와
는 다르게 입는다. 칭전시의 경우 지로사는 치마를 입는데 이는 여자의 옷을 입음으로서 망
자를 비롯한 저승의 귀신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산의
경우에도 “지로사는 지로경을 부를 때 짚신을 거꾸로 신고 도롱이를 거꾸로 입는다”12)고 한
다. 지로사가 자신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단순히 옷을 바꿔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로
사는 망자에게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대지 말 것을 요구한다. “누가 너를 데리고 왔느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말하라”13)라고 한다. 흰바지야오족은 “사공의 영혼이 쏜살같이 돌아온다”
고 하는데 저승의 신들에게 잡힐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원산의 경우에도 망자가 조상
을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을 요구한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늙은이가지로사
나를 보냈다.
지금 너희들은 사람을 파견하여 늙은이를 잡으려 하나 잡지 못하고
말을 타고 잡으려 하나 잡지 못한다.
-----그의 발자국은 맑은 물속에 있고
거미줄이 길을 막으니
사람을 파견해도 잡을 수 없고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잡을 수 없다.14)

이렇게 망자의 영혼은 한편으로는 귀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로사는 망자의 영혼을 저
승으로 쫓아 보내려 한다. 칭전시의 지로경에 묘사된 지로사의 모습은 매우 험악하고 무서
운 형상을 하고 있다.
삿갓은 하늘만큼 크고
치마를 삼십 벌을 입고
11)
12)
13)
14)

貴州省編輯組, 苗族社會歷史調査 三, 貴州民族出版社, p.61.
雲南省少數民族古籍整理出版規劃辦公室 編, 苗族指路經-文山卷, 雲南民族出版社, 2005, 서문.
楊學文, 60세, 남, 貴州省 黔西縣 鐵石鄕 油沙坡村 華沙一組, 2009년 10월 27일 조사.
雲南省少數民族古籍整理出版規劃辦公室 編, 苗族指路經-文山卷, 雲南民族出版社, 2005, pp.57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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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엄청 크고
코는 표주박 같으며
눈은 술잔 같고
입술은 동굴 같다.15)

이와 같이 무서운 형상을 한 지로사는 왼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오른손에 나무로 깍은 칼
을 들고 망자를 저승으로 쫓아 보낸다. 지로경의 망자가 조상을 만나 하는 말을 통하여 지
로사가 망자를 강제로 쫓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말을 하면서 때리고
나를 혼내서 이곳에 오게 했다.
나에게 이곳을 지나가게 했고
나에게 이곳으로 오게 하였다.16)

망자는 귀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로사는 험상궂은 모습으로 칼과 막대를 이용해 망자
를 저승으로 내몰고 계속해서 서둘러 앞으로 가기를 재촉한다.

3. 지로경의 내용
1) 인류기원 신화
먼저 칭전시의 지로경을 살펴보겠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우주
의 기원, 인류기원, 홍수신화, 남매혼, 시조신화, 전쟁으로 인한 도망, 망자의 출생으로 구성
되어 있다. 우주의 기원, 인류기원, 홍수신화, 남매혼 등을 일반적으로 창세신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장례식 때 영혼의 초도를 위해 불려지는 노래이다. 창조신인 또우포또우후斗包斗湖
는 거인여신으로 대나무껍질로 하늘과 땅을 짜고, 금기둥과 은기둥으로 하늘과 땅을 분리하
였다. 본래는 쇠로 사람을 만들 생각이었으나 뻐꾸기와 매를 시켜 조사한 결과 세상이 넓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한다. 홍수신화에서
는 인류의 기원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우포또우후의 집에서 기르는 큰 닭
이 찬燦씨 남매를 낳았는데 홍수가 범람한 후에 남매만이 살아남았고 이들이 결혼하여 아이
15) 淸鎭市民族宗敎事務局 편, 祭魂曲-淸鎭市苗族指路歌, 貴州民族出版社, 1995, p.143.
16) 淸鎭市民族宗敎事務局 편, 祭魂曲-淸鎭市苗族指路歌, 貴州民族出版社, 1995,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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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낳았다. 그런데 아이는 눈코입이 없고 손발이 없어 이들은 화가 나서 아이를 99개로 잘
랐는데 이들이 후에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이로 볼 때 태초의 인류는 홍수로 인해 모두 죽
고 후에 또우포또우후의 닭이 낳은 알에서 나온 사람이 인류의 시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칭전시의 인류기원 신화는 모두 창세여신인 또우포또우후와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산의 경우 주니우竺妞라는 신의 지시에 따라 신조가 이미에夷蔑라는 곳에서 물고 오던
씨앗이 바람에 의해 세상에 뿌려졌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생겼다고 한다. 태초에 사람은 죽
지 않았는데 지두오姫奪라는 여신이 매와 두꺼비에게 세상의 넓이를 측량하라고 하였는데
매는 측량을 한 후에 세상이 좁다고 하고 두꺼비는 측량을 하지 못하였다. 지두오는 두꺼비
가 측량을 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여 죽였고 두꺼비는 화가 나서 주문을 걸어 인간들을 죽게
하였다고 한다.
칭전시의 경우 세상이 좁기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 데 반하여 원산은 두꺼비의 복수로 죽
게 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인류의 기원뿐만 아니라 인류가 생명을 다하고
죽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2) 전쟁으로 인한 도망
칭전시에서는 양루央祿라는 시조신이 우쒀우모吳所吳莫족과의 전쟁에 패하여 강레이剛嘞,
은 강이란 뜻라는

붉

강을 건넌 후에 여러 곳을 거쳐 칭전으로 이동하였고 한다. 상상의 지명들이

등장하나 쓰촨에 도착해서부터는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구이딩貴定, 룽리龍里,
구이양貴陽, 화시花溪, 핑바平壩를 거쳐 칭전에 도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원산의 경우는 시조가 이동해 온 노선이 생략되어 있다.

3) 지로계指路鷄의 기원신화
장례의례 중 죽은 이의 영혼을 초도하는 닭을 지로계라고 한다. 초도의례를 거행하는 중
지로사는 지로계를 옆에 끼거나 관 위에 올려놓고 의례를 거행하는데 그 이유는 닭만이 망
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초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닭은 원래 태양신과 친척관계라고 하는데
남방에는 닭이 태양을 불러왔다는 신화가 광포되어 있다.
칭전시의 경우 지로계는 조상인 양루가 기르던 닭이라고 한다. 양루의 가족이 도망을 하
다 큰 강을 만났는데 사람들은 강을 건넜으나 따라오던 닭 한 쌍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건
너편에 있었다. 닭들은 자신들을 데려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양루는 “적이 추격하여 너희
를 데려가는 것은 힘들다”고 말하였다. 이에 닭은 “당신이 친척을 맺을 때, 친구를 만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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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필요하다”고 양루를 설득한다. 이렇게 하여 닭은 양루의 가족과 함께 떠날 수 있었
고 후에 이 닭이 낳은 알에서 부화한 닭이 지로계가 되었다고 한다. 지로계는 양루가 기르
던 닭으로 당연히 조상이 살던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망자의 영혼을 조상들이
살던 원주지로 이끌 수 있다.
길에서 무엇을 만났는가?
너는 오직 닭 한 마리를 만난다.
날개를 펴고 그곳에 서 있는데
날개를 펴고 그곳에서 기다린다.
그것은 무슨 닭인가?
양루가 이동해 올 때 따라온 것으로
양루 집의 큰 닭이다.
그것은 양루의 좋은 닭이다.
이동한 길을 모두 알고 있으며
너는 길을 모르나 양루의 닭은 길을 안다.
너는 길을 모르나 그가 길을 인도한다.
그것은 너의 지로계이다.
너는 그와 함께 길을 가라.17)

닭이 어디에서 기원하였는가는 망자의 영혼이 어떤 길을 거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칭전의 경우는 지로계가 조상 양루의 닭이기 때문에 먼저 조상의 원주지로 간다. 원산의 경
우 주니우라는 창세신이 기르던 닭이 알을 낳아 지로계로 삼았기 때문에 직접 주니우 신이
사는 곳으로 간다.
지로경뿐만 아니라 장례의례를 통해서도 닭이 영혼 초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첸시향의 경우 “문을 나갈 때 관 위에 닭을 한 마리 올려놓는데 점룡계站龍鷄
라고 한다. 무덤을 판 후에 닭을 던져 넣는데 이때는 도정계跳井鷄라고 부른다. 후에 닭을 집
으로 가져와 적어도 반 년 이상 길러야 한다”18)고 한다. 원산의 경우 “지로경을 부를 때 닭
을 겨드랑이에 끼고 부르는데 끝난 후 닭을 망자의 손에 쥐어준다. 그 후에는 닭을 잡아 대
나무에 꿰어 관의 머리 부분에 세운다.”19) 흰바지야오족의 경우 영혼을 초도할 때 관 위에
닭을 한 마리 올려놓는데 밤새도록 관 위를 올갈 뿐 내려오지 않는다. 루라오야오陸老耀 지로
17) 淸鎭市民族宗敎事務局 편, 祭魂曲-淸鎭市苗族指路歌, 貴州民族出版社, 1995, pp.127-128.
18) 楊學文, 60세, 남, 貴州省 黔西縣 鐵石鄕 油沙坡村 華沙一組, 2009년 10월 27일 조사.
19) 文山壯族苗族自治州苗學發展硏究會 편저, 文山苗族, 雲南民族出版社, 2008, pp.2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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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의하면 “망령을 초도할 때 지로사, 지로사의 제자, 망인, 닭, 소의 영혼이 함께 길을 가
는데 이승과 저승 경계 부분에서 지로사와 제자의 영혼은 함께 돌아오고 그 이후 망인은 닭
의 영혼을 따라 저승으로 간다. 지로사와 제자의 영혼이 함께 가는 이유는 지로사의 영혼이
혼자 돌아오면 길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로사는 저승의 경계까지 밖에 가지 못하
기 때문에 망자의 영혼은 이후에는 닭을 따라서 저승으로 가야한다”20)고 한다. 이들 닭은
모두 영혼을 초도하는 닭이다.

4) 이승과의 이별
이 부분은 두 판본이 비슷하여 침대와 이불의 신, 기둥의 신, 집의 신, 부엌의 신, 대문의
신, 가족과의 이별을 다루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칭전의 경우 망인이 죽은 이유가 이들 가
신들이 소홀히 하여 죽은 것으로 보고 훈계한다는 하고 것이다.
침대와 이불아!
너는 주의해서 들어라.
다른 사람이 장에 가도
따라서 장에 가지 마라.
다른 사람이 놀러 가도
너는 놀러 가지 마라
----------그러나 누가 알았겠는가?
너는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장에 갈 때
너는 따라 갔고
다른 사람이 놀러 갈 때
너는 따라가 놀았고
다른 사람이 손님으로 갈 때
너는 따라가 손님이 되었다.
망인이 병에 걸려 죽게 하였다.21)

20) 陸老耀, 78세, 남자, 廣西省 南丹縣 里湖鄕 懷里村 更照生産隊, 2009년 1월 17일 조사.
21) 淸鎭市民族宗敎事務局 편, 祭魂曲-淸鎭市苗族指路歌, 貴州民族出版社, 1995, pp.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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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을 나온 망자의 혼은 마을에 들르게 되는데 이곳에서 마을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지로사는 그들은 산 사람이니 대화를 하지 말고 지로계를 따라 길을 떠날 것을 재촉한다.

5) 조상의 발상지를 찾아
칭전의 경우 마을을 벗어난 망인은 지로사가 시키는 대로 닭을 따라 첫 번째 목적지인 조
상을 만나러 길을 떠난다. 그 과정은 3갈래 길-연자관燕子關 -정인파情人坡-지렁이산전갈 언덕-토
지관土地關-사호관獅虎關-가칭가웨이하嘎淸嘎渭河-용타동龍打洞-우쿠이반니하斗愧半尼河-베이인파背陰
坡를

지나 조상인 양루가 살았던 땅에 도착한다. 망자가 조상인 양루가 살던 곳까지 가는데

거치게 되는 지명들은 상상적인 지명으로 보이는데 이 중 가칭가웨이하와 우쿠이반니하는
바이먀오의 역사와 일정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상의 원주지에 도착한 망인은 조상을 만나게 된다. 지로사는 누가 조상인지를 알려준다.
양루가 축제를 하는 장소가 보인다.
양루가 북을 치는 장소가 보인다.
사람들은 검은 색의 옷을 입고
사람들은 검은 색의 옷을 입고 있다.
그들은 너의 조상으로
지금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22)

칭전의 종바 먀오족은 검은색청색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검은 색의 옷을 입은 이가 조
상이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원산의 경우 세 갈래 갈림길-고수호苦水湖-용반산龍盤山-호거암虎踞岩-모충산毛蟲山-태양산을
지나 주니우의 산으로 가는 도중에 조상을 만나게 된다. 망인이 거치게 되는 곳들은 모두
상상적인 지명으로 저승길의 험난함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조상을 만나는 곳도 이미 천
상의 세계인 태양산을 지난 후로 망인의 영혼은 조상들의 원주지로 복귀하지 않는다. 원산
의 지로경은 시조의 기원신화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는 이들이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 시조의
이주사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조상의 근원지로 복귀하
지 않고 직접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목표점도 역시 조상을 만나는
것으로 지로사는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고 화를 내고 있는
이가 너의 조상이다.”23)
22) 淸鎭市民族宗敎事務局 편, 祭魂曲-淸鎭市苗族指路歌, 貴州民族出版社, 1995, p.157.
23) 雲南省少數民族古籍整理出版規劃辦公室 編, 苗族指路經-文山卷, 雲南民族出版社, 2005, p.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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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천상으로 복귀
칭전의 경우 조상을 만난 후에도 얼음과 눈으로 덮힌 곳-혈수하血水河-달과 태양의 계곡을
지나 천상의 마을에 도착하게 된다.
원산은 태양산을 지나면 천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늘문은 여신 공반앙미珙版昂米가 팔
을 벌려 막고 있다. 이곳을 지나면 창세신인 주니우가 사는 곳에 도착하게 된다.

7) 재생
칭전의 경우는 천상에 도착한 후에 이뤄왕依洛王이 지배하는 곳에 도착하게 된다. 이뤄왕
의 모습은 “머리에는 두 개의 뿔이 났고 입에는 두 개의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모습”으로
저승의 심판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저승사자가 망자를 포박한다”와 같은 내용이 나
오는 것으로 이 부분은 타문화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뤄왕이 지배하는 천상
의 세계는 조상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망자는 농사를 짓고 사는 조상을 만나
게 되고 이승에서 가지고 온 가축을 놓아주어 기르게 된다. 조상들의 집을 88층의 기와에 77
개의 계단이 있는 호화로운 집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곳은 네 조상이 사는 곳
그곳은 네 조상의 땅
-----너는 너의 조상을 만나는데
지금 그곳에서 가축을 방목하고 있다.
돌아가신 분아
너는 인간계에
아들과 며느리가 있고
자손이 있고
돼지를 너에게 주니
너는 조상의 땅에 가면
너는 그것을 놓아주어
돼지가 정원을 들이받게 해라.
----------고개를 들어 앞을 봐라
조상의 집이 보이는데
집은 88층의 기와를 얹고
77층의 계단이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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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의 경우 망자의 영혼은 주니우가 사는 곳에 도착하게 된다. 주니우는 인간에게 생명
을 준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신이기도 하다. 망자는 주니우에게 생명
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주니우신이여!
너는 이미 내 생명부를 가져갔다.
너는 내 생명부를 돌려주어라.25)

생명을 다시 돌려받은 후에는 조상과 함께 같이 사는데 칭전시와 마찬가지로 이승에서
데리고 온 가축의 영혼을 놓아준다. 원산의 지로경은 이렇게 끝이 난다.
조상의 집에 도착하여
조상의 치마를 잡고
조상의 옷자락을 잡고
너는 행복하다.26)

4. 지로경을 통해 본 생명관
1) 반조反祖관념
망자의 영혼을 시조가 살았던 곳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현상을 반조관념이라고 한다. 매
장시에 두향을 조상이 이동해 온 방향으로 묻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바이먀오의 조
상숭배는 종교적인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죽음 후의 희망은 조상과 만나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망자가 조상을 만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칭전시의 경우를 보면 조상인 양루가 사는 곳으로 가는 과정에 여러 곳을 거치게 되는데
대부분이 상상적인 지명이다. 그런데 이 중 가칭가웨이하와 우쿠이반니하는 바이먀오의 실
제 역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이 두 개의 강은 조상의 원주지에 가기 전
에 위치하며 전반부의 시조신화에서도 조상이 큰 강을 건너 이동해 왔다는 내용이 있기 때
문이다. 이처럼 큰 강을 건너 조상이 사는 곳으로 간다는 관념은 바이먀오들 사이에서 보편
24) 淸鎭市民族宗敎事務局 편, 祭魂曲-淸鎭市苗族指路歌, 貴州民族出版社, 1995, pp.186-188
25) 雲南省少數民族古籍整理出版規劃辦公室 編, 苗族指路經-文山卷, 雲南民族出版社, 2005, p.586.
26) 雲南省少數民族古籍整理出版規劃辦公室 編, 苗族指路經-文山卷, 雲南民族出版社, 2005, p.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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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발견된다. 첸시현의 경우 “망자는 ‘홉끼옹내’라는 강을 건너야 하는데 ‘옹’은 ‘안개가
껴 있다’는 뜻이고, ‘내’는 ‘강’이라는 뜻으로 넓고 큰 강이라는 뜻이다. 혼자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큰 강이라고 한다.”27) 흰바지야오족의 경우 “‘어드원주’라는 강을 건너는데 ‘어’는 강
이라는 뜻으로 굽은 형태의 아주 큰 강을 말한다. 뗏목을 타고 건너야 할 정도로 큰 강으로
돈을 주고 건너야 한다. 이 강을 건너면 조상들이 거주하였던 쩐지루라는 곳에 도착한다”28)
고 한다. 다른 지역의 바이먀오들의 경우도 큰 강은 조상의 원주지로 가기 전에 있는 것으
로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상이 커다란 강을 건너 이주해 왔다는 신화는 바이먀오들 사이에서 보편적
으로 전승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마 위에 2-3개의 선을 그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비교
적 이른 시기인 민국시기에 조사된 자료에서도 “윈난 먀오족에는 조상이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리는 북방에서 니에강涅杠29)을 건너 남쪽으로 이동하였다는 전설이 있다.”30)고 한다. 다난
산의 경우 “치마에는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이는 두 개의 큰 강을 표현한 것으로 위쪽 선은
장따오라는 강을 표현한 것이고 아래쪽 선은 무슨 강을 지칭하는 것인지 모른다. 이 두 개
의 선은 조상이 두 개의 강을 건너 이동해 온 것을 설명한다”31)고 한다. 쓰촨성 남부의 바이
먀오의 경우에도 “치마 위에 그려진 두 개의 선 중 위쪽의 수평선은 혼수하渾水河와 청수강淸
水江을

지칭하며 나머지 선은 이동시 쉰 적이 있는 크고 작은 하천”32)이라고 한다. 바이먀오

는 조상이 이동해 올 때 건넜던 두 개의 강을 건너 조상의 원주지로 복귀한다.
윈난의 지로경에도 조상의 원주지로 복귀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윈난 진핑金
平의

바이먀오는 장례시에 목고를 치는데 목고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아앙阿昻, 지로사은 지로경을 읽는 중에 배가 고파 부엌에 가서 밥을 먹고 와 보니 지로경이
보이지 않았다. 이때 소발자국이 문밖으로 나 있는 것을 보았다. 소에게 물으니 소가 “경전을
먹었다”고 하였다. 이 경전은 신선이 준 것으로 조상의 이름과 이곳으로 이동해 온 노선이
적혀 있는 귀한 것이었다. 아앙은 “경전이 없어 읽지 못하는 것은 작은 일이나 죽은 후에 조상
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앞으로 조상을 찾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아앙은
말을 하면서 닭똥같은 눈물을 흘렸고 주위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다.
소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경전은 신선이 준 것으로 나도 신선이 파견하여 내려와서 당신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당신들을 위해 밭을 갈았는데 이미 늙어 일을 할 수 없으니

27)
28)
29)
30)
31)
32)

楊學文, 60세, 남, 貴州省 黔西縣 鐵石鄕 油沙坡村 華沙一組, 2009년 10월 27일 조사.
陸老耀, 78세, 남, 廣西省 南丹縣 里湖鄕 懷里村 更照生産隊, 2009년 10월 19일 조사.
진흙이 많아 강물이 혼탁한 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통 혼수하渾水河로 번역하고 있다.
芮逸夫, ｢仡佬的族屬問題｣, 中國民族及其文化論稿上冊, 國立臺灣大學人類學系, 民国61年初版. p.221.
李大明, 83세, 남, 貴州省 畢節市 燕子口鎭 大南山, 2009년 10월 23일 조사.
劉芳, 梘槽高山苗-川滇黔交界處民族散雜區社會文化變遷价案硏究,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6,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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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을 위해 최후로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아앙이 큰 소리로 말하길
“경전은 네가 이미 먹었는데 또 어떤 좋은 일을 하겠다는 말이냐?”
늙은 소는 크게 하하 웃고는 말하였다.
“경전은 이미 내가 씹어서 삼켜 내 뱃가죽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여 고기로 사람들
을 접대하고 가죽으로는 북을 만드십시오. 내 뱃가죽을 뜯어내 북의 표면에 덮으면 얼마 지나
지 않아 경서에 기록된 일들이 북에 인쇄될 것입니다. 이후에 사람이 죽으면 경을 읽지 않고
북을 치기만 하면 됩니다. 북소리는 사람들에게는 북소리일 뿐이나 죽은 사람은 뜻을 알아들을
수 있어 고향으로 돌아가 조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후 먀오족은 사람이 죽으면 소를 잡아 북을 만들어 쳤다.33)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원래는 조상의 이주사가 적힌 지로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전
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산의 지로경에는 시조의 원주지로 복귀하는 내용이 제외되어 있다.
대신 이들은 조상의 이주사가 인쇄되어 있는 목고를 쳐서 망인을 조상의 원주지로 복귀시키
는 것이다.
이밖에도 망자가 조상을 만났을 때 조상이 후손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물을 관에 넣어주
기도 한다. 흰바지야오족은 고대 자신들의 왕의 인장, 혹은 살았던 곳의 성 모양이라고 하는
도안을 망자의 얼굴에 덮어주는데 그 이유는 조상이 후손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
다. 칭전 “종바中八 먀오족은 4개의 천을 이어서 만든 옷을 얼굴을 덮어주는데 조상이 후손
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34) 인장 혹은 성곽을 상징하는 사방형의 도안은 바이먀오
의 복식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으로 바이먀오의 민족 상징과 같은 것이다. 원산의 경
우 고대 성곽을 상징하는 사방형의 도안은 여성 상의의 목 뒷부분에 달려 있는데 염을 할
때 따로 넣어주지는 않는다.
지로경을 통해 망자의 영혼을 원주지로 돌려보냄과 동시에 조상이 자손을 알아볼 수 있
는 표지물을 관 속에 넣어주는 것, 조상의 역사가 담긴 목고를 치는 것은 모두 망자의 영혼
을 조상의 원거주지로 돌려보내기 위한 것이다. 칭전시의 경우 양루가 기르던 닭을 지로계
로 사용하는 것도 이 닭이 조상의 원거주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33) 劉德榮 편, 苗族民間故事, 雲南人民出版社, 1988. pp.294-296.
34) 淸鎭市民族宗敎事務局, 淸鎭市苗學會 편, 紅楓湖畔的苗家, 貴州民族出版社, 2001, pp.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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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원관념
지로경을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망자의 영혼이 정착할 곳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칭전
시의 경우 최초의 인류는 또우포또우후라는 여신이 직접 만들거나 집에서 기른 닭이 낳은
것으로 되어 있다. 죽은 후에는 달과 태양의 계곡을 지나 우주의 근원으로 돌아가는데 이곳
은 이뤄왕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원산의 경우 주니우라는 신의 도움으로 최초의 인류가 탄
생하는데 죽은 후에 영혼이 가는 곳도 주니우가 사는 곳이다. 주니우가 사는 곳은 태양산을
넘어 하늘문을 지나야 하는 곳으로 우주의 근원이 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원산의 경우로 볼 때 칭전시의 염라대왕과 같은 형상의 이뤄왕은 타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원래의 모습은 창세신인 또우포또우후가 사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을 것으
로 보인다.
이들 두 개 판본은 인류는 우주의 근원에서 시작하여 우주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내용
을 담고 있다. 망인의 초도와는 관련이 없는 창세신화가 지로경의 초반에 등장하는 것도 인
간의 근원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지로경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반
부는 우주의 기원, 인류기원, 홍수신화, 남매혼, 시조신화, 전쟁으로 인한 이주, 망자의 출생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나라는 인간이 이곳에 존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나의 근원이 우주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후반부는 죽음을 맞이한 내가 가
족, 집, 마을과 이별하고 조상들이 이동한 길을 따라 되돌아 가 조상의 원거주지에서 조상을
만난 후에 하늘로 돌아가서 저승에서 다시 태어나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는 조상의 원거주지가 아닌 저승에서 조상과 만나기도 한다. 조상들이 이동해 온 길을 역추
적하여 우주로 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반부의 내용을 역추적하는 과정이
다. 따라서 바이먀오는 인간의 생명관은 우주에서 기원하여 우주로 돌아간다는 환원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쑤오가먀오족의 경우 장례식 때 마을 공터에 소나무를 엮어 가춰嘎搓를 만든다. 가춰의 구
조는 중간에는 정자모양의 가옥이 있고 가옥 둘레에는 빙 돌면서 원형으로 길이 나 있는데
나무를 얼기설기 엮어 만든 매우 간단한 형태이다. 운구해 온 관은 바깥에서 원형의 길을
따라 이동하여 안쪽 중간의 가옥에 안치한다. 운구과정에는 상제들이 뒤를 따른다. 가옥은
망자가 저승에서 살 집을 상징하는 것으로 청진시의 지로경에서는 “조상이 사는 집이 88층
의 기와를 얹고 77층의 계단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가옥 주변의 길을 따라 관을 들고
장례행렬이 이동하는 것은 저승으로 가는 길을 모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중간의 가옥에 관
을 안치하는 것은 망자의 영혼이 저승의 집에 도달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쑤오가먀오족은
망자의 영혼을 지로경을 통해 초도할 뿐만 아니라 모의적인 행위를 통해서 영혼을 저승으로
보내기도 한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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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저승의 집으로 옮기고 있는 쑤오가 사람들>

3) 재생관념
이렇게 우주의 근원에 도착한 영혼은 조상들과 함께 다시 천상의 삶을 시작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칭전시의 경우 망자는 저승의 조상들이 사는 곳에 도착하여 자손들이 준
돼지와 닭을 방목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원산의 경우는 망자가 주니우에게 새 생명을 요구하여 재생한다.
주니우신이여!
너는 이미 내 생명부를 가져갔다.
너는 내 생명부를 돌려주어라.36)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망인은 천상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게 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장례시 소를 잡는 것은 저승에서 망자를 도와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함이다. 칭전
시의 경우 “2년 정도 된 돼지머리에 풀을 꿰어 손잡이를 만들어 망자의 손에 걸어준다”37)고
35) 貴州省 六盤水市 六枝特區 平寨鎭 梭嘎苗族彝族鄕 隴戛寨 梭嘎마을에서 거행된 장례식을 2010년 1월 14일에서
15일까지 조사하였다.
36) 雲南省少數民族古籍整理出版規劃辦公室 編, 苗族指路經-文山卷, 雲南民族出版社, 2005, p.586.
37) 淸鎭市民族宗敎事務局 편, 祭魂曲-청진시묘족指路歌, 귀주민족출판사, 1995, 前言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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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는 망자가 돼지의 영혼을 이끌고 저승으로 가라는 의미이다. 구이저우 쑤오가 먀
오족도 유사한 행위를 한다. “장례식 전날 영혼을 초도하는 의례를 거행할 때 저녁 8시 30분
경 소 한 마리를 끌고 와 문 밖에 세운 후에 고삐에 연결된 새끼줄을 관 뚜껑을 열고 망자의
손에 쥐어준다. 새끼줄은 나무 두 개를 서로 교차한 사이를 지나게 하는데 나무막대를 교차
해 만든 것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의미하는 듯하다. 다음날 장례식 때는 7마리의 소를 잡
았는데 역시 나무 막대를 교차한 사이로 새끼줄을 통과시킨 후에 관 뚜껑을 열고 망자의 손
에 쥐어주었다.”38) 역시 망자가 저승으로 끌고 가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끌고 간 동물은
저승에 도착한 망자가 저승의 농장에 풀어준다.

<관 뚜껑을 열고 망자의 손에 소의 고삐를 묶어준 끈을 쥐어준다>

바이먀오는 천상의 세계가 현세와 같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따라서 조상을 만나 다시 가
족을 이루고 현세와 만찬가지로 농사를 지으며 살 것이라 상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세에
서 필요한 돼지, 소 등을 망자의 영혼과 함께 저승으로 보낸다.

38) 貴州省 六盤水市 六枝特區 平寨鎭 梭嘎苗族彝族鄕 隴戛寨 梭嘎마을에서 거행된 장례식을 2010년 1월 14일에서
15일까지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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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로경은 단순히 망자의 영혼을 초도하는 기능을 넘어 “인간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철학적인 문제에 대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기저에는 육신은 멸하지만
영혼은 불멸하며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 영생한다는 관념이 깔려 있다.
지로경의 내용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되는데 전반부는 망자가 현재의 위치에 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후반부는 망자가 이승의 삶을 끝내고 저승으로 향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전반부는 우주의 기원, 인류의 기원, 홍수신화, 남매혼, 시조신화, 전쟁으로 인한
이주, 망자의 출생으로 엮어져 있는데 이는 인간의 생명이 우주에서 기원하였음을 보여준
다. 후반부는 집에서 출발하여 마을을 떠나 실제 조상들이 이동해 왔던 장소를 거쳐 우주로
향하는 상상의 길을 거쳐 우주에 도달하게 되고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바이먀오의 다음과 같은 생명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죽은 후에 조상이 온 곳을 되돌아가 조상과 함께 거주한다는 반조관념을 가지고 있다.
둘째, 비록 육신은 멸하지만 영혼은 저승에서 재생하여 이승과 마찬가지고 살아간다는 재생
관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인간의 생명은 우주가 창조되던 시기에 우주의 신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죽은 후에는 다시 우주의 근원으로 되돌아간다는 환원관념을 가지고 있다. 바이먀오
의 생명관은 인간의 최초의 생명은 우주가 창조되던 태초에 창조신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죽
은 후에는 다시 우주가 창조되던 태초의 우주로 돌아간다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명의 근원과 본질에 대한 철학적 이해는 망자에게는 죽음이라는 현실적 재난을 극복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위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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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선생의 ｢지로경指路經을 통해본 먀오족苗族의 생명관｣에 대한
토론문
이용범(안동대)

<별지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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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오늘이>에 재현된 생명과 자연
이명현(중앙대)

1.
2.
3.
4.

서론
원작 <원천강본풀이> 분석
신화의 수용과 변용
생명과 자연에 대한 신화적 응답

1. 서론
이성강 감독의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제주도 신화인 <원천강본풀이>를 원작으로 삼아
새롭게 스토리텔링 한 작품이다. <원천강본풀이>는 현재 제주도 굿의 의례에서 연행되지 않
고 채록된 자료도 빈약한 이유로 활발히 연구되지 않고 있는 무속신화이다. 그렇지만 <원천
강본풀이>에 나타나는 구복여행담과 사계절이 공존하는 ‘원천강’이라는 독특한 공간 설정은
오늘날에도 매력적인 소재로 여겨져 동화, 애니메이션, 음악극 등으로 활발하게 변용되고
있다.1)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신화에서 모티브를 차용했지만 현대의 시각에서 그 내용을 새롭
게 재해석하였다. 이 작품은 비록 16분이라는 짧은 내용이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이 상실한
선험적 고향을 ‘원천강’으로 형상화하고 인간이 추구해야 할 행복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
였다.
최근 들어 이러한 <오늘이>의 가치를 주목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조미
라는 <오늘이>를 중심으로 신화적 모티브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에서 신화적 소재의 이미
지화 보다 신화가 지닌 ‘인류 보편성’의 주제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 하는 작가의식이
1) <원천강본풀이>를 소재로 한 동화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 신화>(서종오, 현암사, 2003), <계절을 여는 아
이, 오늘이>(초록인, 교학사, 2005), <오늘이>(서종오 글, 조수진 그림, 봄봄, 2007), <오늘이>(허난희 글, 정승환 그
름, 키움, 2008), <사계절의 신, 오늘이>,(유영소, 한겨레아이들, 2009) 등이 있고, 공연 작품으로는 어린이 음악극
<춘하추동 오늘이>(극단 신화세상, 2004), <오늘이>(조태준 극복, 이병훈 연출, 2009), 창작발레 <시간의 꽃, 오
늘>(김순정 발레단, 2008)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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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오늘이>에는 영원성과 순환성이라는 신화적 세계관이 현대적 가
치와 접목되면서 신화적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2)
김명석은 영상매체를 활용한 문학논술 지도 방안을 논하면서 <오늘이>를 감상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원전인 신화가 그렇듯 원천강을 찾아가는 여행의 서사는 자기의 근원
을 찾아가는 이야기로서 여행의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행이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였다.3)
김유진은 <오늘이>는 신화의 핵심적 의미와 상징을 깊이 있게 이해한 후 현대적으로 해
석해 낸 작품으로 신화와 근대적 인식이 만난 새로운 지점을 형성했다고 평가하였다. <오늘
이>는 이야기 주제를 ‘행복’이라는 현대에 걸맞는 코드로 치환시키고 자기희생이 행복의 열
쇠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으며, 욕심을 버린 자기희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전통적 인간관에서 벗어나 근대적 인간관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4)
이종호는 <원천강본풀이>와 <오늘이>는 차이화를 통해 반복되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점
에 주목하였다. 그는 굿과 계열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신과 접속하고, 이를 통해 인간계의 제
재초복(除災招福)을 발원하고자 하는 무가 <원천강본풀이>와 이를 다시 다양하게 차이화하
여 관객 지향적인 애니메이션과 계열화함으로써 오락과 인간적 가치의 생성을 꾀하는 영상
예술 <오늘이>는 각기 다른 의미를 생성한다고 하였다. 즉, <원천강본풀이>는 무를 세습하
는 입무의례인 강신제의 내림굿에서 구연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서사무가이고, <오늘이>는
인간적 가치의 기원과 현대의 과학적 신화를 회의하게 하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다.5)
이와 같은 <오늘이>에 대한 기존 연구는 원작인 <원천강본풀이>가 지닌 순환적 세계관과
자기희생의 가치가 어떻게 애니메이션에 수용되었고, <오늘이>에 새롭게 재현된 원천강과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목하였다. 기존의 논의는 <오늘이>에서 신화적 세계관과 현대적
문제의식의 어떻게 접점을 이루는지 분석한 것으로 신화의 현대적 변용 과정을 밝힌 것이었
다.
선행 연구의 논의는 <오늘이>의 서사적 가치를 드러내고 신화적 세계관이 현대 사회에도
유효하다는 시각을 드러낸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오늘이>에 나타난 생명과 자연의 의미에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 선험적 고향으로 형상화된 원천강, 원천강의 파괴와 회복 과정은 물
질 문명을 중시하고 자연을 탐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
2) 조미라,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애니메이션 <오늘이>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7-2, 한국콘
텐츠학회, 2007, 237~245쪽.
3) 김명석, 영상매체를 활용한 문학논술 지도 전략, 우리문학연구 28, 우리문학회, 2009, 233~259쪽.
4) 김유진,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성격과 현대적 변용 양상, 아동청소년문학연구,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0,
375~402쪽.
5) 이종호, 서사무가 <원천강본푸리>와 애니메이션 <오늘이> 비교 연구, 온지논총 27집, 온지학회, 2011, 193~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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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오늘이>에 나타난 생명과 자연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원작 <원천강본풀이> 분석
1) <원천강본풀이>의 작품 내용
애니메이션 <오늘이>의 원작인 <원천강본풀이>는 제주도 무속신화로 赤松智城․秋葉隆이
채록하고 소개하였다.6) 앞으로 논의를 위해서 순차단락을 자세히 서술한다.
(1) 강님들에서 외롭게 나타나 연령과 낳은 날도 모르고 학과 함께 살고 있는 소녀에게 세상
사람들이 ‘오날’이라는 이름을 지어줌.
(2) 오날이 박이왕의 어머니인 백씨부인에게 자신의 부모국이 원천강이라는 말을 듣고 원천강
을 찾아갈 방법을 물으니 백씨부인이 백사가의 별층 당위에 홀로 글을 읽는 장상을 찾아가
서 방법을 물으면 소망을 달성할 수 있을거라 함.
(3) 오날이 옥황의 분부로 글만 읽고 있는 청의동자 장상을 만나 원텬강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줄 것을 간청함.
(4) 장상이 오날에게 가다 보면 연화못이 있는데, 그 못가의 연꽃나무에게 물어보라고 일러주
고는 원텬강에 가거든 자신이 왜 밤낮 글만 읽어야하고, 이 성 밖으로 외출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물어다가 전해 달라고 함.
(5) 오날이 연화못가의 연꽃나무를 보고 자신의 부모국인 원텬강을 찾아가는데, 어디로 가야하
는지를 묻자, 연꽃나무는 먼저 원텬강에 가면 상가지에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에는 피지
않는지 물어달라고 함.
(6) 연꽃나무가 오날에게 청수와당이라는 큰물에 있는 천하대사天下大蛇에게 원텬강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라고 가르쳐 줌.
(7) 오날이 청수와당에 이르러 천하대사天下大蛇를 만나 원텬강으로 가는 길을 알려 달라고 하자,
큰뱀이 오날에게 다른 뱀들은 야광주를 하나만 물어도 용이 되어 승천하는데 자신은 야광
주를 셋이나 물어도 용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달라고 하며, 오날을 등에 태워 청수바다
를 넘겨준 후, 매일에게 원텬강 가는 길을 물어보라고 함.
(8) 오날이 별층당에서 홀로 글을 읽고 있는 매일을 만나 원텬강으로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하자 매일이 길을 알려주면서 그곳에 가서 항상 글만 읽고 있는 자신의 팔자를 물어달라고
부탁함.
(9) 매일이 가다보면 시녀 궁녀들이 낙루를 하고 있으리니 그들에게 물으면 소원을 성취할
6) 赤松智城․秋葉隆(심우성 역), 조선 무속의 연구, 동문선, 1991, 292~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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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함.
(10) 오날이 울고 있는 시녀들을 만나, 그 이유를 물으니 시녀들은 자신들은 옥황의 시녀로
우연히 죄를 얻어 그 물을 다 퍼내기 전에는 옥황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바가지에 큰
구멍이 나 물을 퍼낼 수가 없으니, 오날에게 같이 조력하여 주기를 청함.
(11) 오날이 옥황의 신인이 긷지 못하는 물을 인간으로서 어찌 할 수 있느냐고 거절하다가
정당풀과 송진을 이용하여 바가지의 구멍을 막고 옥황상제에게 축도한 후, 물을 푸니 순
간에 그 물이 말라붙음.
(12) 시녀들은 오날에게 백배 사례하고 그와 동행하면서 그가 청하는 원텬강의 길을 인도해
줌.
(13) 오날이 별당 원문의 문지기에게 이곳이 부모국이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문지기가 냉정
하게 거절함.
(14) 절망한 오날이 엎드려 온갖 고생을 겪으며 부모국이라 하여 찾아왔는데, 원텬강 신인들이
너무 박정하다며 문지기와 신인들, 부모님에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함.
(15) 문지기가 오날의 처지를 동정하여 부모궁으로 올라가 이 사실을 고하는데, 오날의 부모는
이러한 정황을 미리 알고 오날을 들어오게 함.
(16) 오날은 학과 함께 자라던 내력과 이곳까지 오게된 경위를 얘기하자 오날의 부모는 기특하
다고 칭찬하며 자기 자식이 분명하다고 함.
(17) 오날의 부모가 오날을 낳던 날 원텬강을 지키라는 옥황상제의 명을 어길 수 없었다며
여기에 있으면서도 오날을 지켜보면서 보호하고 있었다고 함.
(18) 춘하추동 사계절이 모두 있는 선계仙界인 원텬강에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며칠을 보낸
오날은 오는 도중에 부탁받은 일들도 있고 해서 돌아가겠다며 부탁들을 하나하나 설명함.
(19) 오날의 부모가 부탁받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오늘이 연꽃나무의 상가
지꽃과 큰뱀의 야광주를 받으면 신녀神女가 되리라는 것을 알려줌.
(20) 오날이 부모가 일러준 대로 해결 방법들을 알려주어 부탁받은 일들을 해결함.
(21) 오날이 백씨 부인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올린 다음, 그 보답으로 야광주 하나를 선사하
고 옥황의 신녀가 되어 승천함.
(22) 승천한 오날은 상제의 명을 받들어 인간 세상으로 다시 내려와 절마다 다니면서 원천강의
목판을 등사하는 일을 맡음.

2)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적 매력
<원천강본풀이>는 오늘이가 원천강이라는 신계神界로 부모를 찾아 떠나는 탐색담이다.
그 과정에서 장상이, 연꽃, 큰뱀大蛇, 매일이, 선녀 등을 만나며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묻고,
그들의 고민을 들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원천강본풀이>에 나타나는 탐색담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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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함은 첫째 부모찾기를 통한 자아찾기의 서사이고, 둘째 주인공과 원조자의 상생의 서사라
할 수 있다.
오늘이의 탐색담은 다른 이야기들과 차이를 가진다. 대부분의 탐색담에서는 주인공이 보
물이나 복을 구하기 위한 미지의 세계로 떠나지만, <원천강본풀이>에서는 오늘이가 자신의
근본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오늘이는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지 못한다. 적막한 강림
들판에 외로이 솟아났을 뿐이다. 오늘이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로 갈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오늘, 현재의 나만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
본의 부재, 정체성 상실은 오늘이가 풀어야 할 과제이자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씨부인이 오늘이에게 부모국은 원천강이라고 알려주자 오늘이는 주저 없
이 부모를 찾아 길을 떠나는 것이다.
근대 이후 인간은 존재 근원에 대하여 회의하고 의심하였다. 더 이상 신의 섭리로 인간을
설명하기 어려워지면서 나의 근원은 어디이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나갈 것인지
대답하지 못하게 되었다. 인간 존재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은 현재의 우리에게
결핍을 주지만, 반대로 결핍을 채우기 위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한다. 오늘이의 자아찾기
여행은 현재의 우리도 계속해서 떠나야 할 여행이기에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천강본풀이>에 등장하는 원조자는 신의 세계인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신이
한 존재이지만,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도 하
다. 장상이는 자신이 밤낮 글만 읽으며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상가
지에만 꽃이 피는 연꽃은 가지마다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큰뱀은 여의주를 세
개나 가지고 있는데도 용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고, 매일이는 장상이처럼 글만
읽는 자신의 팔자를 궁금해 한다. 그리고 선녀들은 물을 풀 수 없는 구멍난 바가지로 물을
퍼야하는 상황에 좌절하고 있다. 오늘이는 길을 인도받는 대가로 원천강에서 이들의 고민을
물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오늘이가 원천강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장상이, 연꽃, 큰뱀, 매일이, 선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원조자들은 자신의 불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이의 신탁을 필
요로 하는 존재들이다. 정체성이 결여된 오늘이와 각기 문제를 지닌 원조자들은 서로 돕고
협력하며 도움을 주는 관계를 형성한다.
이것은 문제 해결 방안에서도 나타난다. 홀로 책만 읽고 있던 장상이와 매일이는 서로 혼
인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장상이와 매일이는 타인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립된 삶
을 사는 존재들이다. 이들의 혼인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개인과 개인의 연대
를 통한 상생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연꽃과 큰뱀의 문제 해결 방안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연꽃이 가지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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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상가지의 꽃을 꺾어야 하고, 큰뱀이 용이 되기 위해서는 구슬을 하나
만 물고 나머지 둘은 버려야 한다. 연꽃과 큰뱀이 버려야 하는 큰 꽃봉오리와 구슬 두 개는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이는 구슬 하나는 백씨부인에게 감사의 선물로 주고
연꽃과 나머지 구슬을 얻어 신녀가 된다. 즉, 탐색을 통해 나의 목적만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
라 목적을 향해 가는 동안 나를 도와준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사는 미덕을 보여주는 것이다.
큰뱀이 자기 몫 이상의 구슬을 소유하고, 상가지의 꽃봉오리 하나가 나머지 꽃봉오리의
영양분을 독차지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독점의 상태이다. 나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
이 사용해야 할 몫을 빼앗는 것이다. 서로가 공존하는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실상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할 공동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원천강본풀이>에서 보여주는 상생과 나눔의 미학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과잉된 오늘날 유
효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3. 신화의 수용과 변용
1) <오늘이> 시퀀스 분석
<오늘이>는 <마리 이야기>, <천년여우 여우비> 등을 연출한 이성강 감독이 2003년 제작
한 애니메이션이다. 이 작품은 자그레브 애니메이션 영화제 특별상2004년, 동아․LG 애니메이
션 단편 부분 대상2004년을 수상하였고, 안시 페스티벌, 브라질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대만
금마장 영화제 등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오늘이>는 16분 정도의 짧은 분량이지만, 신화적 상상력과 현대적 가치를 접목시킨 탁
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이>의 서사 단위를 시퀀스 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계절의 향기와 바람이 시작되는 원천강에서 ‘야아’라고 불리는 학, 보라색 여의주와 함께
오늘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뱃사람들이 여의주를 빼앗고 오늘이를 둘러매어 배어
싣고 어딘가로 감. 뒤쫓아오는 학 ‘야아’를 뱃사람들이 화살로 쏴 ‘야아’가 피를 흘리며
땅에 떨어짐.
(2) 큰 파도가 일어나 배가 뒤집히고, 커다란 고래가 뱃사람들을 차례로 삼켜 버림. 오늘이
뭍으로 표류하고 보라색 여의주와 길을 떠남
(3) 책으로 지어진 집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책을 읽은 ‘매일’을 만나 행복했던 원천
강으로 돌아가는 길을 묻고, 매일이 연화못의 연꽃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행복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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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되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함
(4) 연꽃은 꽃봉오리는 많지만 꽃이 한 송이 밖에 피지 않아 슬퍼함. 오늘이 연꽃에게 원천강으
로 가는 길을 묻자 사막을 건너야 한다며 사막에 소년에게 연잎을 가져다주면 건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함.
(5) 구름 동자는 머리 위에 구름이 있어 그 소년에게만 비가 내림. 오늘이 사막에 있는 구름
동자를 만나 연잎을 건네자 우산을 만들어 함께 건넘. 사막 끝의 물가에 사는 이무기가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알려줌.
(6) 오늘이 이무기를 만나기 위해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는데 늑대들이 쫓아와 오늘이가 위험에
처함
(7) 오늘이가 이무기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무기는 여의주가 아홉 개나 있는데 용
이 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함. 오늘이가 이무기에게 원천강으로 데려달라고 부탁하고, 이무
기는 대가로 여의주를 갖겠다고 함. 이무기가 데려다 준 원천강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고,
‘야아’가 얼음 속에 갇혀 있음
(8) 이무기가 가지고 있던 여의주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이무기가 그것을 잡으려하다 땅이 갈라
지고 그 틈으로 오늘이가 떨어짐. 이무기가 오늘이를 구하기 위해 여의주를 버리고 오늘이
를 잡으면서 틈 아래로 추락하면서 용이 됨.
(9) 용이 불을 뿜어 얼음 속에 갇혀 있던 ‘야아’를 살려내고, 얼어붙은 원천강을 녹여 예전의
원천강으로 회복시킴.
(10) 원천강에 불이 번지자 용이 사막의 구름을 채와 불을 끄는데, 구름이 사라지는 바람에
구름 동자도 날아가다 연꽃의 꽃봉오리를 꺾게 되고, 그러자 가지마다 꽃봉오리가 피어나
고, 연꽃과 함께 날아가던 구름 동자가 매일이에게 꽃을 건네자 둘이 사랑에 빠짐
(11) 용이 원천강의 불을 모두 끄고 오늘이와 ‘야아’와 행복하게 다시 만나고, 용이 세 개의
달이 뜬 하늘 저 편으로 날아감.

2) 원작의 수용과 변용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신화로부터 원천강으로의 탐색이라는 기본적인 서사구조를 수용
하고 있지만 원천강의 성격, 탐색의 목적과 결과가 다르고, 등장인물도 부분적으로 차이가
난다.
<원천강본풀이>와 <오늘이>에서 원천강은 주인공이 찾고자 하는 공간이지만, 구체적인
설정은 다르다. 신화에서 원천강은 사계절이 모여 있는7) 시간의 근원이다. 이는 사계가 존
7) 이리하야 구경이나 하라고 허니
만리장성 둘러 싸흔 곳에
곳곳마다 문을 열어 보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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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신의 공간을 의미하며, 반복의 원리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인간과 동식물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 공간이다.8) 이에 비해 <오늘이>에서는 행복한 삶의 원형을 간직한 반드시
회귀해야 할 공간으로 나타난다.9)
계절의 향기와 바람이 시작되는 곳을 사
람들은 원천강이라 불렀습니다. 원천강에는
한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
다. 아이는 ‘야아’라 부르는 학, 그리고 보라
색 여의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날 ……
<그림 1> 오늘이 프롤로그

<그림 2> 원천강의 모습

<그림 3> 오늘이와 야아

<그림 4> 벌거벗은 오늘이

위의 <그림 1>은 <오늘이>의 배경과 세계관을 설명해주는 프롤로그 화면이다. 위 화면의
설명을 통해서 원천강이 신화적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원천강은 ‘계절의 향기와 바람’으로
상징되는 자연의 시원이고, 인간과 동물과 자연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태초
의 공간이다. 원천강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림 2~4>에서 보여지듯이 바다 위의 섬으로 꽃과
나무가 만발하고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곳이다. 이곳에는 어린 소녀 오늘이와 ‘야아’라는
학, 그리고 보라색 여의주가 함께 살고 있다. <그림 3>을 보면 야아가 오늘이를 감싸고 있
다. 야아는 어린 생명을 보호하는 원초적 어머니로 형상화되고 있다. 오늘이 역시 옷을 입지
않은 태초의 모습으로 학과 여의주와 함께 원천강에서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다.
그러나 뱃사람들이 여의주를 탐내면서 원천강의 행복은 파괴된다. 뱃사람들은 탐욕 때문
보니 춘하추동 사시절이 모다 잇는 것이엇다(赤松智城․秋葉隆, 앞의 책, 298쪽.)
8)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 20집, 한국무속학회, 2010, 256~258쪽.
9) 김유진, 앞의 논문, 3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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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의주를 훔치고 오늘이를 납치한다. 오늘이를 뒤쫓던 야아는 침입자들이 쏜 화살에 맞
고 원천강은 얼어붙는다. 인간의 탐욕이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고, 역동적으로 살아움직이
는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다.
원작과 달리 원천강의 의미가 변화하면서 탐색을 통해 찾고자 하는 대상도 변화하였다.
신화에서 원천강 찾기가 친부모를 찾아가는 모험의 서사라면, 애니메이션의 원천강 찾기는
고향으로 되돌아가려는 귀향의 서사이다.10) <원천강본풀이>에서 오늘이가 부모를 찾아가면
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임에 비해 <오늘이>에서는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근원적 고
향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오늘이가 원천강으로 돌아가려는 목적은 행복했던 원천강에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이
다. 오늘이는 원천강으로 가는 과정에서 행복하지 못한 여러 존재를 만난다. 처음에 만나는
매일이는 고립된 자기만의 공간에서 책만 읽는 여자이다. 매일이는 행복이 알고 싶어서 사
천오백칠만 팔백이십오 권을 읽었지만 아직도 구천사백칠십육만 사십칠 권을 더 읽어야 한
다. 그러나 행복은 지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립된 공간에서 단절된 삶을 사
는 매일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관계 맺으면서 사람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오늘이는 매일이의 도움으로 연꽃을 만나게 된다. 연꽃은 ‘난 슬퍼’라는 말을 반복한다.
연꽃이 슬픈 이유는 맨 위의 꽃봉오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꽃이 피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연꽃에 다른 꽃이 피지 않는 이유는 한 꽃이 모든 양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크고 아름
다운 꽃에 집착하여 하나의 꽃에 양분을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모든 꽃을 피울 수 없다. 성
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은 큰 꽃봉오리를 피울 수 있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오늘이는 다음으로 구름 동자를 만난다. 구름 동자는 머리 위에 비구름이 있어 항상 비를
맞고 있는 아이이다. 사막이란 황폐한 공간에서 홀로 비를 맞는 구름 동자는 단절된 공간의
고립된 개인의 우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구름 동자가 행복지기 위해서는 고립된 공간을
벗어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해야 한다.
오늘이는 구름 동자의 안내로 이무기를 만나게 된다. 이무기는 여의주가 아홉 개 있지만
아직 용이 되지 못한 존재이다. 이무기는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원천강에 가고
싶다는 오늘이에게도 ‘정 가고 싶다면야. 좋아... 하지만 나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지. 잘 알
겠지만 세상이 그런거거든. 그러니까 널 원천강에 데려다 주고, 난 그 여의주를 갖고. 어때?’
라며 흥정을 한다. 이무기가 용이 되지 못한 이유는 이렇게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고, 다
른 것을 더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용으로 승천하기 위해서는 소유와 집착을 초월한 그
10) 김명석, 앞의 논문, 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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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오늘이>에서는 이것을 자신의 것을 버리는 자기희생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무기는 오늘이가 위기에 처하자 여의주를 놓아버리고 오늘이를 품는다. 결국 이무
기는 자신을 버리면서 타인의 생명을 지키려는 희생을 통해 용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갱신하
게 된다. 결국 존재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를 희생해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이타
적 생명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감독이 신화를 변용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행복의 의미와 욕심을 버리라는 메시지를 주고
자 하는 것은 <오늘이>의 동화 버전의 작가의 말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무언가를 얻고 모으고, 지키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러한 성공이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어떤 것을 잃게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평화, 정의, 사랑, 신념, 예술, 행복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며 소중히
여기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놓쳐 버리고 맙니다.
<오늘이>는 제주도 민간 신화이자, 계절의 근원 신화를 뼈대로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제가 끄집어내려 했던 것은, 오늘이가 원천강을 떠났다 다시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단순하지
만,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충고입니다.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 원했던
것을 되찾고 자유로워진다는 그 충고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11)

가득 찬 것이 곧 결핍이고 그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역설로서 우리가 진정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할 진리
이자 지혜이다.12) <오늘이>는 신화로부터 삶에 대한 통찰을 수용하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근원적 고향과 진정한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4. 생명과 자연에 대한 신화적 응답
애니메이션에서 오늘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원천강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놀던
때이다. 그러나 낯선 땅에 도달한 순간 오늘이를 돌봐주는 학도 없고, 그의 놀이터였던 자연
도 오히려 위험의 대상이다. 이것은 오늘이가 사막을 지나 울창한 숲으로 갈 때 숲 속의 늑
대들이 오늘이를 공격하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자연은 더 이상 인간과 분리되지 않은
어머니와 같은 공간이 아니라 인간 세계와 구별되는 불안과 공포의 영역인 것이다.
오늘이는 원천강에서 분리된 이후 원천강을 그리워하고 찾고자 한다. 오늘이는 왜 잃어버

11) 이성강, 작가의 말, 오늘이, 문공사, 2004.
12) 고은임, 원천강본풀이 연구, 관악어문연구 35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010,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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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세계를 찾고자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오늘이가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만난 매일이와의 대화를 살펴보면 나타난다. 매일이는 오늘이를 보자 ‘너는 누구니?’라고 묻
는다. 오늘이는 원초적 고향을 상실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한
다. 그러자 매일이는 관찰을 통해 실증적으로 접근한다. 얼굴 생김새와 치아 구조 등을 살펴
인종적 특징을 파악한다. 매일이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과학적으로 접근
한다.
오늘이는 매일이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못한다. 대신 ‘난 원천강에서 행복했는
데...’라며 나의 정체성이 외부에서 보이는 객관화된 실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증명할 수 없
는 내면에 있다고 답한다. 그런데 이 내면의 정신세계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근대적
이성과 과학이 아니라 잃어버린 정신의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상실한 그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 대답하려
는 근대적 인식에 대한 신화적 응답이라 할 수 있고, 인간과 세계가 분리되지 않은 원초적
자연에 대한 동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돌아가고자 하는 그
세계가 이전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는 것이다. <오늘이>에서 찾고자 하는
원천강은 인간과 세계가 분리되기 이
전의 이상적 공간이지만, 인간의 탐욕
으로 현재는 아무도 살지 않고 얼어붙
은 곳이다. 오늘이가 이무기와 함께 원
천강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은 예전
의 원천강이 아니다. 사계절 꽃으로 만
발하던 원천강은 얼음으로 뒤덮이고
그리워하던 학마저 얼음 속에 박제가
되어버렸다. 원천강은 더 이상은 인간
이 되돌아가고자 하는 원초적 자연이 아니라 생명이 얼어붙은 땅일 뿐이다.
얼어붙은 원천강을 회복하고 오늘이를 ‘야아’의 품에 돌려보고,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희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무기가 여의주
를 포기하고 오늘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같이 내가 가진 것을 놓아버리는 용기가 필요하
다. 이후에는 자연이 가지는 상생과 순환의 가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하자 용은 얼음 속의 야아를 구하기 위해 불을 내뿜는다. 불이 얼음
을 녹인 후 원천강마저 불길에 휩싸이자, 용은 불을 끄기 위해 구름 동자의 머리 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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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을 채가고, 이 덕분에 구름 동자는 바람에 날려 연꽃의 꽃봉오리를 꺾게 된다. 큰 꽃봉
오리가 사라지자 모든 가지의 꽃이 활짝 핀다. 구름 동자는 꽃봉오리를 타고 매일이의 집으
로 날아간다. 구름 동자가 연꽃을 매일이에게 주자 매일이는 구름 동자와 사랑에 빠지고 행
복이란 감정을 느끼게 된다.
불이 얼음을 녹이고, 비구름으로 불을 끄는 과정은 자연의 순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름 동자, 연꽃, 매일이의 문제는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된다. 누가 인
위적인 해결책을 내놓기 보다는 서로가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상보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다. <원천강본풀이>처럼 신이 해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존재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용이 내뿜는 불은 얼어붙은 원천강을 녹이는 새 생명의 열기이지만 그것이 과할 때는 원
천강을 불태울 수도 있는 파괴의 화염이기도 하다. 비구름은 구름 동자를 우울하게 만드는
원인이지만 원천강의 불을 끄고 생명을 회복하는 빗줄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어느 것
이 절대적으로 유용하고 어느 것이 유해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상호보완적인 상생의 가
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상생의 관계는 구름동자와 비구름도 마찬가지이다. 비구름은 구름동자를 우울하게 만들
지만 사막에 새싹을 돋게 해준다. 비구름이 지나는 자리에는 풀이 자라고 새로운 생명이 돋
아난다. 이것은 실제 자연에서 태풍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태풍이 지나가면 폭우와 강풍으
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지만 바닷물을 뒤집어서 생태계의 순환에 도움을 준다. 인간의 입
장에서 보면 태풍은 재해이지만 자연 생태계의 관점으로 보면 생명의 순환 과정인 것이다.
<오늘이>는 오늘날 인간이 파괴한 자연을 생명의 순환에 맡겨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자연 안에서 모든 존재가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가 회복해야 되는 원천강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신화이고, 인간의 탐욕에 의해 파괴된 신화
적 공간 회복에 대한 응답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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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선생의 ｢애니메이션 <오늘이>에 재현된 생명과 자연｣에
대한 토론문
유형동(한신대)

이명현 선생님의 논문은 제주도의 특수 본풀이 중 하나인 〈원천강본풀이〉와 이를 현대
적으로 해석한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분석하고, 그를 통해서 상호보완적인 상생의 가치
와 생태계의 순환이라는 의미를 도출한 것입니다. 〈원천강본풀이〉에 대해서 ‘구복여행담’
과의 유사성을 지닌 신화정도로 막연한 생각만 지니고 있었는데,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견해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논문을 읽으면서 생긴 몇 가지 의문을 여쭙는 것으
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천강본풀이〉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타의 본
풀이에 비해서는 활발히 연구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동화, 애니메이션, 음악
극, 발레 등 매체나 연행방식을 달리해서 풍부하게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는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다양하게 재해석된 작품 가운데서도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선생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원천강본풀이〉
는 무속의례 현장에서 연행되지 않는 자료로서 문자텍스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
한 원천자료가 애니메이션이라는 복합매체로 전환되어 ‘새로 쓰기’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오늘이〉는 탐욕과 고독고립,

소외으로

인해 행복을 읽어버린 현대인들이 주목해야할

‘행복 찾기의 서사’라고도 이름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논의에 따르면 행
복을 찾는 방법은 소유욕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희생, 그리고 그로 인해 얻
을 수 있는 상보적 상생관계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꼼꼼한 분석을
통해 도출하신 결과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작품의 주제의식과는 별개로 이 작품이 지
니는 사회문화적인 의의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 소견으로는 작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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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의식은 현대인이 겪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다소 낭만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물론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은 공감합니다만 현실의 맥락을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3. 〈오늘이〉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로 인식되는 곳이 바로 원천강입니다. 오늘이가 반드
시 돌아가야 할 곳으로 계절의 향기와 바람이 시작되고, 꽃과 초목이 만발한 태초의
공간입니다. 또한 오늘이, 야아, 여의주 등과 긴요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어서 오늘이
와 여의주가 원천강에서 분리되고 야아가 부상을 당하자 모든 것이 얼어붙은 불모의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은 오히려 생명의 순환이라는
주제의식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봄-생명-긍정’ ‘겨울-죽음-부정’
이라고 하는 대립항으로 연결되어 순환론적 사고와는 어울리지 않는 의미망을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4. 선생님께서는 뱃사람들이 오늘이를 납치하는 대목에서 “인간의 탐욕이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고,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다.(7p)”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뱃사람들은 탐욕을 지닌 인간, 오늘이는 영문도 모르고 자연과 유리된 인간, 원
천강은 자연 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천강에서 분리된 오늘이가 만나
게 되는 매일이, 연꽃, 구름동자, 이무기 등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무
기는 욕심을 버리고, 이타적 삶을 살아가야할 존재로 그려지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
을까요? 또한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어 자연이 불모의 땅이 되었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논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드린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론자의 공부가 부
족한 탓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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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발표

동아시아 문학에 나타난 생명관

▣

玉洞 李漵의 輓詩를 통해 본 朝鮮朝 輓詩의 一 樣相
道學者 輓詩의 性格 糾明을 위한 試論

▣

｢남염부주지｣에 나타난 생명관과 자연관
사상적 논리와 서사적 논리의 관계 탐구를 중심으로-

▣

중국문학에 나타난 생명관
문학을 통해 본 사회적 생명의 지속과 단절

▣

有間皇子의 自傷歌에 나타난 생명관 연구

▣

일본고전시가에 나타난 벚꽃 표현의 양상

玉洞 李漵의 輓詩를 통해 본 朝鮮朝 輓詩의 一 樣相
道學者 輓詩의 性格 糾明을 위한 試論 尹載煥(檀國大)

1.
2.
3.
4.
5.

序論
輓詩의 傳統과 玉洞의 輓詩
玉洞 輓詩의 特性과 意味
玉洞의 輓詩에 드러난 死生觀
結論

1. 序論
이 글은 玉洞 李漵의 輓詩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글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익히 잘 알
려진 것처럼, 옥동 이서는 文人이라기보다 道學者였다. 도덕적 수양을 최상의 가치에 두고
그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과 사회의 모습까지 도덕적으로 교화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물과 輓詩라는 문학 양식 사이에는 일종의 거리감이 느껴
지기도 한다.
만시는 시문학 양식의 한가지이지만, 특수한 상황과 공간에서 창작된다는 점에서 창조성
보다 의례성과 관습성이 드러나기 쉬운 문학 양식이다. 그 내용 역시 비탄과 칭양 두 층위
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만시에는 종종 죽은 사람의 생을 과장하거나 작가의 정서를 확대
하는 왜곡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世間에서는 과장과 확대가 구현된 만시를 좋은 만시라고
칭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도덕적 수양을 통한 진실 세계의 구현과 흐트러짐 없는 中正한 정서의 자연스러운 표현
을 강조하는 도학자의 성격과 만시의 속성은 상당한 거리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대
부분의 도학자들이 적지 않은 수의 만시를 창작했다. 도덕적 수양을 강조한다고 해서 죽음
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수양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인물의 죽음은 감
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큰 충격이 되기 때문에 도학자들의 만시 창작 역시 당연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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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학자들의 만시 창작이 당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들
의 만시가 문인 일반의 만시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것은 도학자들과 문인
일반이 지니는 세계관과 의식이 동일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술한 것과 같이 옥동 이서는 스스로 도학자를 자처하였고, 주변에서도 그를 도학자로
인지하였다. 누구보다 철저한 도덕의식을 지니고 있었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의식을 구현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평생 약 1,300여 수의 시를 창작했지만, 그 대부분이 도학적 속성
을 지닌 시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옥동을 도학자 전체로 치환하거나 도학자를 대표하는 사
람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지만, 그를 도학자의 한 사람으로 보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
다.
도학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옥동의 문학세계, 특히 시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옥동의 시
세계에 대한 구체적 탐색이라는 주제 아래에 이루어지는 연속 작업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
는 옥동의 만시를 대상으로 하여 그의 만시가 지니는 특성과 의미, 만시 속에 드러난 옥동
의 사생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것이 이 글의 첫 번째 목표이자 의미이다.
이 글에서 옥동의 만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앞서 간단하게 언급한 것과 같이
도학자인 옥동의 만시는 문인 일반의 만시와 다를 것이라는 전제 때문이다. 이 글의 분석을
통해 옥동의 만시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확인해 본다면 그의 만시가 문인 일반의 만시와 어
느 정도 같고 다른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전술한 것과 같이 옥동을
도학자 전체로 치환하거나 도학자의 대표로 간주할 수 없는 만큼, 옥동의 만시도 도학자 만
시의 대표나 전형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소한 그의 만시가 지니고 있는 특성
과 문인 일반의 만시에서 찾을 수 있는 성격의 차이가 발견된다면, 이 차이를 도학자 만시
의 특성 중 하나라고 가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특성을 도학자 만시의 근본적
인 성격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증명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이 글에서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옥동의 만시와 문인 일반의 만시
가 지니는 성격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 작업은 조선조 도학자의 만시가 지니는 특
성을 규명하는 첫 걸음으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
글의 두 번째 목표이자 의미이다.

2. 輓詩의 傳統과 玉洞 輓詩의 類型
輓詩란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여 지은 시를 말한다. 輓詞나 輓章 등과 함께 죽은 사람을

140 동아시아 고대 생명관의 현대적 계승과 변주 (東아시아古代學會)

애도하는 동양의 전통적인 문학 형식으로 그 유래가 아주 오래 되었다. 그렇지만 대부분 輓
詩라고 하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문학 양식으로 치부해 버린다. 현재까지 남아 전하는 輓
詩들을 보았을 때 그와 같은 평가가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輓詩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문학 양식으로만 치부해 버리기는 어렵다.
시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느낀 삶의 정서를 문자로 표현해 낸 것이라고 했을 때, 輓詩
는 시의 창작 동기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의 하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 개인
이 느낄 수 있는 결핍감 중 주변 사람의 죽음이 주는 결핍은 置換하거나 代替할 수 없는 절
대적인 결핍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만시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결핍의 정서, 즉 살아남은 자의 외로움과 안타까움을 노래하는 정서적인 행위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만시는 원천적으로 죽음의 의미를 캐거나 삶과 죽음에 대한 심오한 사
색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만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가의 기본적인 정서는 죽은 사람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살아남은 사람의 슬픔이 된다. 최재남은 哀悼詩輓詩를 그 대상에 따라 悼亡, 哭
子, 哭兄弟, 悼朋으로 나누고, 그 내용으로 悲嘆, 鎭魂, 稱揚을 들고 있지만,1) 안대회의 말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창작된 만시 가운데 鎭魂을 내용으로 한 만시는 찾아보기 어렵다.2) 또,
만시 창작의 대상 역시 부인이나 자식, 형제, 친구로 제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창작된
만시의 경우 그 창작의 대상 범주를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넓다. 가족이나 친적․
친지․선후배․동료․친구에서부터 同鄕이나 他鄕의 顔面 있는 인물들과 임금을 비롯한 왕족까
지 만시의 창작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만시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창작된 문
학 양식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특히 조선 후기로 가면서 代人挽이라는 제목의 만시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만시
의 경우 죽은 사람을 자신이 알지 못하지만, 주변에서 그를 위해 만시를 지어달라고 청하여
쓴 시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목의 만시는 주변 사람들에게 文名을 인정
받은 문인이 창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代人挽이라는 제목의 만시까지 창작되
었다는 것은 만시의 창작이 관습화․의례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喪禮의 정착과 보편화로 인한
결과라 짐작되지만, 만시의 창작이 관습화․의례화 되면서 만시에 담기는 내용도 죽은 사람을
통해 느끼게 되는 살아남은 사람의 슬픔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稱頌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앞서 최재남에 의해 언급되었던 만시의 내용 중 悲嘆이 稱揚으로 전환되는 경향
을 보여준다. 만시의 내용이나 만시 속 정서의 변화는 관습화된 만시의 창작이 인간 본연의
정서를 읊어내는 자연스러운 문학 활동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인위적인 의식적 행위일 수밖

1) 최재남, 韓國哀悼詩硏究,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42쪽.
2) 안대회, ｢한국 한시와 죽음의 소재｣, 韓國 漢詩의 分析과 視角,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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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양 사회에서 만시 창작의 유래는 오래되었다. 중국에서는 이미 文選의 23권에 哀傷
이라는 분류를 두었고, 우리나라에서는 ｢公無渡河歌｣와 ｢祭亡妹歌｣에서부터 그 단초를 찾
을 수 있다. 漢詩의 경우 고려 明宗이 內嬖 明春의 죽음을 슬퍼한 悼亡詩를 지었다3)고 한
것으로 보아 일찍이 고려시대에서부터 만시를 창작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려 중기
이후의 문인들이 창작한 만시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으나 그 수효가 그다지 많지 않다.
林椿이나 李奎報, 李穡 등 고려시대 문인들의 문집 속에서도 만시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수가 소략하고, 東文選에도 林椿의 ｢李平章光縉挽詞｣, 李仁老의 ｢文相國克謙挽詞｣․｢韓相
國文俊挽詞｣, 郭㻒의 ｢韓僉議大淳挽詞｣, 李齊賢의 ｢菊齋權文正公挽詞｣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창작한 만시 5수가 수록되어 있지만, 나머지 11수의 만시는 崔滋의 ｢元德太后挽詞｣, 崔
瀣의 ｢太尉王挽詞｣․｢金童公主挽詞｣ 등과 같이 왕이나 왕족을 대상으로 하여 창작된 의식적
인 행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시가 대량으로 창작되기 시작한 시기는 조선조, 특히 조선 중기 이후에 들어선 다음이
라고 보이고, 조선 중기 이후에 와서 만시가 시의 중요한 형식 중 하나가 된 까닭은 조선 중
기 이후 정착된 상례의 보편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상례에서 만시를 적은 만장의
사용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만시의 창작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이다. 고려시대 귀족들로 사
용이 제한되어 있던 만장의 사용이 시대가 진전될수록 일반 사대부에서 서민들에게까지 확
대되면서 만시의 창작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것은 喪이 나갈 때 그 뒤를 따르는 銘旌과
輓章의 수가 죽은 사람의 지위와 신분, 사회적 영향력을 상징하는 기준으로 인식되었기 때
문이다.4) 이렇게 보았을 때 한국 한시사에서 만시의 창작이 본격화된 시기는 조선 중기 이
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시의 창작이 본격화되고 관습화되면서 많은 수의 만시가 비탄에서 칭양 위주로
그 내적 정서를 바꾸었고, 상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의례적 문학 양식으로 변모되었다. 죽
은 사람과 작가가 생전에 맺어두었던 긴밀한 유대관계가 만시 창작의 전제가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시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조선 중기 이후에 와서 많은 수의 만시가 이
러한 인간적인 유대관계나 개인적인 친분보다 청탁에 의해 양산되면서 만시는 의례적 문자
행위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의례적이고 관습적인 행위이던,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한 창작이던 만시는 본질적으로 특
유의 상투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만시가 시적 대상의 죽음이라는 특별한 상황 아래
에서 창작되는 특수한 문학 양식이기 때문이다. 문학적 형상화의 방법과 수사 기법의 차이
3) 高麗史 卷 20, ｢明宗｣, “庚戌內嬖明春死, 王哀戀不已失聲號哭. 太后驚駭寬譬之曰; ‘雖是情鍾然, 不可使聞於重房
也.’ 然猶嗚咽不能止, 遂親製悼亡詩, 令宗親和進以自慰.”
4) 安大會, ｢韓國 漢詩와 죽음의 문제｣, 韓國漢詩硏究 3, 韓國漢詩學會, 1995, 50~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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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각각의 만시 작품이 지니는 문학성의 質量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
으로 만시 속에 드러나는 작가의 정서는 동일하다. 죽은 사람의 평생을 칭송하고 드높이며
그의 죽음이 가지고 오는 사회적 결여와 공백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시 속에 담든, 죽은
사람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작가 개인의 슬픔과 외로움을 담아내든 만시의 내용은 결핍을
기본적인 정조로 한다. 이렇게 창작의 배경과 내용,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정서의 동질성이
만들어내는 상투성은 만시의 문학성을 저해하는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조선 중기 이후 창작된 많은 수의 만시가 喪禮라는 죽음의
의식을 위한 의례적인 문학행위로 변모되어갔다고 해서, 모든 만시가 상투성을 벗어나지 못
했던 것은 아니었다. 물론 이와 같은 언급이 당대 모든 작가의 만시가 상투성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어떤 한 작가의 만시 전체가 그와 같은 상투성을 넘어섰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에 대한 작가의 진솔한 정서를 담고 있는 문학적으로 뛰어난
만시가 창작되어 아직까지 독자의 심금을 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대상의
죽음에 대한 작가의 진정어린 슬픔이 진솔한 문학적 표현으로 구상화 된 만시가 문학적으로
뛰어난 만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玉洞 李漵의 경우 모두 55題 67首의 輓詩를 창작하였다. 그의
문집인 弘道先生遺稿 속에 수록된 시가 모두 1,300여 首라는 점에서 옥동이 일생동안 창
작한 시의 약 5% 정도가 만시에 해당한다. 많은 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결코 적은 양이라
고 하기도 쉽지 않다. 그것은 옥동이라는 인물이 20대 후반 抱川의 淸凉浦에 은거하여 세상
과 관계를 끊은 후 집안의 大事가 있거나 혹은 동생 星湖의 교육과 모부인 權氏에게 인사를
드릴 때를 제외하고는 은거지를 떠나지 않았고, 은거지에서는 修道와 講學에만 열중한 學者
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文士의 경우 평생 67수의 만시를 지었다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은거지에서 일평생을 보낸 학자였던 옥동의 성격을 고려해 본다면 옥동이 67首의 만시를
지었다는 것을 가지고 그 수를 적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이렇게 은거했던 인물
인 옥동의 문집 속에도 67수의 만시가 수록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옥동의 만시 창작 행위 역
시 기본적으로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5)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옥동의 경우 스스로 학자를 자처하였고, 주변에서도 그를 학자로 인정하고 따랐다는 점에
서 옥동은 흔히 말하는 文士들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대중의 도덕적 교화를 자신
의 책무로 여겼고, 도덕적으로 수양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양된 인물
에 의한 凡人의 교육을 강조했던 철저한 도덕 지상주의자였다.6) 그는 문학이 인간을 자극하
고 욕구를 증폭시켜 인간의 도덕적 타락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문학을 철저하

5) 朴浚鎬, ｢惠寰 李用休 文學 硏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9. 10, 128쪽.
6) 尹載煥, ｢玉洞 李漵의 理․氣對立的 思惟樣式과 그 意味｣, 東洋古典硏究 49, 東洋古典學會,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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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배격한 인물이었다.7) 옥동의 이와 같은 인식세계로 보아 그의 만시가 아무리 사회적 분
위기에 연계된 상투적인 문학 양식이었다고 하더라도, 옥동의 만시는 일반적인 문사들의 만
시와 다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게 해 준다.
흔히 도학자 혹은 성리학자들의 만시는 표면적으로 현실과 이승이라는 서로 다른 세계가
소통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儒家思想이 지니고 있는 현세적 성격으로
인해 현실적 성격을 주로 보여 준다고 한다. 도학자들은 죽음을 두고서도 시적 대상 인물이
일생 동안 보여주었던 현실적 삶의 가치를 부각하여 敎示의 典範으로 강조함으로써 만시에
서 오히려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와 정서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만시가 대상 인
물의 죽음이라는 절대적 상황 앞에서 도학자들이 추구하고 구현하고자 했던 이상적 삶의 면
모를 정리해서 보여 준다는 점에서 도학자들의 세계관과 내면 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긴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8)
이와 같은 주장은 도학자들의 만시가 지니는 보편적인 속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이는데,
옥동의 만시도 이 언급을 그리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옥동 이서의 만시는 만시 창작
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죽음 이후 자신이 느끼는 서러움의 정서에 주목하기보다는 대상 인
물이 살아왔던 삶의 과정과 정신세계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한다. 옥동의 만시는 시의 대
상이 되는 인물과 자신이 생전에 맺었던 인간관계를 진술하기도 하지만, 이 인간관계가 시
의 중심에 놓이지 않는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옥동이 만시를 창작하면서 주목했던 것은 만시
창작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보여주었던 생전의 행위와 그가 지니고 있었던 삶의 자세였다.
따라서 옥동의 만시는 悲嘆보다는 稱揚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평소 옥동이 생각하고 있
었던 대상 인물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었다. 이는 다른 말로 옥동의
만시는 옥동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玉洞 輓詩의 特性과 意味
앞 장에서 옥동 이서의 만시를 도학자의 만시로 규정하였고, 그의 만시는 悲嘆보다는 稱
揚을 중심으로 하며, 옥동이 지니고 있었던 대상 인물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그 자신이 생
각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서술은 그의
만시가 문학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상 인물에 대한 최종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행위까지 포
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급은 옥동의 만시가 지니는 문학성을 부정한다

7) 尹載煥, ｢玉洞 李漵의 文學觀 硏究｣, 東方漢文學 27, 東方漢文學會, 2004.
8) 전재강, ｢寒岡 挽詩의 성격 연구｣, 국어교육연구 46, 국어교육학회, 2010. 247~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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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가 아니다. 옥동의 만시가 문학성을 지닌 문학 작품인 것은 분명하지만, 옥동에게 만
시의 창작이 의미 있는 행위로 간주된 것은 그것이 죽은 사람의 결핍으로 인해 자신이 느끼
게 되는 서러움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문학적 도구로만 기능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만시
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의 삶을 칭양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들을 교화할 수 있는 교육적 도구로도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옥동의 만시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 특성 때문이다. 옥동의
만시가 지니는 첫 번째 특성은 창작 대상의 선택에서 찾을 수 있다. 앞 장에서, 은거했던 옥
동의 문집 속에도 67수의 만시가 수록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옥동의 만시 창작 역시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옥동의 만시 창작 행위 자체가 당
대의 보편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유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보아야 하겠지만, 만시 창작의
대상이나 방법, 내용에서는 당대의 보편적인 경향과 일정한 거리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우선 옥동의 만시에는 1수의 시를 제외하고는 代人作의 속성을 지닌 시가 없다. 그 1수의
시도 고모부姻叔를 대신하여 쓴 7언율시 ｢代姻叔題挽｣이라는 점에서 당대 창작된 만시가 지
니는 가장 큰 문제점인 ‘알지 못하는 죽은 사람을 위한 관습적인 창작’에서는 한걸음 빗겨
나 있다고 생각된다. 李學逵의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9) 조선 후기 창작된 만시의 상당수
가 주위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죽은 사람과는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창작되기도 하였는
데, 이러한 만시의 창작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만시가 지니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옥동의 만시에서는 이와 같은 당대의 관습적인 창작의 예를 찾기
어렵다.

연번

제목

수량

형식

대상 비고 연번

제목

수량 형식

대상 비고

1

悼尹屳丈以勉

1

7언절구 尊丈

29

挽朴友誾君悅

1

7언절구 友人

2

哭鄭戚丈搏

1

5언율시 尊丈

30

挽韓高城

1

5언율시 姻戚

3

挽尹誠之

1

7언고시 友人

31

挽李處士子常

1

7언절구 後學

4

挽李奉朝賀

1

5언고시 尊丈

32

挽鄭丈 洙閔

1

5언율시 尊丈

5

悼楊根處士李丈保晩甫

1

5언고시 尊丈

33

挽鄭丈 鏛

1

5언율시 尊丈

9) 李學逵, ｢與｣, 洛下生集 10冊, ｢因樹屋集｣, “此鄕之人, 每遇鄰里喪死, 不論樵翁牧豎餠師酒婆, 動費一張紙本, 東西
奔馳, 乞爲輓詩. 其有衣冠舊族, 城府良家, 不惟乞爲輓詩, 仍復乞爲祭文. 三家邨中稍解訓蒙者何限, 而都是胡叫杜撰,
動謂應擧時文, 或請點改, 或乞評語, 至如問喪慰疏, 求㛰訊簡, 擧謂京華人定識體面, 點簿按實, 具牒紀詳, 亦謂文翰
家必有見聞, 鱗集蟻附, 牢不可拒. 不謂渠所切須, 動稱爲我消遣. 假使此輩, 爲我損卻一毛, 勞卻一指, 定是掉頭亟走,
惟自秏我精光, 速我衰朽耳, 此三苦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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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挽金處士碩堅丈

2

7

代姻叔題挽

1

5언고시
尊丈
7언절구
代人
7언율시
作

8

哭尹友道一

2

9

挽宗姪李夢休

10

34

挽表堂姪李宜復

1

5언율시 堂姪

35

挽尹恭齋

1

5언율시 後學

7언절구 友人

36

哭內從兄際仲甫

2

7언절구

2

7언율시 宗姪

37

悼李生徵休

1

5언율시 宗姪

哭宗姪夢休

1

5언율시 宗姪

38

悼族孫日煥

1

5언율시 族孫

11

望哭李鵬瑞

2

5언절구
弟子
7언절구

39

挽朴參奉浩然

1

5언고시 友人

12

哀兪友義重正路

1

7언절구 友人

40

哀李老兄長源浩如

1

5언고시 友人

13

挽權安山大夫人

2

5언고시 母夫
5언율시 人

41

挽姜仲美

1

5언율시 友人

14

挽宗姪憲休

1

5언율시 宗姪

42

哀李丈保晩

1

5언고시 尊丈

15

挽李進士 洙

3

7언율시 從兄
7언절구 弟

43

挽沈承旨直夫

2

5언율시
友人
5언절구

16

哀崔泰仲辭

1

장단구 友人

44

挽崔友鎭漢

1

5언절구 友人

17

挽宗姪參判震休伯起

1

7언율시 宗姪

45

挽許去非

1

5언율시 後學

18

悼沈友定齋

3

7언절구 友人

46

弔李宜白妻元氏

1

5언율시 姪婦

19

過眞木亭悼澤甫

1

5언절구 友人

47

懷亡友李老兄海如

1

5언고시 友人

20

看秋悼澤甫

1

5언절구 友人

48

挽李孟元

1

5언고시 尊丈

21

挽沈定齋

2

5언율시
友人
7언절구

49

哀鄭友周瑞

1

5언고시 友人

22

挽鄭學柱

1

5언율시 姻戚

50

懷老尊丈李僉知公

1

5언고시 尊丈

23

挽申淸州必淸

1

5언율시 姻戚

51

挽姊兄洪僉知

1

5언율시 姊兄

24

挽曺友處士夏英

1

5언율시 友人

52

挽許參奉宜

1

5언율시 友人

25

哀崔進士錫之

1

7언절구 後學

53

挽權持平斗紀

1

5언율시 友人

26

挽韓高敞

1

5언율시 友人

54

挽權參判

1

7언율시 友人

27

輓金子心

1

5언율시 友人

55

挽李萬戶河濟

1

5언절구 後學

28

挽李進士漢導

1

5언고시 友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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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從
兄

옥동의 만시 55題 67首를 간단하게 분류해 보면 대략 위의 표와 같이 정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옥동의 만시가 55題 67首라는 것은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연작시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의 만시 55題 67首는 거의 50명 정도의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창
작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의 만시 67수 중에서 2수 이상의 만시에서 창작의 대상이 된
인물들을 들어보면 尹道一 2首, 李保晩 2題 2首, 李夢休 2題 3首, 李鵬瑞 2首, 權大夫人 2首,
李洙 3首, 沈得經 2題 5首, 李仲甫 2首, 沈直夫 2首로 모두 9명이다. 이 중 권대부인은 옥동
의 모부인이고, 이중보는 내종형, 이수는 종형제, 이몽휴는 조카, 李保晩은 옥동의 친구인 李
長源의 부친, 윤도일․심득경․심직부는 친구, 이붕서는 제자이다. 또, 그의 만시 67수를 살펴보
면 ｢代姻叔題挽｣ 1수의 만시를 제외한 옥동의 만시 66수의 창작 대상들이 모두 옥동과 직접
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옥동의 만시 창작이 비록 당대의 보편
적인 사회 분위기와 연관된 것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옥동은 주변 사람들의 청탁에 의한 만시
를 창작하지 않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옥동의 만시 창작은 만시의 창작 대상과 그 자신과의 관계성과 함께 만시의 창
작 대상이 되는 죽은 사람이 생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삶의 내용과도 상당한 관계
가 있다고 생각된다. 옥동의 만시 중 만시의 창작 연유에 대해 밝혀 놓은 두 수의 시를 통해
이와 같은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두 수의 만시 서문과 自註에서 옥동은
만시의 창작 이유를 밝혀 놓았는데, 그 첫 번째 시가 ｢悼尹屳丈以勉｣이다. 이 시의 자주에서
옥동은 “공은 천성이 총명하고 마음 씀이 맑고 고요하였는데, 세상이 어지러워질 것을 보고
서는 문을 닫고 수련하여 세상과 접하지 않았다. 經史와 諸子百家의 서적을 두루 보아 견식
이 해박하였다. 70여 세의 나이로 天壽를 마쳤다公性聦敏, 操心淸高恬靜, 見世之將亂, 杜門脩煉, 不與世接.
博覽經史百家, 見識該博. 年七十餘, 以天年終”고

하였고, 다른 한 수의 시인 ｢弔李宜白妻元氏｣의 서문

에서는 “이 부인은 집안 조카 이의백의 아내이다. 용모가 몹시 빼어났으며 성품이 어질고
효도하며 예를 좋아했다. 시부모님을 보실 때에 힘과 마음을 다했으며 늘 뜻을 받드는 것으
로 주를 삼아 섬겨 그 자신의 몸을 두지 않았으니 참으로 옛날의 어질고 밝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내가 그 덕에 감동하여 4운의 시 한편을 지어 칭송한다此婦人,

乃戚姪李宜白婦也. 容顔絶

特, 性仁孝好禮. 事舅姑竭力盡心, 每事以養志爲主, 能不有其身, 眞古之賢哲也. 余感其德, 賦四韻一詩以頌服焉”고

하였

다. 옥동의 언급을 살펴보면 옥동이 이 두 사람에 대한 만시를 창작한 이유가 그들이 儒家
的 도덕관념에 충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옥동의 만시는 만시의 창작 대상과 그 자신과의 관계성과 함께 만시의 창
작 대상이 생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죽은 사람이 살았던 삶의 내용과도 상당한
관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옥동에게 만시는 죽은 사람으로 인해 자신
이 느끼는 서러움을 드러내는 도구이자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의 삶을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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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교화하는 교육적 도구로 기능하였다는 뜻이 된다.
옥동이 만시가 지니는 두 번째 특성은 그의 만시가 비탄의 정서보다 칭양을 위주로 한다
는 것이다. 이 두 번째 특성은 첫 번째 특성과 연계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의 만시가 주변 사람들을 교화하는 교육적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칭양이 중심
이 되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시를 보도록 한다.
忘年許知己

나이를 잊고서 지기로 허락하시니

終始一交情

처음부터 끝까지 사귄 정 한결 같았었지.

慾寡常沉靜

욕심 적어 늘 침착하고 조용했으며

心和自正平

마음 온화해 절로 바르고 공평했었지.

謹愼寧生辱

삼가고 삼갔으니 어찌 욕될 일 있겠고

謙虛不欲名

겸손하게 낮추어 명예 구하지 않았었지.

德高無一命

덕 높아도 한 목숨 누리지 못했으니

天理儘難明

하늘의 이치 밝게 알기 참 어렵네.

念昔姻兄弟

옛날 자형을 생각해보면

深情尙保全

깊은 정을 오히려 보전했었지.

一家治有法

온 집안 다스림에 법도 있었고

百行孝爲先

모든 행동에 효를 우선 삼았었지.

慮事明常照

일을 생각할 때는 밝음으로 늘 비추었고

急難義直前

급하고 어려움에도 의로 앞으로 나아갔지.

揚名身後在

이름 떨치는 건 죽고 난 다음에 있으니

德美必流傳

덕의 아름다움 반드시 흘러 전하리.

두 수의 시는 모두 옥동의 문집 권 4에 수록되어 있는 시로 옥동의 만시 중 32번째 시인
｢挽鄭丈 洙閔｣과 51번째 시인 ｢挽姊兄洪僉知 諱潾｣이다. 이 두 시의 대상이 되는 鄭洙閔과
洪潾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다만, 東州 李敏求가 쓴 ｢全昌
君柳公墓碣銘｣10)과 雪峯 姜栢年의 ｢成祿大夫全昌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柳公墓誌銘｣11)을 통
10) 李敏求, ｢全昌君柳公墓碣銘｣, 東州先生文集 卷 10, “兄擧二男二女, 男長淰, 卽參判公, 次潝, 郡守, 女長適進士李
重揆, 次適學諭鄭華齊. 參判六男, 以泰․以謙․以升․以井․以復․以節, 五女, 姜萬碩․朴純․沈枏․鄭來祥․一幼, 郡守二男, 以
震․以鼎, 二女, 鄭洙閔․一幼, 進士二男, 玄賞․玄敻. 學諭三男, 度玄․度弘․一幼, 三女, 金文遠․趙頤壽․韓宗運.”
11) 姜栢年, ｢成祿大夫全昌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柳公墓誌銘｣, 雪峯遺稿 卷 28, “有二男二女, 男長淰, 卽知申公也,
次潝郡守, 女長適進士李重揆, 次適博士鄭華齊. 知申六男, 以泰․以謙․以升․以井․以復․以節, 五女姜萬碩․朴純․沈枏․鄭
來祥․一幼. 郡守二男, 以震․以鼎, 二女鄭洙閔․洪始亨. 李重揆二男玄賞, 玄夐, 鄭華齊三男度玄․度弘․度絪, 三女金文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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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때 鄭洙閔은 光德大夫 全昌君 全州柳氏 素閒堂 柳廷亮1591(선조 24)∼1663(현종 4),
號 孝貞의

字 子龍, 諡

둘째 아들 郡守 柳潝1611년(광해군 3)~미상, 字 和甫의 큰 사위가 아닌가 생각되고, 洪潾은

通訓大夫로 行刑曹正郞에 제수된 南陽洪氏 洪箕敍의 큰아들1650년(효종 1)~미상, 字 靜甫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두 사람과 옥동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인용한 시들
을 보면 이들이 모두 유가적 수양에 충실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鄭洙閔의 만
시에서 옥동이 “나이를 잊고서 지기로 허락”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옥동과 鄭洙閔은 적지 않
은 나이 차이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 두 편의 시에서 옥동이 주목한 것은 두 사람의 생전 행
적과 마음 자세였다. “욕심 적어 침착하고 조용”했다거나 “마음 온화해 바르고 공평”했다는
언급과 “삼가고 삼갔다”, “겸손하게 낮추었다”는 표현은 鄭洙閔의 생전 행적을 잘 말해주는
것이고, “집안 다스림에 법도 있었다”거나 “모든 행동에 효를 우선 삼았다”, “일을 생각할
때는 밝음으로 비추었다”, “급하고 어려움에도 의로 나아갔다”는 표현은 옥동이 본 洪潾의
삶이 어떠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 옥동은 그저
“하늘의 이치 밝게 알기 참 어렵다”거나 “이름 떨치는 건 죽고 난 다음에 있으니 덕의 아름
다움 반드시 흘러 전하리”라고 했을 뿐이다. 시의 표면에 드러난 언급으로만 본다면 옥동이
이들의 죽음에 대해 그리 큰 안타까움이나 서글픔을 지니고 있었다고 간주하기 어려울 정도
이다. 이런 표현 방법은 옥동이 벗의 죽음을 대하고 쓴 만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仁壽之徵我信之

어질고 수를 누릴 그 조짐 나 믿었지만

今於正路却生疑

지금 정로 죽었으니 참 의심스럽네.

生疑人或流邪畏

의심 생겨 사람들 사악함에 흐를까 두렵지만

爲惡而生不可爲

악을 저지르며 사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이네.

一識荊州面

형주에서 한 번 만난 그 뒤로부터

常存懷抱中

늘상 마음 속에 두어 왔으니

深知宰相器

재상의 그릇이라 잘 알았고

眞有諫臣風

간신의 풍모를 참으로 가졌지

神騎箕星遠

신기는 기성과 함께 멀리 달리고

名齊泰岳崇

이름은 태산과 같이 높았지.

齎心終未展

가진 마음 끝내 다 펼치지도 못했으니

千古恨無窮

천고에 그 한이 끝이 없구나.

趙頤壽․韓宗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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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姿恬靜有廉操

천부 자질 고요한데다 청렴하고 지조 있으며

厚德朝中宿望勞

너그러운 덕 조정에서도 촉망 몹시 받았었지.

性好古書常樂志

성품은 옛 책 좋아하여 늘 뜻이 즐거웠고

藝工新篆更揮毫

기예 뛰어나 새 전서에 다시 붓을 휘둘렀지

心存國計誠忠懇

나라 위한 계책 마음에 두어 정성과 충성 간절하고

䟽抗天門事業高

대궐에 상소 올렸으니 사업이 우뚝하네.

年位莫嗟猶未滿

수명과 지위 다하지 못했다 탄식하지 말게나

美名他日定崇褒

아름다운 이름 다음에 반드시 높이 기릴 테니.

이 세 수의 시는 모두 옥동과 友人關係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만시이다. 첫 수는 옥동
의 문집 권 2에 수록되어 있는 시로 옥동의 만시 중 12번째 시에 해당하는 ｢哀兪友義重正路｣
이고 두 번째 수는 문집 권 4에 있는 시로 옥동의 만시 중 53번째 시에 해당하는 ｢挽權持平
斗紀｣, 세 번째 수도 문집 권 4에 있는 시로 옥동의 만시 중 54번째 시에 해당하는 ｢挽權參
判 珪｣이다.
첫 수의 兪義重은 承旨를 지냈던 杞溪兪氏 兪夏謙1632년(인조

10)~1691년(숙종 17년), 字 仲撝․受甫의

아들이자 縣監을 지냈던 兪道重1657년(효종 8)~미상, 字 一卿의 동생으로 생각되고, 둘째 수의 權斗
紀는 1659년효종 10부터 1722년경종 2까지 살았던 인물로 본관은 安東이고 자는 叔章 호는 晴
沙이며 좌찬성을 지냈던 權橃의 5대손이자 蒼雪齋 權斗經의 둘째 동생이고, 셋째 수의 權珪
는 刑曹判書를 지낸 安東權氏 石潭 權大運1612년(광해군

4)∼1699년(숙종 25)의

아들이자 巽齋 權重

經1658년(효종 9)∼1728년(영조 4)의 아버지로 대사헌을 지냈으며 1648년인조 26부터 1722년경종 3까지
살았던 인물로 보인다. 權珪의 字는 國瑞, 號는 南麓이며, 篆書에 뛰어났다고 한다.
이들의 만시에서 볼 수 있는 정서도 역시 앞서 살펴본 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다만,
權斗紀와 權珪가 관직 생활에 종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생전 업적에 대한 설명이
신하의 직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특히 兪義重의 만시
에서 옥동은 그가 어진 사람이었지만 수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악으로 이
끄는 계기가 될까 두렵다고 하여, 개인적으로 느끼는 서러움의 감정보다 친구의 죽음이 가
지고 올 수도 있는 사회적 害惡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옥동의 만시가 보여주는
이와 같은 모습은 죽음까지도 도덕적 교육의 도구로 삼고자 했던 옥동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儉而多信義

검소한데다 신의 있고

公直出天眞

공정하고 정직한 건 천진에서 나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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筆法自奇格
文才儘絶倫

필법은 절로 기이한 품격 갖추었고
글재주는

절륜함을

다했는데

孝稱今世上

효로 세상에서 일컬음 받고

學慕古賢人

학문은 옛 현인을 사모했지만

未就平生志

평생의 뜻 이루기도 전에

天胡遽奪君

하늘은 어이하여 이리 급히 그대 데려갔나.

生長同鄰里

이웃 마을에서 같이 나고 자라

知君直若松

그대 소나무 같이 곧다는 것 잘 아니

操持淸不濁

지조는 맑아 탁해지지 않고

禀賦俊非庸

받은 성품 뛰어나 용열하지 않았네.

行事元無忒

일 처리 애당초 틀리는 것 없었고

文辭亦可宗

문장도 한 시대 으뜸 될 만 했었는데

有才其奈命

그 재주 가졌지만 그 운명을 어찌하겠나만은

餘慶定無窮

남은 경사 정녕코 끝이 없겠지.

良順且靜正

어질고 순후하며 또 맑고 바른데다

文華大過人

문장 솜씨 남들을 훨씬 뛰어넘었는데

如何天降禍

어찌하여 하늘은 재앙을 내려

亦及子之身

그대 몸에 이렇게 미치게 하는가.

犂牛之子騂且角

얼룩소 새끼지만 털 붉고 뿔까지 났는데

人也胡爲天禍極

그 사람 어이하여 하늘 재앙 끝까지 다 받나

性良慕古足文才

진실한 성품에 옛 도를 사모하고 글재주까지 있는데

人也胡爲天禍酷

그 사람 어이하여 하늘 재앙 혹독히 받나.

위에서 인용한 시는 순서대로 옥동의 문집 권 2에 실려 있는 ｢哭宗姪夢休｣와 문집 권 3에
실려 있는 ｢挽宗姪憲休｣, 그리고 문집 권 2에 수록되어 있는 ｢望哭李鵬瑞｣ 2수이다. 모두 옥
동 후학들의 만시라는 점에서 옥동보다 어린 나이에 옥동보다 먼저 생을 마감한 인물들의
만시이다.
첫 번째 시의 대상인 李夢休는 옥동과 同行인 李瀅의 아들로 자는 應瑞이고 1673년현종 14
태어나 1699년숙종 25 5월 16일 운명하였으니 대략 27년 정도 살았다. 효행으로 특히 이름이
났으며 密陽朴氏와 혼인하였다. 두 번째 시의 대상인 李憲休 역시 옥동과 同行인 李㴐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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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자는 崇文이고 1655년효종 6 태어나 1705년숙종 31 정월 17일에 운명하였으니 대략 51년
정도 살았다. 文化柳氏 正郞 柳軸의 딸과 혼인하였다. 마지막 두 수의 대상인 李鵬瑞에 대해
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옥동이 이 시의 自註에서 “ 일찍이 나에게 수업을 받았
다曾受業于我”고 한 것으로 보아 옥동의 제자인 듯 하고 두 번째 시에서 論語의 ｢雍也｣篇을
인용하여 “얼룩소 새끼지만 털 붉고 뿔까지 났”다고 한 것으로 보아 李鵬瑞의 출신이 그다
지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되지만 더 이상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기서 인용한 시 4수의 내용이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옥동의 정서는 앞에서 살펴본 시와
같다. 그의 조카이고 또 제자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옥동 보다 어린 나이에 옥동에 앞서 운
명하였다는 점에서 그들의 죽음은 옥동에게 많은 感慨를 주었을 것이고 옥동 역시 서러움을
느꼈을 것이지만, 옥동의 만시에는 그와 같은 정서에 대한 어떤 언급도 담겨 있지 않다. 이
시에는 이들의 생전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이들이 목표한 인생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서술만 나올 뿐이다. 다만, 李憲休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시에서 論語 ｢雍也｣篇의 “지혜
로운 사람은 즐거워하고 어진 사람은 장수한다知者樂 仁者壽”는 구절과 周易 ｢坤卦․文言｣에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積善之家 必有餘慶”는 구절을 인용하여 李憲休의
사람됨과 그 사람됨으로 인한 보상이 후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살펴본 옥동 만시의 두 특성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 번째 특성을 유도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옥동의 만시가 지니는 세 번째 특성은 개인 정서의 억제와 전고의 사용이다. 이
특성은 옥동의 만시가 유가적 도덕 교육의 도구로, 비탄보다 칭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옥동의 만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고의 사
용은 옥동의 만시가 도덕 교육의 도구로써 최대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었겠지만, 그의 만시가 만시의 일반적 상투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
유가 되었다고 보인다. 옥동 역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옥동에게
는 만시를 통한 개인의 서러움 표출과 함께 대중의 교화 역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만시의 창작 방법을 유지한 것이라 보인다.
사실 옥동의 시 대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서가 절제된 감정이다. 그의 시에서는 개인
적인 喜怒哀樂의 정서가 극도로 절제되어 표출된다. 이와 같은 정서의 표출 방법은 그의 문
학론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특징이 그의 시를 일반적인 문인들의 시와 구분
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시를 보도록 한다.
五齡痘夭女星英

다섯 살에 마마로 딸 성영을 잃었는데

孟敬今胡痘五齡

맹경도 지금 어찌 다섯 살에 마마 걸렸나.

怳爾感從心上起

멍하니 서글픔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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宛然形在眼中行

또렷하게 그 모습이 눈앞에서 움직이네.

星乎氷雪兼蘭蕙

성영은 얼음 눈에다 난초 혜초 겸했었고

敬也聦明儘孝誠

맹경은 총명한데다 효성을 다 갖추었지.

腸若有知應裂盡

장이 만약 안다면 응당 다 찢어질 테니

莫聽巴峽斷猿聲

파협의 장 끊어진 원숭이 소리 듣지 말게.

爾哭吾還哭

네 울음을 내가 도리어 우니

殃乎此酷然

재앙이구나 어찌 그리 혹독한가

遊魂已碧落

떠도는 혼 이미 푸른 하늘 저 멀리 가 버리고

守魄亦黃泉

머물던 백도 황천으로 가버렸을 테지만

怳爾聲遺耳

멍하니 네 목소리 귀에 남아 있고

依然面在前

옛 처럼 네 얼굴 눈앞에 있으니

殃乎何所恨

재앙이로구나 어디를 한할 것이며

命也奈蒼天

명이로구나 푸른 하늘을 어이할까나.

이 두 수의 시는 옥동의 문집 권 3에 수록되어 있는 시이다. 이 두 수의 시는 가운데 ｢贈
淨慧上人｣이라는 한 수의 시를 두고 이어져 있으며, 시의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비슷
한 시기에 창작된 시라고 생각된다. ｢余二十二時, 以痘喪五歲女星英, 今四十三, 又以痘亦喪
五歲女孟敬, 恠哉. 爲作一詩, 以識悲懷｣라는 첫 시의 제목으로 보아 이 시는 옥동의 나이 43
세 되던 1704년숙종 30 그가 마마로 다시 5살 된 딸 孟敬을 잃은 뒤 쓴 시이고, 두 번째 시는
｢忽思五歲死女孟敬｣이라는 제목으로 보아 죽은 孟敬이 갑자기 그리워 쓴 시라고 생각된다.
두 시 모두 만시는 아니지만, 옥동 시의 감정 표출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시라고
생각해 인용해 보았다.
이 두 수의 시는 모두 5살이 된 딸을 잃고 쓴 시이다. 부모의 죽음은 天崩之痛․罔極之恨이
라고 하거나 禮記 ｢祭義｣篇을 인용하여 悽愴之心 혹은 怵愓之心12)이라고 한다. 모두 부모
의 죽음을 접한 자식의 아픈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자식의 죽음을 표현한 용어는 그다지
많지 않다. 子夏가 아들을 잃고 상심하여 눈이 멀었다는 喪明 정도가 있을 뿐인데, 이는 부
모에 앞서 자식이 죽는 예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
의 죽음을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흔히 부모가 죽으
면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12) ｢祭義｣, 禮記, “霜露旣降, 君子履之, 必有悽愴之心, 非其寒之謂也. 春雨露旣濡, 君子履之, 必有怵惕之心, 如將見
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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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인용한 두 수의 시가 자식의 죽음에 쓴 시이고, 그 두 자식이 모두 겨우 5살에 마
마로 죽음을 당했다는 점에서 옥동이 느낄 한의 정도를 익히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옥동
은 첫 시의 마지막 연에서 “ 장이 만약 안다면 응당 다 찢어질 테니 파협의 장 끊어진 원숭
이 소리 듣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다음 시에서는 다시 “재앙이로구나 어디를 한할 것이며,
명이로구나 푸른 하늘을 어이할까나”라고 하여 상황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감정의
절제를 넘어 감정의 消去나 制約으로까지 나아갔다고도 할 수 있는 모습이다. 자식의 죽음
을 접하고 쓴 시에서 볼 수 있는 옥동의 제약된 정서는 그의 만시에 내포될 정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제한되고 절제된 정서를 유지하면서 교육적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옥동이 선택한 서술
기법은 전고의 사용이었다고 보인다. 제한된 글자 속에 보다 많은 내용을 응축하기 위한 보
편적인 서사 기법이 典故의 用事라는 점에서 옥동의 선택은 한시 창작의 보편적인 기법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법의 사용은 서술의 편폭을 확장한다는 장점을
가지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문학 작품이 지녀야 할 창조성․독창성․참신성을 제약하여
그의 만시가 보편적이고 상투적인 내용과 표현 속에 매몰되게 만든다. 구체적으로 시를 보
도록 한다.
對子之兒想子容

그대 아들 대하고서 그대 모습 떠올리니

斑斑雙袖淚龍鐘

두 소매에 얼룩덜룩 눈물 흥건하구나.

早將情曲時相啓

어려서는 간곡한 정 때로 열어 보이다가

老作隣閭日與從

늙어서는 이웃되어 날로 같이 어울렸지.

鶴去一千年不返

학은 한 번 가서는 천 년 되도 안 돌아오지만

劒離三十歲重逢

칼은 헤어진 지 삼십년 만에 다시 만났네.

幽明自此音儀隔

이승 저승 이제부터 음성 모습 멀어지리니

泉路沉沉閑幾重

황천 길 어둑어둑 몇 겹으로 막혀 있겠지.

이 시는 옥동의 문집 권 2에 수록된 ｢代姻叔題挽｣이다. 옥동의 만시 중 남을 대신하여 써
준 유일한 시라는 점에서 특이한 시이기도 하지만, 이 시 속에 서러움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 더 큰 주의를 요하는 시이다. 이 시의 첫 연에서부터 옥동은 “그대 아
들 대하고서 그대 모습 떠올리니, 두 소매에 얼룩덜룩 눈물 흥건하구나”라고 하여 죽은 자
의 결여와 살아남은 그 사람의 아들을 대비시켜 존재와 상실, 생과 사의 대립이 주는 서러
움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옥동은 頸聯에서도 崔顥의 ｢登黃鶴樓｣ 시13)를 인용하여 천년이
13) 崔灝, ｢黃鶴樓｣, “昔人已乘黃鶴去, 此地空餘黃鶴樓. 黃鶴一去不復返, 白雲千載空悠悠. 晴川歷歷漢陽樹, 芳草萋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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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학과 삼십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칼을 대비하여 이별과 만남․영원과
찰라․유상과 무상의 감정을 대립시키고 있다.
이 시에서 서러운 감정의 직접적인 노출이라는, 옥동의 만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
방법이 사용된 이유는 이 시가 고모부姻叔를 대신하여 써 준 시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자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 쓴 시가 아니라 고모부의 청탁으로 누
군지 모르는 상대방을 위해 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된 것이라 보인다. 죽은
사람의 생전 행적과 의식세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자신의 이름으로 창작되는 것
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시는 교육적 도구라는 옥동의 만시가 지니는 또 다른 기능에서 자유
로울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옥동도 그 자신의 일반적인 만시 창작 방법과 다른 방
향에서 시를 지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持志常平坦

가진 뜻 언제나 평탄하여서

生平免大非

한 평생 큰 잘못 면하였었지만

盤乏單䟽食

소반에는 한 그릇 밥도 없었고

身無一美衣

몸에는 좋은 옷을 걸쳐본 적 없었지.

貧窮知分義

가난하고 곤궁해도 분수 의리 알아서

靜默愼樞機

고요히 앉아서 본연의 도리 삼갔었지.

怊悵相尋地

서글프게도 그대 계신 곳 찾아와서는

含悲對夕輝

서러움 머금고 석양빛만 마주하네.

才德如公未享年

재주와 덕 공 같은데도 수를 못 누리시니

有疑無路質於天

괴이하지만 하늘에 물어볼 길이 없네.

乾坤從此知音少

이제부터 온 천하에 알아주는 이 없으리니

獨立斜陽思黯然

석양 아래 홀로 서서는 절로 서글퍼지네.

이 두 수의 시는 옥동의 문집 권 1에 수록된 ｢哭鄭戚丈搏｣와 문집 권 2에 수록된 ｢挽金
處士碩堅丈｣ 2수 중 두 번째 시이다. 모두 옥동의 윗사람으로, 첫 시의 鄭搏은 宋昌明1689년
(숙종 15)~미상, 字 盛叔의

장인이자 草溪鄭氏 鄭憲章1653년(효종

4)~미상, 字 汝新의

아버지가 아니었는

가 생각되지만, 두 번째 시의 대상인 金碩堅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제목에서 處
士라고 한 것을 보아 세상을 피해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가지 살펴본 시와 같이 이 시도 鄭搏과 金碩堅의 생전 행적과 의식세계에 대한 충실
鸚鵡洲. 日暮鄕關何處是, 煙波江上使人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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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묘사로 이루어져 있다. 가난하지만 가난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이 추구했던 도를 향해 끊
임없이 나아갔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옥동 만시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의식
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옥동이 만시를 통해 이들의
삶을 묘사해낸 것은 그들의 삶이 주변 인물들을 교화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 두 수의
시 속에서 옥동의 정서는 극도로 절제되어 드러난다. 첫 시에서 옥동은 “서글프게도 그대
계신 곳 찾아와서는, 서러움 머금고 석양빛만 마주하네”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自註에서도 밝혔듯이 “만나 뵈려고 찾아왔지만, 이미 공이 죽었初爲訪見而去, 公已逝矣”기 때문이
었다. 두 번째 시에서 드러나는 옥동의 정서는 조금 특이하다. 이 시에서 옥동은 金碩堅의
죽음을 상당히 아쉬워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부터 온 천하에 알아주는 이 없”을 것이기 때
문이다. 즉, 옥동을 알아주고 그의 삶을 인정해 주었던 사람이 金碩堅이었는데, 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 시가 1697년숙종

23

옥동의 나이 36세가 되던 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이 시는 옥동의 생애 앞
부분에서 창작된 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金碩堅의 죽음에서 느
끼는 옥동의 깊은 서글픔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기까지 이루어진
옥동의 수양이, 이후 시기의 시에서 볼 수 있는 감정과 욕구의 깊이 있는 절제에까지는 이
르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다른 시를 보도록 한다.
仁厚之人凈正人

어질고 너그러운 맑고도 바른 사람

人於斯世鮮其倫

사람 사는 이 세상에서 짝할 사람 드문데

如何捨我先歸去

어찌하여 나 버리고 먼저 돌아가 버려서

使我如亡半我身

내가 내 몸 절반을 잃은 듯 하게 만드나

賢如伯道又無兒

백도처럼 어질어선지 아이도 없으니

終古天心未可知

마침내 하늘 뜻을 알 수가 없구나.

堪悲吾類多零落

서럽구나 나와 같이 한 이들 거의 다 영락하니

耿耿中宵涕自垂

말똥말똥 한 밤중에 눈물만 절로 흐르네.

三世通家誼

삼 대 동안 집안 우의 통해왔었고

交從竹馬時

교분은 대말 타고 놀던 그 때부터였지

直性元無苟

굳은 성품 애초부터 구차함이 없었고

眞心自不欺

참된 마음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지

永言生終始

살아 처음과 끝 같이 하자 길이 말했었는데

誰知死別離

죽어 이렇게 헤어질 줄 누가 알았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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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時見令胤

그대 자식들 만날 때가 있으면

相對涕交頤

마주 하고 눈물만 턱에 고이리.

여기서 인용한 시의 첫 두 수는 옥동의 문집 권 2에 나오는 ｢哭尹友道一｣이고 마지막 시
는 문집 권 4에 나오는 ｢挽許參奉宜｣이다. 이 시들의 창작 대상은 모두 옥동의 友人이었다
고 생각되는데 尹道一 은 茂松尹氏 尹詢의 아들이자 尹道亨1602년(선조 35)~미상, 字 亨甫의 동생이
고, 許宜는 宜寧南氏 南泰堦1701년(숙종 27)~미상, 字 幼升의 장인인 듯한데,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이 세 수의 시도 앞에서 살펴본 시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尹道一과 許宜의 생전 행적
과 의식을 중심으로 한 생애 서술이 중심이 된다. 다만, 이들의 죽음에서 옥동은 적지 않은
서러움을 느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옥동이 이들의 죽음을 “어찌하여 나 버리고 먼저 돌
아가 버려서, 내가 내 몸 절반을 잃은 듯 하게 만드나”라거나 “서럽구나 나와 같이 한 이들
거의 다 영락하니, 말똥말똥 한 밤중에 눈물만 절로 흐르네”, “ 그대 자식들 만날 때가 있으
면 마주 하고 눈물만 턱에 고이리”라고 하여 자신의 감정을 시 속에 직접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尹道一의 죽음을 접하고 쓴 시의 두 번째 수에서 옥동은 晉나라의 鄧攸字,

伯道가

亂

賊을 만났을 때 일찍 죽은 아우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버리고 갔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後嗣도 없이 죽은 尹道一의 죽음을 슬퍼하였는데, 이 두 번째 수 전체가 尹道一의
죽음을 애도하는 옥동의 정서를 절제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까지 살펴본 시
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文章未就九包翰

문장 아직 아홉 겹 한림에 못 나갔는데

雲鎖丹山夜月寒

구름 덮인 붉은 산에는 밤 달이 차네.

才格俊如千里馬

재주와 자질은 천리마처럼 뛰어났고

筆鋒豪作百層巒

글 솜씨는 수 백 겹 층진 산같이 높았네.

傑懷落落松腸胃

큰 회포는 드높아 소나무를 장 위 삼았고

直氣森森竹肺肝

곧은 기운 우뚝하여 대나무를 폐 간 삼았네.

嗟我獨留斯世上

아아 홀로 이 세상에 남아

爾之長逝忍先看

네가 먼 길 가는 것 차마 먼저 보게 될 줄이야.

二旬之七一邯鄲

스물 일곱 평생이 한단의 한 꿈 같으니

萬事人間揔鼻酸

인간 만사 모든 일이 코끝을 시큰 거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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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撼連枝鴛失偶

바람이 흔든 가지에 원앙은 짝을 잃고

霜悲荊樹鴈驚寒

서리 슬픈 자형나무 기러기 추위에 놀라네.

奇才有地文兼筆

기이한 재주 이 땅에서 문장과 필법 겸했고

直性由天義且寬

곧은 성품 하늘에서 의로움과 너그러움 받았네.

春府可堪當歲暮

그대 아버지 올 봄을 견딜 수 있겠는가 만은

謝庭何幸一叢蘭

그대 집안에 한 떨기 난초 남아 있으니 다행일세.

이 시는 옥동의 문집 권 2에 수록되어 있는 ｢挽宗姪李夢休｣ 2수이다. 李夢休의 죽음에 대
해 옥동은 모두 3수의 만시를 지었는데, 나머지 한 수의 시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哭宗姪
夢休｣이다. 옥동이 3수의 만시를 지었다는 것은 그와 李夢休가 상당한 친분을 지니고 있었
으며, 또, 李夢休의 삶이 그만큼 드러내어 칭양할 것이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이 두 수의 시에서 옥동은 李夢休의 재주와 능력 그리고 그가 품고 있었던 뜻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아 홀로 이 세상에 남아, 네가 먼 길 가는 것 차마 먼저 보게 될 줄이
야”라고 하여 李夢休의 죽음에서 느낀 자신의 서러운 상실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시에 묘사된 옥동의 서러운 상실감은 “코끝을 시큰”거리게 하는 것이었고, 李
夢休의 죽음을 그의 부친이 쉽게 견딜 수 없겠지만, “그의 집안에 남아 있는 한 떨기 난초”
로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스물일곱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어린 조카의 죽음을 대한
삼촌의 이야기로는 지나칠 만큼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용한 시의 두 번째 수는 상당히 많은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首聯에서는 邯鄲夢의 고사
를 차용하여 李夢休의 일생이 盧生이 邯鄲의 여관에서 꾼 한낮의 꿈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
고, 頷聯에서는 連枝와 중국 南朝 梁나라 吳均의 續齊諧記에 나오는 紫荊나무 이야기를
인용하여 형제간의 우애를 설명하였고, 尾聯에서는 晉書 卷 79의 ｢謝玄列傳｣에서 謝安과
그의 조카 謝玄이 나눈 이야기 중 謝氏의 뜰이라는 말을 이용하여 李夢休의 집안에 훌륭한
자제가 많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와 같은 고사의 사용은 李夢休라는 인물과 그의 죽음이 지
니는 안타까움에 대한 서술의 범주를 확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李
夢休의 죽음에서 느낀 옥동의 안타까운 정서를 상투화하고 관념화한다는 단점 또한 적지 않
게 지닌다.

4. 玉洞의 輓詩에 드러난 死生觀
앞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옥동의 만시는 자신이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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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비탄의 정서보다는 칭양을 중심으로 하여 창작된 것이다. 이를 위해 옥동은 죽은
사람에 의해 야기되는 결핍의 정서를 조절하여 절제되고 제어된 감정을 시로 표현하였고,
이와 같은 만시를 창작하여 살아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교육을 하고자 하였다고
생각된다. 또, 만시를 도덕적 교육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적인 결핍의 정서를 억제하
고 죽은 사람에 의해 일어나게 될 사회적 결여와 상실을 중심으로 만시를 서술하였고, 이를
위해 고사를 사용하여 진술의 편폭을 확장하였다.
옥동의 이와 같은 만시 창작 방법은 그의 사유세계와 문학관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되는
데, 옥동은 朱子를 거쳐 退溪에 의해 確立된 理氣二元論的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 옥동에
의하면 理와 氣는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지만, 先後와 輕重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에 따라 옥동은 理를 현상의 본질이자 원칙으로 인식하고 氣를 행위로 이해하여 理와 氣를
구분하여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옥동은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죽고 난 뒤의 세계에 대
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옥동이 人間界와 冥界를 확연하게 구분하여 인
식하고 있었고,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죽음이라는 상황에 대해 피할 수 없
는 운명이라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뜻이다. 앞에서 인용한 그의 만시에 보이는 “그 재
주 가졌지만 그 운명을 어찌하겠나有才其奈命”나 “재앙이로구나 어디를 한할 것이며, 명이로
구나 푸른 하늘을 어이할까나殃乎何所恨, 命也奈蒼天”와 같은 표현에서 옥동의 이와 같은 의식을
분명히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人間界와 冥界는 서로 관여할 수 없는 세상이기에 冥界에 들어간 인간의 혼령
은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계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분명한 幽明 구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옥동은 죽음 이후의 再生이나 還生과 같은 不可解한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의식은 옥동의 만시에 나오는 “이승 저승 이제부터 음성 모습
멀어지리니, 황천 길 어둑어둑 몇 겹으로 막혀 있겠지幽明自此音儀隔, 泉路沉沉閑幾重”와 같은 표현
이나 “살아 처음과 끝 같이 하자 길이 말했었는데, 죽어 이렇게 헤어질 줄 누가 알았으랴永言
生終始, 誰知死別離”와

같은 표현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옥동이 가지고 있었던

幽明 구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평생의 뜻 이루기도 전에, 하늘은 어이하여 이리 급히
그대 데려갔나未就平生志, 天胡遽奪君”나 “ 어찌하여 하늘은 재앙을 내려, 그대 몸에 이렇게 미치
게 하는가如何天降禍 亦及子之身”와 같은 표현은 죽음이라는 것이 現象界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
을 마무리 짓는 것이고, 이 죽음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현상계에 개입
할 수 없으며 반대로 살아있는 인간도 冥界의 혼령과 접하거나 冥界에 개입할 수 없다고 인
식한 옥동의 아쉬움과 서글픔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옥동은 이렇게 죽음을 인간의 마지막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죽음 뒤에 접하게 될 冥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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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극복한 再生 혹은 還生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인간의 죽음을 天命의 결과로 인지하
고 順應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식과 함께 옥동은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
라 인간의 수명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았고, 天命의 不祥에 의해 수양된 인간이 어쩔 수 없
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수양의 결과는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사람과 천지는 하나의 기운이다. 그러므로 정성스러우면 감응하게 된다. 기는 반드시 같은
유를 따른다. 그러므로 마음이 바르면 상서로움이 이르는 것이다.14)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남은 기운이 있으니 부여받은 기의 두텁고 옅음에 따라 남은 기운의
흩어짐에 빠르고 늦음이 있다. 효자의 마음은 남은 기운이 오래 머무르게 하고자 한다. 그러므
로 좋은 땅을 택하여 살아서 혼백의 기운과 산의 기운이 하나로 합해 응기게 하고자 하는 것이
다. 그러나 모든 사물이 오래되면 흩어지는 것이니 비록 천지라 하더라도 흩어진다.15)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은 이치의 떳떳함이다. 선은 양의 도이고 악은 음의 도이다.
복은 선한 응답이니 또한 양의 도이고, 재앙은 악한 응답이니 또한 음의 도이다. 같은 소리가
서로 응답하고 같은 종류가 서로 모인다. 그러므로 선한 자는 복을 받고 淫惡한 자는 재앙을
받는다.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고, 선하지 않은 것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다. 혹 선을 행하였으나 참혹한 재앙을 입는 자도 있으니 때를 헤아리지 못하고
삼가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불행이다. 혹 악을 행하였으나 재앙을 입지 않는 자가 있으니 요행
히 면한 것이다. 선한 이에게 복을 주고 淫惡한 이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이치의 떳떳함이고,
선한 이에게 재앙을 주고 淫惡한 이에게 복을 주는 것은 이치의 變道이다. 성인께서는 반드시
그 떳떳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 變道를 말씀하시지 않으시니 怪力亂神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으
신 것으로 알 수 있다. 선한 자가 재앙을 받는 경우는 적고 악한 자가 재앙을 받는 경우는
많으니 성인께서는 반드시 많은 경우를 따르신다. 선을 쌓은 집에 남는 경사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떳떳한 도이기 때문이다. 선하지 않은 일을 쌓은 집에 남은 재앙이 없는 경우는 드무니
이 또한 떳떳한 도이기 때문이다. 선을 쌓은 집에 남은 경사가 없는 경우도 드무니 變道이기
때문이다.16)

14) 李漵, ｢論天人一氣｣, 弘道先生遺稿 卷 8, “人與天地一氣. 故誠則相感. 氣必從類. 故心正則祥瑞至焉.”
15) 李漵, ｢論死氣, 兼論地理｣, 弘道先生遺稿 卷 7, “人之死, 必有餘氣, 所禀之厚薄, 餘氣之散, 有遅速. 孝子之心, 欲
餘氣之久留. 故擇吉而乘生, 使魄氣與山氣合一而凝結. 然物久則散, 雖天地亦有散.”
16) 李漵, ｢論福善禍淫｣, 弘道先生遺稿 卷 7, “好善而惡惡, 理之常也. 善陽道也, 惡陰道也. 福善應也亦陽也, 禍惡應
也亦陰也. 同聲相應, 同類相聚. 故善者福之, 淫者禍之. 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 或有善而被慘
禍者, 不量時而不謹也, 不幸也. 或有惡而不被禍者, 幸而免也. 福善禍淫, 理之常也, 禍善福淫, 理之變也. 聖人必論
其常而不論其變, 不語恠力亂神則可知也. 禍善者寡, 禍惡者多, 聖人必從多也. 積善之家, 有餘慶者多, 常道故也. 積
不善之家, 無餘殃者鮮, 亦常道故也. 積善之家, 無餘慶者亦鮮, 變道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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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인용한 글들은 모두 옥동의 문집 잡저편에 나오는 글들이다. 이 글을 보면 옥동
은 福善禍淫이라는 儒家的 應報體系를 굳건하게 믿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옥동은
인간세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禍善福淫의 경우에 대해 變道로 드문 것이라고 하여 요행을
바라는 인간의 의식이 싹트지 않도록 주의하는데 노력했다.
인용한 첫 번째 글에서 옥동이 사람과 천지가 하나의 기운이기 때문에 정성스러우면 상
서로움이 이르게 된다고 한 것이나 두 번째 글에서 효자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은 모
두 인간의 정성에 대한 것이다. 옥동은 인간의 정성이 이르게 되면 인간은 복을 받게 된다
고 생각했는데, 옥동이 생각한 인간이 받게 되는 복에는 개인적인 수명까지 포함되는 것이
라 보인다.
옥동이 그의 만시에서 “어질고 수를 누릴 그 조짐 나 믿었지만, 지금 정로 죽었으니 참
의심스럽네仁壽之徵我信之,

今於正路却生疑”라는

표현이나 “진실한 성품에 옛 도를 사모하고 글재

주까지 있는데, 그 사람 어이하여 하늘 재앙 혹독히 받나性良慕古足文才, 人也胡爲天禍酷”라는 표현
은 수양된 인간, 선을 행한 인간은 당연히 壽福을 받아야 한다는, 옥동이 생각했던 常道가
구현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서글픔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데 옥동이 위에서 인용한 세 번째 인용문 ｢論福善禍淫｣에서 강조한 餘慶은 당대로
한정되는, 혹은 그 자신에게 한정되는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만시에
서 “그 재주 가졌지만 그 운명을 어찌하겠나만은, 남은 경사 정녕코 끝이 없겠지有才其奈命, 餘
慶定無窮”라거나

“이름 떨치는 건 죽고 난 다음에 있으니, 덕의 아름다움 반드시 흘러 전하리

揚名身後在, 德美必流傳”,

“수명과 지위 다하지 못했다 탄식하지 말게나, 아름다운 이름 다음에 반

드시 높이 기릴 테니年位莫嗟猶未滿,

美名他日定崇褒”라고

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옥동의 만시에 나타나는 옥동의 의식을 死生觀念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의 만시는
유가적 의식세계에 확고했던 옥동이라는 인물이 주변 인물의 죽음을 접하고 느낀 안타까움
과 함께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유가적 도를 구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도
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옥동의 만시가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은 일반적으
로 생각하는 만시의 기능에서는 멀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
려 만시의 본래 기능에 충실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생전에 옥동이 이들과 교유
하여, 옥동이 죽은 사람의 성품과 행적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옥동은 만시를 통해
그들이 추구하고 지향했던 세계를 분명히 밝힌 것이고 또, 이를 통해 죽은 사람을 올바른
방향에서 진심으로 애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교화할 수도 있었기 때문
이다. 그런 점에서 옥동의 만시는 그가 추구하고 있었던 세계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추구하
고 있었던 세계까지 서술하여 죽은 사람을 稱揚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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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結論
옥동 이서는 생의 대부분을 은거지에서 은거하여 讀書․修道하며 講學하는 삶을 살았다.
따라서 그의 삶은 조선 후기 당대 그의 가문에 몰아닥친 정치적 풍파에서 한걸음 물러서 있
는 것이었고, 그만큼 그는 개인적․사회적 수양을 최상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도덕적 수
양을 최상의 가치에 두고 있었던 옥동의 의식은 주변 인물들의 죽음을 접하고 쓴 만시에서
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의 만시는 죽은 사람에 의해 야기된 결핍이 주는 비탄의 정서보다는 죽은 사람의 삶을
되짚어 칭양하는 모습으로 구현되었는데, 이는 옥동과 그의 주변 인물들이 지니고 있었던
인식과 세계관에 기인한 것이라 보인다. 옥동은 주변 인물의 죽음을 통해 느낀 서러움을, 서
러움으로만 표현하는데 그치기보다는 서러움을 넘어서 살아있는 주변 인물들에 대한 교육
의 계기로까지 활용하고자 했다. 따라서 그의 만시는 죽은 사람의 생전 행적과 삶의 지향점
을 묘사하고 이를 통해 죽은 사람이 추구했던 삶이 가지는 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내어 칭송
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옥동의 만시가 지니는 이와 같은 특성은 그의 만시가 만시 창작의 근본적인 이유에서 멀
어진 것 같이 보이게 만들기도 하지만, 옥동이 죽은 사람의 평소 행적과 성품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만시를 통해 죽은 사람을 진심으로 추모하고 宣揚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옥동의 만시가 만시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옥동의 만시가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특성을 옥동만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옥동의 만시가 지니는 특징적인 면모는 조선조 도학자들의 만시 대부분에
서 확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격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옥동이 한평생 이와 같은 성격의
만시를 창작하였다는 것에서도 짐작이 가능하다. 만시가 지니는 일반적인 속성을 고려해 볼
때 옥동의 만시가 당대 도학자들의 만시와 괴리된 그만의 독특한 것이었다면 그의 만시는
당대 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만큼 그가 만시를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
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만약 그의 만시가 만시의 일반적인 기능을 도외시한 교육적 도구로
만 인지되었다면, 그의 만시는 당대 사회에서 외면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역시 만시
창작을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옥동의 만시는 조선조 도학자들의 만시가 지니는 전형적인 모습의 하
나를 확장한 것이라고 유추된다. 다만, 이와 같은 생각을 구체화하고 확언하기 위해서는 당
대 창작된 도학자들의 다양한 만시와 옥동의 만시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이 그와 같은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글은 조선조
당대 도학자들의 만시가 지니는 보편적 속성 탐색을 위한 시론의 하나가 된다는 한계를 지
닌다. 이 한계의 극복은 다음 글에서 기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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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강, ｢寒岡 挽詩의 성격 연구｣, 국어교육연구 46, 국어교육학회, 2010. 247~248쪽
최재남, 韓國哀悼詩硏究,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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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환선생의 ｢玉洞 李漵의 輓詩를 통해 본 朝鮮朝 輓詩의

一 樣相｣에 대한 토론문
남재철(명지대)

윤재환 선생님의 논문을 통해 도학자로서의 玉洞 李漵1662~1723의 만시가 지니는 특성과
의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내공이 없이는 쉽게 나올
수 없는 훌륭한 논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서에게 있어서의 만시는 도덕적으로 가치 있게
살았던 한 인물의 삶을 칭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는 교육적 도구였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 논문 완성에 도움이 될까 하여, 아울러 훌륭한 논문에 대해서
는 곧잘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 닥치는 대로 질의를 퍼붓는 일부 한국한문학계의 계
승할 만한 전통에 힘입어서 질의가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두어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본 논문만을 통해서는 도학자 이서의 만시와 일반 문사들의 만시가 지니는 성격의 차
이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만시를 창작함에 있어서 일반 문사들은 悲嘆
을 위주로 하고, 이서와 같은 도학자들은 稱揚을 위주로 한다는 점은 수긍이 됩니다만,
본 논문의 내용만을 통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道學者 輓詩의
性格 糾明’을 하나의 목표로 삼은 이상, 도학자 이서의 만시와 일반 문사들의 만시가
지니는 성격의 차이를 점검하는 항목의 추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이서의 만시가 지니는 세 번째 특성으로 ‘개인 정서의 억제’와 ‘전고의 사용’을 들었습
니다. “제한되고 절제된 정서를 유지하면서 교육적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옥동이 선택
한 서술 기법은 전고의 사용이었다고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본
논문의 서술 내용은 다소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인용한 시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개
인 정서의 억제’와 ‘전고의 사용’이라는 측면이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으며 기술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 다음은 질의 항목으로 넣기에 적절하지 않은 지극히 지엽적인 것들입니다. 참고만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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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바랍니다.
(1) 2장에서 ‘현실과 이승이라는 서로 다른 세계’, 3장에서의 ‘이중보는 내종형, 이수는 종
형제’, ‘시부모님을 보실 때’, ‘모두 옥동 후학들의 만시’이헌휴는

이서보다 나이가 많음

등과

같이 다듬어지지 못한 표현들이 발견됩니다.
(2) “一識荊州面 형주에서 한 번 만난 그 뒤로부터/형주의 얼굴 한 번 알게 된 후로 常存懷抱中 늘
상 마음 속에 두어 왔으니”는 원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해석입니다. 여기에서
의 ‘荊州’는 형주자사 韓朝宗을 가리키는 것으로, 아시다시피 이백의 ｢與韓荊州書｣에
“생전에 만호후에 봉해지지 못할진댄, 오직 한번 한 형주를 만나는 것이 소원이다.生不
用封萬戶侯, 但願一識韓荊州”라고

하였습니다.

(3) 鄭洙閔이 郡守 柳潝의 큰 사위가 아닌가 생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주가 달려 있
는데, 洪潾이 洪箕敍의 큰아들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이 없
습니다. 옥동 이서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는 독자들을 위해 이서가 숙부 李周鎭에게
출계하였고, 이주진의 사위가 홍린이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4) ｢代姻叔題挽｣시가 정말로 ‘누군지 모르는 상대방을 위해’ 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고모부를 대신하여 만시를 써준 것은 맞지만, 이서도 망자를 알고 있을 수 있
다고 봅니다. 만약 정말로 이서가 망자를 전혀 몰랐다면, 이 시는 결국 거짓 정서를 드
러낸 것으로, 도학자다운 것으로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斑斑雙袖淚龍鐘 두 소매에 얼룩덜룩 눈물 흥건하구나.”라고 한 표현이 정말로
‘서러움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두 소매에 얼룩덜룩 눈물
흥건하리라’라고 해석하여, 즉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볼 수 없는지요.
(5) ｢哭鄭戚丈搏｣과 ｢挽金處士碩堅丈｣시 속에서 정말로 ‘옥동의 정서는 극도로 절제되어
드러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怊悵’이니 ‘含悲’니 ‘思黯然’이니 하는 정서의 표
출이 다분한 표현들을 두고 볼 때 ‘극도로’라는 표현은 어색합니다. ‘이후 시기의 시에
서 볼 수 있는 감정과 욕구의 깊이 있는 절제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하
는 생각’과도 분명 괴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6) 겨우 5살 난 딸 맹경을 잃고서 지은 시에 대해 ‘감정의 절제를 넘어 감정의 消去나 制
約으로까지 나아갔다고도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한 것도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 합
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극도로 강화되어 표현된 것으로 읽
힙니다. 억지로 참으며 상황에 순응하려고 노력하는 애절한 모습은 독자로 하여금 더
욱 진한 슬픔을 자아낸다고 봅니다. 이 시의 경우는 다른 만시들과는 차별화되는 성격
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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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염부주지｣에 나타난 생명관과 자연관
-사상적 논리와 서사적 논리의 관계 탐구를 중심으로김창현(공주교대)

1.
2.
3.
4.

서론
구조적 특징과 서사적 지향-소설적 진실의 추구
개연성 정립의 논리-일리론에 입각한 자연관과 생명관
경세의 욕망과 그 초극

1. 서론
이 글은 앞선 논문들에서 세운 금오신화의 체재에 대한 입론을 바탕으로 ｢남염부주지｣
에 나타난 작가의 주제의식과 이를 구현하는 작품의 미학적 기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글은 ｢남염부주지｣를 개별적인 한 작품이면서 동시에 금오신
화라는 저작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 저작의 5작품들은 저마다 색깔이 다른 작가의 욕망을 표현하면서 한편으로 그 욕망을
대리충족하거나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1) 금오신화의 모든 주인공들이 모두 작가의 분신
이랄 수 있지만 특히 ｢남염부주지｣의 주인공, 박생은 작가의 사상과 처지를 직접적으로 드
러내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이 때문에 이 작품은 내용인 사상과 이를 드러
내는 문학적 방식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기존의 연구들도 이 지점을 간과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진경환은 작가의 사상과 서
사적 실상 사이의 거리를 ‘반어’라는 문학적 표현 방식을 통해 해명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허원기는 진경환의 고찰을 출발점으로 삼아 ｢조동오위요해｣와 ｢십현담요해｣의 사상을 원용
하여 작품을 해명하고자 했다.2) 특히 허원기의 논문은 기존의 여러 논점들에 대해 진일보한
1) 김창현, ｢금오신화의 체재에 나타난 창작방법과 비극적 낭만성｣, 인문과학 45집,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2) 진경환, ｢｢남염부주지｣의 반어｣, 고전문학연구 13집, 한국고전문학회,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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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논문들은 보다 앞선 논문들이 부딪힌 장벽을 허문 것이 아니라
우회했다고 하겠다. 우선 ｢조동오위요해｣와 ｢십현담요해｣의 간행 시점은 물론 그 집필 시기
가 ｢남염부주지｣의 집필 시기에 앞선다는 증거가 없다. 물론 김시습이 조동선 사상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얼마나 수용하고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다. 또 ｢남염부주지｣ 자체가 작가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는데 작품 밖으로 나가
다른 사상을 끌어들여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집필당시의 작가가 작품에서 표명하고 있는
‘일리론’만큼 조동선 사상에 심취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작가가 불교적 상상력을 작품에 수용하고 있고, ｢남염부주지｣에서뿐 아니라 ｢조동오
위요해｣에서도 유학을 기반으로 불교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3)
｢남염부주지｣를 읽었다면 누구든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점이 둘 있다. 하나는 이 작품이
주인공 박생과 염마의 대화를 통해 어떤 사상, 혹은 사상들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작품이 허구서사, 즉 소설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은 사상을 허구적 설
정 속에서 표현했다는 것인데, 이 작품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의문도 여기에서 출발
해야 할 것이다. 사상, 그 자체를 표현하고자 했다면 소설보다는 더 효과적인 글쓰기 방식이
많기 때문이다. 왜 작가는 사상을 소설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
는 그 사상의 내용과 서사적 표현방식 양쪽에 고른 관심을 지니고 그 관계를 궁구해야 한다.

2. 구조적 특징과 서사적 지향-소설적 진실의 추구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들은 모두 일정한 공통점을 지닌다. 그것은 인물과 배경이 이원
적이라는 것이다. 현실적 인물과 공간, 그리고 이와 차원을 달리하는 비현실적 인물과 공간
으로 서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관계를 살피는 것이 그 형식적 특징에 접근하는 첩경이
된다. 또한 이 인물과 공간의 관계가 결국 어떤 결말을 얻게 되는지를 보면 그 미적 지향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그럼 먼저 현실적인 일상 인물과 현실시공간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작품은 그 시
간적 배경이 성화 초년, 즉 조선 세조 11년인 1465년이며, 공간적 배경이 경주이다. 이때는
1435년생으로 알려진 작가가 만30세가 되는 해이며, 경주에 터를 잡고 머무르기 시작했던
시기이다. ｢만복사저포기｣의 시간적 배경이 특정되지 않은 점이나 ｢이생규장전｣, ｢용궁부연
허원기, ｢｢남염부주지｣ 지옥공간의 성격과 의미｣, 동아시아의 공간관, 경인문화사, 2007.
3) 김시습이 불자 이전에 유학자로서 자기정체성을 규정한 언급이 꽤 된다. 그가 불교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유학
을 ‘우리 도吾道’로 인식하고 있었고, 금오신화 집필시기로 제한하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특히 ｢남염부주
지｣ 안에서도 유학을 불교보다 우위에 놓고 보는 시각이 여러차례 나타남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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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이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는 시간적으로 작가의 집필시기
에 대단히 밀착된 때이다. 또 세조 때 평양으로 설정되어 있는 ｢취유부벽정기｣와 비교해도
그 시공간이 작가의 실존공간에 매우 밀착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다음의 표를 통해
알아보자.4)

작품

일상
인물

만복사
저포기

양생

비일상
인물

현실
공간

비현실
공간

공간적
구성

처녀

남원
만복사

개녕동
무덤

현실/이계의
일원성

개성
낙타교/선죽리

개성
옛집

현실/이계의
일원성

죽음

감성적
의리

선녀

평양
부벽정

평양
선계

현실/이계의
양면성

이계귀의
―선관

역사적
감성

염왕

경주
박생 집

염부주

현실/이계의
이원성

이계귀의
―염왕

유가적
경세

용왕

개성
박연폭포

용궁

현실/이계의
이원성

부지소종

도교적
초극

귀녀

이생
규장전

이생

부인

고려

귀녀

취유부
벽정기

홍생

남염
부주지

박생
(세조)

용궁
부연록

한생

세조

고려

결말
부지소종
不知所終

不知所終

미적
지향
불교적
초극

사실 ｢취유부벽정기｣와 ｢남염부주지｣는 다른 작품에 비해 작가 자신의 의식을 더 직접적
으로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취유부벽정기｣가 작가의 역사관을 보여준다면, ｢남
염부주지｣는 작가의 경세관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사유를 직접 드러낼 때 그 시
공간적 배경을 자신의 실존공간에 밀착시키는 것은 작품의 내용을 자기 이야기로 보아달라
는 작가의 요청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은 다른 한편으로 작품의 허구적 개연성을 손상시
킬 위험이 있다.
그런 점에서 흥미로운 것이 이 두 작품의 또 다른 공통점이다. 이 두 작품은 다른 세 작품
과 달리 모두 이계에 귀의하여 직분을 맡는 것으로 결구된다. 이 같은 결말은 관련된 두 가
지 효과가 있는데, 그 하나는 허구로 서사된 이야기의 신빙성을 강화하여 여운을 남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의 효과를 통해 서사와 함께 진술된 사상주제의 진실성을 심화한다는
것이다.
또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금오신화의 첫 작품인 ｢만복사저포기｣와 두 번째 작품인
｢이생규장전｣은 모두 현실공간과 비현실공간이 서로 연속되어 있거나 중첩된 공간의 일원
4) 이 표에 대해서는 위의 글, 1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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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여주다가 세 번째 작품인 ｢취유부벽정기｣에 오면 이원화된 천상과 중첩된 공간인 부
벽정이 공존하는 양면성을 보여준다. ｢남염부주지｣는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 중 네 번째
작품인데, 이 작품과 다음 작품인 ｢용궁부연록｣은 모두 현실공간과 비현실공간이 철저하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또 다른 공통점이다. 이는 두 작품이 설정하고 있는 비현실공간이 저
승과 용궁이라는 철저하게 허구화된 공간이기 때문으로 현실공간의 인물인 주인공이 그 곳
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이한 존재의 초대와 꿈이라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물론 서사의
허구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종합하면 ｢남염부주지｣는 철저히 이원적인 비현실공간을 택해 그 허구성을 강화하고 이
계귀의의 결말을 통해 서사의 신빙성과 주제의 진실성을 심화한다고 할 것이다. 즉 이 작품
은 허구를 통해 주제의 진실성을 강화하는 글쓰기 전략을 쓴 것이다. 말하자면 허구적 진실,
혹은 소설적 진실을 추구한 것이다. 문제는 이 작품이 추구하는 주제가 논리로 뒷받침되어
야 하는 사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허구를 통해 이 사상의 감성적 심화를 도모
할 수 있지만, 사상의 논리와 서사의 논리가 서로 모순을 빚는다면 이 작품의 소설적 진실
을 뒷받침하는 개연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점은 이 작품의 이해에 대단히 중요하다.
기존의 많은 논자들이 이 작품의 서사 논리와 사상이 충돌하고 있음을 지적해 왔기 때문이
다. 만일 이 작품에 표명된 사상이 지옥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 작품의 서사는 그 지옥을 긍
정하고 있다면 이 작품의 개연성은 심각한 하자를 지닌다고 할 수밖에 없다.

3. 개연성 정립의 논리-일리론에 입각한 자연관과 생명관
허구성의 강화와 신빙성의 강화라는 서로 다른 방향의 지향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개연성
이 필요하다. ｢남염부주지｣에 있어서 이 개연성은 표명된 사상이 서사적 허구를 용인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먼저 표명된 사상을 살펴보자. 거듭 지적되어 온 것처럼 ｢남염
부주지｣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 서두에 표명되어 있는 ‘일리론一
理論’일

것이다.
일찍이 천하의 이치는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들었다. 하나라는 것은 두 이치가 아님을 말한

다. 이치라는 것은 성性을 이름이요, 성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하늘이 음양오행陰陽五行
으로 만물을 만들 때 기氣로써 형체를 이루었는데, 이理도 또한 품부稟賦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른바 이치란 것은 일상 사물에 있어서 각각 조리條理를 가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비와 아들
사이에서는 그 친함을 다해야 함을 이름이요,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는 그 의리를 다해야 함을
이름이요, 남편과 아내,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는 각각 당연히 해야 할 길이 있음을 이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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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이른바 도道이며, 우리 마음속에 이 이치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 이치에 따른다면
불안이 없을 것이요, 이 이치를 거슬러서 성性을 어긴다면 재앙이 미치게 될 것이다. 궁리진성窮
理盡性은

이 이치를 연구하는 일이고, 격물치지格物致知 또한 이 이치를 연구하는 일이다. 대개 사람

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성性을 갖추고 있으며, 세상 사물에 또한
그 이理가 있는 것이다. 마음의 허령虛靈함으로써 성性을 좇아 그도를 지키며 사물에 나아가 이치
를 궁구하고 일에 따라 근원을 추적해서 그 극치에 이르고자 한다면, 세상의 이치가 나타나
분명해지지 않을 리 없으며 이치의 지극한 것이 마음속에 벌여지지 않을 리 없다. 이런 방법으
로 나아가면 천하와 국가도 포괄되지 않을 리 없으며 통합되지 않을 리 없다. 이렇게 된다면
천지에 참여해도 어긋남이 없으며, 귀신에 맞서도 현혹되지 않으며, 고금을 두루 거치더라도
도리를 잃음이 없을 것이다. 유학을 따르는 자가 할 일은 오직 이것이다. 천하에 어찌 두 이치
가 있을 수 있으리오. 저들 이단異端의 설을 나는 믿을 수 없다.5)

이 일리론은 중용과 주역를 참고하여 박생이 깨우친 사상을 요약한 것이다. 이를 다
시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주의 이치는 하나뿐이다.
② 이理가 곧 성이다.
③ 만물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화생化生한다.
④ 만물의 형체는 기로 이루어지며, 형체가 생길 때 이理도 부여된다.
⑤ 이理와 성을 거슬리지 않아야 한다.오륜을 예로 듬
⑥ 이를 궁구하며 살면 현혹되거나 어긋남이 없다.

이 사상은 전 우주에 통용되는 일원론적 자연관이다①. 그리고 이 사상의 근간은 ③과 ④
이다. 특히 이 ④를 중심으로 이 사상을 해석할 때 이 사상은 ‘일원론적 주기론’으로 불리며,
그 핵심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운행하는 기에 의해 우주만물이 화생한다는 것이다. 그
런데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이 일리론은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다만 이 이치를 아는 이는 귀신에 현혹되지 않는다. 귀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역시 이 이치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6)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 염마는 이렇게 설명한다.
5) 常聞天下之理, 一而已矣. 一者何. 無二致也. 理者何. 性而已矣. 性者何. 天之所命也. 天以陰陽五行, 化生萬物, 氣以
成形, 理亦賦焉. 所謂理者, 於日用事物上, 各有條理, 語父子則極其親, 語君臣則極其義, 以至夫婦長幼, 莫不各有當
行之路, 是則所謂道而理之具於吾心者也. 循其理, 則無適而不安, 逆其理而拂性, 則菑逮. 窮理盡性, 究此者也. 格物
致知, 格此者也. 蓋人之生, 莫不有是心, 亦莫不具是性, 而天下之物, 亦莫不有是理. 以心之虛靈, 循性之固然, 卽物而
窮理, 因事而推源, 以求至乎其極, 則天下之理, 無不著現明顯, 而理之至極者, 莫不森於方寸之內矣. 以是而推之, 天
下國家, 無不包括, 無不該合, 參諸天地而不悖, 質諸鬼神而不惑, 歷之古今而不墜, 儒者之事, 止於此而已矣. 天下豈
有二理哉. 彼異端之說, 吾不足信也.
6) 이 같은 사유는 다른 유학자들의 저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남효온의 귀신론 같은 것이 그것이다.
｢남염부주지｣에 나타난 생명관과 자연관(김창현) 171

귀鬼란 것은 음陰의 영靈이요 신神이란 것은 양陽의 영靈입니다. 대개 귀와 신은 조화의 자취요,
음과 양 두 기운의 양능良能입니다. 살아 있을 때는 사람이라 하지만, 죽었을 때는 귀신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7)
귀란 굽힌다는 뜻이요, 신이란 편다는 뜻입니다. 굽혔다가 펼 수 있는 것은 조화의 신입니다.
그러나 굽혔다가 펴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울결鬱結8)된 요괴들입니다. 조화의 신은 조화와
어울린 까닭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음양과 더불어 존재하나 그 형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괴들
은 울결된 까닭으로 인간과 혼동되고 사람들을 원망하며 그 형태가 있습니다.9)

이렇게 ｢남염부주지｣는 일리론에 근거하여 귀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일
리론은 다른 이치, 나아가 이 이치에 의해 운행되지 않는 별개의 세계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지옥의 부정으로 나타난다.
천지는 하나의 음陰과 하나의 양陽뿐이라 했습니다. 어찌 천지 밖에 또 다른 천지가 있겠습니
까? 그것은 틀림없이 편벽하여 바르지 못한 이론입니다.10)

만일 이 작품의 공간인 남염부주가 지옥이라면 이 작품의 개연성은 무너진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 부정하는 지옥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일찍이 불자들로부터 하늘 위에는 천당이라는 즐거운 곳이 있고 땅 밑에는 지옥이란
고통스러운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명부冥府에는 시왕十王을 배치하여 열여덟 지옥의 죄인을
문초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정말입니까? 또 사람이 죽은 지 이레가 지난 후 그 영혼을 위해
부처님께 공양드리고 제를 베풀며, 왕께 제사를 드리며 지전을 사르면 지은 죄가 면해진다고
했습니다. 비열하고 포악한 사람들도 왕께서는 너그러이 받아 주십니까?11)

지옥은 물론 천당까지 포함해서 이 사후의 세계는 일리론의 이치에서 벗어난 세계이다.
음양의 원리가 운행되지 않고 오직 즐겁거나 오직 괴롭기만 한 세계는 존재할 수 없다. 그
러므로 염마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음양의 도를 들어 천지 밖에 다른 천지가 있을
7) 鬼者, 陰之靈, 神者, 陽之靈, 蓋造化之迹, 而二氣之良能也. 生則曰人物, 死則曰鬼神, 而其理則未嘗異也.
8) 울결鬱結 : 가슴에 맺힌 것이 있어 풀어지지 않음.
9) 鬼者, 屈也. 神者, 伸也. 屈而伸者, 造化之神也. 屈而不伸者, 乃鬱結之妖也. 合造化, 故與陰陽終始而無跡, 滯鬱結, 故
混人物寃懟而有形.
10) 一日, 因浮屠, 問天堂地獄之說, 復疑云: “天地一陰陽耳. 那有天地之外, 更有天地? 必詖辭也.” 問之浮屠, 浮屠亦不
能決答, 而以罪福響應之說答之, 生亦不能心服也
11) 僕嘗聞於爲佛者之徒, 有曰: ‘天上有天堂快樂處, 地下有地獄苦楚處, 列冥[名]府十王, 鞠十八獄囚.’ 有諸. 且人死七日
之後, 供佛設齋以薦其魂, 祀王燒錢以贖其罪, 姦暴之人, 王可寬宥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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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박생의 진술을 반복하여 확증한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됨을 도道라고 했고, 한 번 열리고 한 번
닫힘을 변變이라 했으며, 낳고 또 낳음을 역易이라 했고, 망령됨이 없음을 성誠이라 하였습니다.
사리가 이와 같을진대 어찌 건곤乾坤 밖에 또 건곤이 있으며, 천지 밖에 또다시 천지가 있겠습니
까?12)

음양의 이치 바깥에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염왕은 귀신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며 영원한 존재도 아니라고 말한다. 특히 귀鬼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우
리와 동일한 원리에 의해 운행하는 같은 세계에 속해 있지만 두려워할만 존재가 아니라 연
약하고 일시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정신과 기운은 이미 흩어집니다. 혼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육신은 흙먼지
로 돌아가게 되니, 어찌 다시 어두컴컴한 저승 안에 머무르는 일이 있겠습니까? 또 원한을
품은 혼백과 횡사나 요절한 귀신은 그 정해진 죽음을 얻지 못한 탓에 기운을 펴지 못하니,
모래먼지 날리는 싸움터에서 시끄럽게 울기도 하고 생명을 버린 원한 맺힌 집에서 처량하게
울기도 합니다. 혹은 무당에게 위탁해서 사정을 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원망을
풀려고도 하는데, 비록 당시에는 정기가 흩어지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조짐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찌 명부에 헛된 모습이 있어 지옥의 벌을 받음이 있겠습니까?13)

결국 죽은 사람의 영혼을 강제로 소환하여 가두고 벌주는 다른 차원의 지옥은 없다는 것
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자들은 이 지옥, 명부의 부정이 곧 염마 자신과 남염부주의 부정
으로 확신해 왔다. 하지만 염마는 자신과 염부주의 존재마저 일리론의 이치 안에서 설명한
다.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며 용기를 내어 도적들을 토멸하였습니다. 그리
고는 죽어서 흉한 귀신이 되어 도적들을 죽여 없애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죽은 후에도 그
소원이 남아 있고 충의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흉악한 곳에 와서 군장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전생에 대역무도하거나 간흉스러운 자들
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의지해 살면서, 내게 구속을 받아 나쁜 마음을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14)
12) 古人曰 一陰一陽之謂道, 一闢一闔之謂變. 生生之謂易, 無妄之謂誠. 夫如是, 則豈有乾坤之外, 復有乾坤, 天地之外,
更有天地乎.
13) 至於死, 則精氣已散, 升降還源, 那有復留於幽冥之內哉? 且寃懟之魂, 橫夭之鬼, 不得其死, 莫宣其氣, 嗸嗸於戰場黃
沙之域, 啾啾於負命啣寃之家者, 間或有之, 或托巫以致款, 或依人以辨懟, 雖精神未散於當時, 畢竟當歸於無朕. 豈有
假形於冥地, 以受犴獄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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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인 염마는 정의에 대한 굳건한 의지 때문에 이 세계를 만년이나 다스려왔고 신령한
존재가 되었지만 영원한 존재는 아니다. 그 역시 시운이 다했다는 것이다. ‘정기가 흩어지지
않았을 때는 귀신이 되거나 윤회하는 것 같지만 영원할 수 없고 시간이 오래되면 결국 정기
가 흩어져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음양의 이치이기 때문이다.15)
염부주라는 공간 역시 일양일음의 이치 안에 존재한다. 영원히 고통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하나라나 주나라의 치세가 미치지 못한 혹독한 땅으로 간악한 귀신들만 사는 곳이
지만 세상 밖의 세상은 아니다. 물론 작가가 이 세계의 실재함을 믿는 것은 아니다. 이 세계
는 다만 일리론의 이치 안에 포섭될 수 있는 논리로 구성되기만 하면 된다. 이 세계가 불교
적 상상력에 의해 구성된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염마나 염부주의 인물들은 이 세계를 지
옥이나 명부로 지칭하지 않는다. 또 염부주, 염마의 염자炎,

燄를

불꽃의 의미로만 설명하여

한정하는 것도 이 세계를 불교의 지옥과 변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더구나 이 나라는 교화
를 통한 본성의 회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일리론의 이치 지향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4. 경세의 욕망과 그 초극
이 작품의 사상적 중심이 일리론에 있다면, 형상화의 중심은 박생의 죽음과 이계 귀의이
다. 읽기가 결말에 이르게 되면 그 결말은 서두의 원인이 된다. 다시 말해 결말에 의해 작품
이 처음부터 재해석된다는 것이다. 박생이 꿈에 염부주에 이르게 된 것은 그가 곧 그곳의
군장이 될 인물이기 때문이다.16) 염부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심이 없고 강직하며 결단
력이 있어야 한다. 박생은 뜻과 기상이 높고 권세에 굽히지 않았으며 일찌기 태학관에 들어
갈 정도로 실력이 있었지만 과거에 한번도 합격하지 못해 불만이 많았다. 염마가 염부주의
왕이 된 이유가 자신의 충의를 다 펴지 못해 그 소원이 남은 데 있었기 때문에 정직함 외에
불만도 이유가 된다.17)
더욱 중요한 것은 일리론이다. 일리론의 이치에 통달하면 ‘천지에 참여해도 어긋남이 없
으며, 귀신에 맞서도 현혹되지 않으며, 고금을 두루 거치더라도 도리를 잃음이 없어 천하 국

14) 我在世, 盡忠於王, 發憤討賊. 乃誓曰: ‘死當爲厲鬼, 以殺賊!’ 餘願未殄而忠誠不滅, 故托此惡鄕爲君長. 今居此地而
仰我者, 皆前世弑逆姦兇之徒, 托生於此, 而爲我所制, 將格其非心者也.
15) “사람이 윤회輪廻에서 그치지 않고 이승을 떠나면 저승에서 산다는 말에 대해 들려주시겠습니까?” “정기가 흩어
지지 않았을 때엔 윤회할 것 같기도 하지만, 시간이 오래 되면 정기가 흩어져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16) 어쩌면 그런 이유로 염마의 신통력이 박생을 자신에게로 이끌었을 것이다.
17) 염마는 지금 신적인 존재지만, 그가 처음 염마가 되었을 때는 그 동인의 하나는 결여였다. 즉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죽어 원귀가 되는 이유와 같다. 다만
염마의 소원은 정직한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박생의 불만도 같은 계열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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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통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일리론에 의해 박생은 백성을 현혹하는 불교식 장례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다. 제와 재물을 통해 죄를 면하려는 관습이 지닌 부조리한 욕망을 비
판하는 것이다. 일리론의 이치로부터 경세의 책에 이른 것이다.
작가는 자신의 성품과 실력, 처지, 깨달음을 박생의 형상 위에 올려놓고 있다. 그리고 세
상이 알아주지 않은 그를 염부주의 군장인 염마가 불러 나라를 다스리는 지위에 오르게 한
다는 설정을 했다. 자신이 품은 경세의 꿈을 그렇게 형상화한 것이다.
이 꿈은 불교적 상상력을 통해 형상화된다. 일리론에 의해 재구성되었다 해도 남염부주는
지옥과 남염부주南閻浮洲에서 염마는 염마왕閻魔王과 지장보살에서 그 이름과 형상을 가져왔음
이 분명하다. 불교에서 가져온 지옥의 공포스런 형상은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이 작품에 팽
팽한 긴장감을 부여한다. 또 염마의 경우는 교화를 지향하는 선군의 이미지도 지니는데 이
는 지장보살의 이미지를 유학적으로 변용한 것일 수도 있다.18)
이렇게 보면 작가는 유자로서 자신의 사상과 욕망을 불교적 형상을 활용하여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작가에세 이것은 모순이 아닌데, 궁극적으로 유학과 불교의 도가 서로 합치한다
는 생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염마의 입을 통해 유학은 대인의 도요, 불교는 소
인의 도라고 평하기도 한다.
주공과 공자의 가르침은 정도正道로써 사도邪道를 물리치는 일이었고, 석가의 법은 사도로써
사도를 물리치는 일이었습니다. 정도로써 사도를 물리치는 것은 그 말이 정직한 법이고, 사도
로써 사도를 물리치는 것은 그 말이 황탄한 법입니다. 정직함으로 군자가 따르기 쉽고, 황탄함
으로 소인小人이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서는 모두 군자와 소인들로
하여금 마침내 바른 도리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요, 모름지기 세상을 미혹시키고 백성을 속여서
사악한 도道로써 그릇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19)

우리는 앞에서 작가가 불교식 장례법이나 천국, 지옥을 강하게 부정한 것을 살펴본 바 있
다. 작가에게 그것들은 아직 지극한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니고 황탄한 것이다. 그러나 황탄함
으로써도 사도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불교의 공효를 인정하고 있다.
｢남염부주지｣가 흥미로운 소설이 되기 위해서는 불교적 상상력이 필요했고, 그것이 황탄
한 데 머물지 않고 소설적 진실을 추구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사적 형상과 그 내
용을 합치시키는 개연성의 확보가 요구되었다. 이 개연성은 특히 박생의 죽음과 이계 귀의
라는 결말의 의미를 살리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작품을 읽는 독자에게 또 작품을 쓰는 작

18) 허원기, 앞의 책, 167~170쪽 참조.
19) 周孔之敎, 以正去邪, 瞿曇之法, 設邪去邪. 以正去邪, 故其言正直, 以邪去邪, 故其言荒誕. 正直故君子易從, 荒誕故
小人易信, 其極致, 則皆使君子小人, 終歸於正理, 未嘗惑世誣民, 以異道誤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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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게 있어서도 이 심각한 결말이 오로지 허황될 뿐이라면 이 작품은 실패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작가는 이 결말의 신빙성을 최대화하는 서술을 한다.
그가 선화하려던 날 저녁, 신인이 사방 이웃들의 꿈에 나타나 고하기를, “당신 이웃 모공이
장차 염라왕이 될 것이오” 했다.20)

박생이 스스로 죽음을 알고 준비한 뒤 의원과 무당도 물리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에 더
하여 신인이 여러 이웃들의 꿈에 박생의 염라왕 됨을 고함으로써 꿈으로 처리된 염마와의
언약이 실현되었음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계 귀의는 ｢취유부벽정기｣에서와 마찬가
지로 현실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시습은 이 같은 결말을 통해 현실에서
의 욕망을 넘어서고자 했던 것이다. 그 초극의 의지가 이 작품의 결말로부터 이 작품 전체
를 미적으로 재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염마는 선위의 글에서 박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스스로에게 들
려주는 위로이기도 할 것이다.
오호라. 그대 동국의 아무개는 정직하고 무사하며 강직하고 결단력이 있어 좋은 자질을 갖추
어 어리석은 이들을 깨우쳐 줄 재주가 있도다. 살아생전에는 비록 영화가 없었지만, 죽은 후에
는 기강을 바로함이 있을 것이니 억조창생이 길이 의지할 이 그대 아니면 누구인가.21)

그러나 김시습에게 귀신이나 윤회는 인간의 삶이나 마찬가지로 한시적이고 덧없는 것이
다. 악독한 땅 남염부주를 배경으로 유자로서 가슴에 품은 경세의 꿈을 펼쳐본 그는 자연의
신비를 품은 ｢용궁부연록｣에서 인간 삶의 덧없음을 유희한다. 그 유희가 가능한 것은 우주
의 이치에 대한 공경심이 있기 때문이다.22)

20) 其將化之夕, 夢神人告於四鄰曰: “汝鄰家某公, 將爲閻羅王者”云.
21) 咨. 爾東國某, 正直無私, 剛毅有斷, 著含章之質, 有發蒙之才, 顯榮雖蔑於身前, 綱紀實在於身後, 兆民永賴, 非子而
誰.
22) 일리론은 ｢남염부주지｣에서 표명되고 ｢용궁부연록｣에서 존숭되지만 금오신화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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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체적 생명과 사회적 생명
“신들이 영지, 선약, 신선을 찾아다녔으나 매번 만나지 못했는데 마치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황제께서 때때로 비밀스럽게 다니시어 악귀를 물리치십시
오. 악귀가 물리쳐지면 진인이 올 것입니다. …… 황제께서 거처하시는 궁궐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신다면 아마 ‘불사의 약’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臣等求芝奇藥仙者常弗遇, 類物有害

之者. 方中, 人主時爲微行以辟惡鬼, 惡鬼辟, 眞人至. …… 願上所居宮毋令人知, 然后不死之藥殆可得也.” 史記｢秦始皇本紀｣

不死의 약을 얻을 수 있다는 盧生의 건의에 따라 진시황은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朕’이라
는 칭호를 내려놓고, 眞人으로 불릴 것을 원했다.1) 진시황은 거처를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
다는 금기를 지기키 위해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았고, 비밀을 누설한 자들을 잔인하게 살륙
했다. 위대한 제국을 소유했던 황제의 마지막 꿈은 ‘불사의 약’이었다.
진시황은 중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황제가 분명하다. 그런데 또 다른 시선으로 보자
면, 그는 불사약을 얻기 위해 동남동녀를 파견하고 생명의 연장을 갈구했으며 죽음 이후에

1) “짐이 평소 진인을 흠모했으니 이제부터 스스로를 진인이라고 부를 것이며 짐이라고 부르지 않겠노라.吾慕眞人, 自謂
眞人, 不稱朕.” 史記｢秦始皇本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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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돌아갈 집인 무덤을 축조하는 데 공을 들였지만, 결국 길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은 외
로운 한 사람일 뿐이다. 생명, 삶은 모든 인간이 품었던, 또 품고 있는 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고대인들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丹藥을 복용하고, 무당을 부르며, 제사를 지내고
무덤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고대 중국에는 이처럼 이생의 삶을 갈구하는 도도한 흐름이 있었던 반면, 목숨을 초개처
럼 내던지고 삶을 스스로 마감하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삶을 연장하기
위해, 또는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고안했던 사람들을 비웃는 듯이 보이기도 한
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극단으로 내몰았던 것일까?2)
‘생명’을 비슷한 의미를 가진 ‘生’이나 ‘삶’과 바꾸어 읽어보면, 생명의 함의는 보다 넓어
지고 깊어진다. 인간은 생물학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자연생명을

가진 존재지만, 사회적 존재

이기도 하다는 점을 다시 상기한다면, 인간이 가진 윤리적/사회적/관계적 생명도 무시할 수
없게 된다.3) 생명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생명연장술, 연단술, 도교에 집중되어 왔으나, 최근
‘生’ 또는 생명이라는 문제를 다루며, 이를 윤리적․도덕적‧관계적 차원에서 규명하려는 연구
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생명의 외연을 확장하고, 생명개념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때로 윤리적/사회적/관계적 생명은 자연생명보다 더욱 커다란 의미를 부여받기도 한다.4)
그것이 자연 생명이든 사회적 생명이든 ‘생명’은 소중한 것이며, 그것을 잘 유지하려는 노력
은 고대로부터 끊임없이 지속되었는데, 呂氏春秋｢貴生｣ 편에서 생명에 대한 고대인의 사
유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자화자가 말하기를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이고, 삶을 이지러지게 하는 것이 그
다음이며, 죽는 것이 그 다음이고,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가장 아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삶을 존중한다는 것은 삶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2)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는 생명은 무엇인가What is Life에서 유기체생명체인 인간을 작은 원소의 단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인지하는지 하는 문제는 정말로 자연과학과 인간의 이해력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르빈 슈뢰딩거, 서인석‧황상익 옮김, 생명이란 무엇인가, 한울, 2001, p.34)이라고 말한
다. 인간을 생물학적/물리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지만, 그 생명을 어떻게 인지하고 결정하는가의 문제는 많은 부
분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생은 불가능하지만, 인간은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의 생명
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인간의 느낌이나 인지,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법하다.
3) 卓新平, ｢“생”의 정신: 중국 종교 속에 나타난 생명의 의의와 생존의 지혜｣, 신종교연구(12), 2005; 이향만, ｢중
국 선진사상에 나타난 생명관｣, 가톨릭철학(16), 2011 등. 卓新平은 ‘生’을 논하면서 ‘人際인간관계’를, 이향만은
선진 시기의 생명관을 ‘자연 생명관’, ‘사회적 생명관’, ‘극단적 생명관’, ‘도덕적 생명관’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향만, ｢중국 선진사상에 나타난 생명관｣, pp.5-35)
4) 이 발표문에서 살펴볼 윤리적, 사회적, 관계적 생명은 명쾌하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합집합과 교집합을 이루며
겹쳐지는 점이 있다는 것도 언급한다. 이 발표문에서는 이들을 포괄하여 ‘사회적 생명’, ‘사회적 존재’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함을 일러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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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가지 욕정이 모두 그 마땅한 바를 얻은 것을 뜻한다. …… 삶을 괴롭게 만든다는 것은
여섯 가지 욕정이 그 마땅한 바를 얻지 못한 것으로서, 모두가 삶이 매우 싫어하는 것만을
얻었을 뿐이니, 굴복服이 이것이고 수치辱가 이것이다. 수치 가운데서는 不義보다 큰 것이 없으
므로, 불의는 삶을 괴롭게 만든다. 삶을 괴롭게 하는 게 불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삶이
괴로우면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것이다. …… 그러므로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것이다.

子華子曰, 全生爲上, 虧生次之,死次之, 迫生爲下. 故所謂尊生者, 全生之謂. 所謂全生者, 六欲皆得其宜也. 所謂虧生者,

六欲分得其宜也. …… 所謂迫生者, 六欲莫得其宜也, 皆獲其所甚惡者, 服是也, 辱是也. 辱莫大於不義, 故不義, 迫生也, 而迫生非獨不義也, 故曰迫生
不若死. …… 故迫生不若死. 呂氏春秋｢貴生｣5)

“生을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가진 呂氏春秋｢貴生｣편에서는 삶의 소중함을 강조하면
서, 삶이 어떠한 요인 때문에 괴로워질 수도 있고, 그 괴로움은 죽음만큼이나 절실하며, 어
떤 삶은 죽음보다 못하다고 설명한다. “괴롭게 사는 것은 죽는 것만 못하다迫生不若死”는 표현
은 삶의 괴로움이 지극하다는 것을, 때로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는 것을, 더 나아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죽음의 가능성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같은 기록인 呂氏春秋｢節葬｣에서는 당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정교하게
고안된 養生術이 있었고, 심지어 養生의 도구들이 무덤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정반대
의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6)
죽음보다 못한 삶을 운위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언명은 ‘죽음에 이르는 병’과 크
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죽음보다 못한 삶을 만든 요인으로 지목된 만든 것이 굴복服과 수치
辱이며

‘不義’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不義라는 것 자체가 육체적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不義는 사회적 생명에 심각한 손상을 입힘으로써, 육체적 생명에 위
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7) 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었을 때, 또한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긍정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사유라 할 수 있다. 육체적 생명을 소중
히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굴복과 수치가 죽음에 비견될 만큼의 고통이라고 한다
면, 사회적 생명의 크기와 깊이를 가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고대의 ‘생’이나 ‘삶’은 내용과 형식이 동시에 의미를 얻는 것이었다. “삶의 의미를 안다
는 것은 바로 사회적 생명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찍이 공자는 제자들이
자연생명에만 머물지 말고 사회적 생명으로 나아가도록”8) 일깨웠던 것이다. 공자의 이러한
사유는 통생명의 자연생명이 공생명인 사회적 생명으로 발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9)
5) 呂氏春秋의 번역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김근 역주, 여씨춘추(1), 민음사, 1993.
6) “諸養生之具, 無不從者.”(呂氏春秋｢節喪｣)
7)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선진시대 ‘생명의 학문’이라 함은 삶의 의의와 가치 실현을 중심내용으로 삼았다”(전병술,
｢유가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생명연구(22), 2011, p.192.)는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8) 이향만, ｢중국 선진 사상에 나타난 생명관｣, p.16.
9) “공자의 결단은 인간의 자연생명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생명 안에서 그 본래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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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생명과 깊은 관련을 갖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형벌이다. 인류사회와 더불어 발전해
온 형벌은 공동체에 의해, 공동체를 위해 고안된 것이다. 형벌은 육체적 고통을 통해 교화나
矯正을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하지만, 어떤 형벌은 심적 고통이나 수치를 주기 위해 시행되
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죄인은 사회적 생명에 심각한 손상을 입음으로써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 섬세하게 고안된 養生術로도 결코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일 것이
다. 이 발표문에서는 후자의 형벌로 고통 받았던 고대의 두 인물인 屈原과 司馬遷을 통해,10)
사회적 생명에 대한 고대인의 사유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적 생명과 형벌
고대 중국의 형벌에 대한 기록은 尙書로 거슬러 올라간다. 尙書｢呂刑｣편에는 세상에
행해지던 몇 가지 체형이 소개되어 있는데, “코 베고劓, 귀 베고刵 거세하고椓 먹줄 넣는黥/墨
형”을 포함한 五刑이 대표적이다.11) 때에 따라 刵形은 刖刑으로 대체되어 쓰이기도 하는
데,12) 이들 형벌은 시행하는 방법, 고통을 가하는 방식이나 정도에 따라 다시 세밀하게 나뉜
것으로 보인다. 漢書｢刑法志｣에는 이들이 각기 오백 가지로 구분된다고 기록되어 있다.13)
고대의 형벌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심리적 보상보다는 잘못한 사람에 대한 응징의 의
미가 컸던 듯하다. 許進雄은 고대 중국에서 형벌을 받는 주요 대상은 異族이었으며,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자기 종족에게는 그런 형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물론 후대로
가면서 異族에게 사용하던 형벌이 점차 同族에게 시행되기는 했지만,14) 초기 시행의 주요한
것이다. 여기서 통생명의 자연생명은 공생명의 사회적 생명으로 발전하게 된다. …… 공자의 생명관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살아가는 주체가 되게 하고, 살아있는 의미를 찾게 하며, 생명이 지향하는 바를 좇아 지선의 경
지에 도달하도록 수행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었다.” 이향만, ｢중국 선진 사상에 나타난 생명관｣, p.17.
10) 고대라 하더라도, 屈原은 司馬遷의 史記｢屈原賈生列傳｣의 기록이 주요한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漢代 초기
의 ‘사회적 생명’에 관한 논의로 바꾸어 읽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11) 秦光豪, ｢商‧周時代의 體刑-古文字를 위주로｣, 社會科學論叢(6), 1991.
“왕이 말했다. "옛날에 경계할 본보기가 있으니, 치우가 처음으로 난을 일으키자, 화가 평민에까지 미쳐서, 도적
이 되어 의로운 이를 해치고 도적질하여 빼앗고 가로채며 경건한 마음을 왜곡시키지 않음이 없었다. 묘족의 백
성들이 하늘에서 타고난 신령한 마음을 쓰지 않고 형벌로 제압하여 오직 다섯 가지 학대하는 형벌을 만들어, 법이
라 이름하고, 죄 없는 자들을 살육하니, 이에 처음으로 코 베고, 귀 베고 거세하고 먹줄 넣는 형을 지나치게 행
하여, 이에 모든 것을 법에 걸어 아울러 제압하니, 변명하는 말에 차이가 없었다王曰, 若古有訓. 蚩尤惟始作亂, 延及于平民, 罔不
寇賊, 鴟義姦宄, 奪攘矯虔. 苗民弗用靈, 制以刑, 惟作五虐之刑曰法, 殺戮無辜. 爰始淫爲劓刵椓黥, 越玆麗刑幷制, 罔差有辭.” 尙書｢呂刑｣. 尙書 기
록의 해석은 다음을 따랐다. 이기동 역해, 서경강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12) 刵形은 刖刑, 剕刑 대신 五刑의 범주 안에 포함되기도 한다. 秦光豪는 刵形을 五刑이 아닌 ‘기타 형벌’로 구분하
였다. 秦光豪, ｢商‧周時代의 體刑-古文字를 위주로｣, pp.88-90.
13) “五刑, 墨罪五百, 劓罪五百, 宮罪五百, 刖罪五百, 殺罪五百.”(漢書｢刑法志｣)
14) “사람들은 자기의 친족에 대해서는 최대한 용인해 줄 수가 있다. 그러나 이민족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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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異族’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살펴보면 고대의 형벌은 차별, 배타적 속성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발표문에서 살펴볼 것은 자연생명과 사회적 생명을 소멸시키는 極刑, 즉 死刑을 제외
한 일부 體刑과 육체의 손상과 거리가 먼 추방형이다. 고대에 광범위하게 행해지던 이러한
형벌들이 사회적 생명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를 획득해 나가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2.1. 體刑15)
體刑인 五刑16)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墨刑인데, 黥刑이라고도 한다. 역사
가 오래면서도 일반적으로 널리 시행되었던 묵형은, 그 형벌을 가하기 위해 커다란 바늘辛이
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죄를 뜻하는 고대의 글자 가운데 辛의 형태를 가진 것이 많다.17)
墨刑은 사람의 얼굴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잘 띄는 이마나 코에 눈에 띄는 표식을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죄인임을 감출 수 없게 만드는 형벌이었다.18)
劓刑은 “코를 절단하여 그 모습을 흉하게 만들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여
육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준 형벌”이고, 刖刑은 “다리를 절단하여 육신에 고통을
주고 보행을 못하게 하여 단순 노동만을 하도록 하는 형벌로 剕刑이라고 한다.”19) 墨刑이나
劓刑, 刖刑은 신체 중에서도 사람들 눈에 띄는 부분에 傷害를 가하여 종신토록 범법자임을
드러나게 하는 형벌이었다.20) 이는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명에 타격을 가한다는

15)

16)
17)

18)

19)
20)

위해서가 아니면 자비를 베풀고 정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가장 엄한 징벌을 가하게 된다. …… 본래는 이민족에
대한 잔혹한 형벌이 점차 자기 종족에게도 사용되었다.” 許進雄, 홍희 옮김, 중국고대사회, 동문선, 2003,
pp.506-507.
體刑은 신체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肉刑이라고도 하는데, 육형은 “商代 초기부터 前漢 초기까지 약 천여년
의 장기간 동안 죄인의 四肢와 피부 등을 도끼斧鉞나 칼․톱刀鋸으로 절단, 훼손함으로써 직접적인 傷害를 가하는
古代中國의 공식적인 형벌제도였다.” 이성원, ｢古代中國의 刑罰觀念과 肉刑: ‘非人化’觀念을 中心으로｣, 東洋史
學硏究(67), 동양사학회, 1999. p.1.
五刑의 문자학적 기원과 설명은 다음의 논문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秦光豪, ｢商‧周時代의 體刑-古文字를 위
주로｣, pp.84-88.
시라카와 시즈카, 윤철규 옮김, 한자의 기원, 이다미디어, 2009, p.176. “묵형을 당한 사람은 자유인으로서의 자
격을 박탈당하고, 씨족원의 자격을 잃고 노예가 되었다. 당시 남자 노예는 동童, 여자 노예는 첩妾이라고 했다.”
시라카와 시즈카, 윤철규 옮김, 같은 책, p.177.
“묵형은 비교적 고통이 적기는 하지만 신체중 항상 노출을 해야 하는 얼굴에 먹물을 새겨넣어 종신토록 범법자
임을 나타내게 하여 정신적 고통에 비중을 둔 형벌 …… 한번 刑이 가해진 사람은 누구나 그가 범법자임을 알게
하여 사회적으로 冷待받고 賤視”를 받았다.“ 秦光豪, ｢商‧周時代의 體刑-古文字를 위주로｣, p.90.
秦光豪, ｢商‧周時代의 體刑-古文字를 위주로｣, 社會科學論叢(6), 1991, p.81.
“墨刑을 나타내는 이 문자는 죄를 지은 여자가 이마에 묵형을 당해 천한 신분으로 전락되어 평생토록 종으로 예속됨
을 나타낸다. …… 묵형은 五刑 중에서 죄인의 신체에 가장 적은 고통을 주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극대화 시키는
형벌로 자주 행해졌다. …… 복僕자는 …… 묵형을 당해 천한 신분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문자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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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더 중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응징, 징계의 의미로 육체적
고통만을 생각한다면 굳이 얼굴에 먹물을 들이거나 코를 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벌은 일회적일시적인 육체적 고통을 가한다기보다는 지속적인 차별과
배제까지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腐刑, 椓刑 등으로 쓰이기도 했던 “宮刑21)은 생식기를 베어내어 생육할 수 없게 만드는
형법이다. 자손에게 대를 잇게 하는 것을 중시하였던 중국인에게 그것은 아주 잔혹한 처벌
이었다.”22) 또한 “궁형은 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졌는데, 때로는 그와 무관한 죄
인에게 치욕을 안겨줄 목적으로 가해진 능욕적인 의미도 컸다.”23) 이 글에서는 여러 體刑
가운데서도 궁형을 당했던 司馬遷의 글을 통해 宮刑의 사회적 의미를 궁구해보고자 한다.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은 잘 알려진 대로 宮刑을 당했다. 그의 초상화에서 남성을 상징하
는 수염이나 강인한 표정 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육체적 고
통과 함께 치욕적인 이 형벌을 당한 사마천의 심정은 任安에게 보내는 한 통의 편지에 잘
드러나 있다.
사마천은 ｢報任安書｣에서 “상심하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슬픔은 없고, 조상을 욕되게 하
는 것보다 더 추한 행위는 없으며, 궁형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치욕은 없다”24)고 말했다. 여
기에서 주목할 것은 고통스러운 슬픔의 극단이 ‘상심’이고, 궁형을 받은 결과는 ‘치욕’이라
는 언급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치욕’스러운 궁형을 받아 ‘상심’한 그는 가장 고통
스러운 존재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 있을 법하다.25) 사마천이 생각했을 때, 궁형은 인간에게

21)

22)

23)
24)
25)

신토록 천한 일만을 하고 사회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하인의 뜻을 나타낸다. …… 劓刑과 같은 이러한 형벌은 고통
뿐 아니라 얼굴의 모양을 흉측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코는 얼굴에 있어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으로 이를 절단
한다면 이 형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을 것이다.” 秦光豪, ｢商‧周時代의 體刑-古文字를 위주
로｣, pp.84-85.
“고대 중국에서는 궁형을 받은 사람을 家奴로 삼았다. 후궁의 일을 돌보는 미미한 관직으로, 시경이나 좌전
에 등장하는 寺人 역시 대개가 궁형을 받은 자들이었다.” 시라카와 시즈카, 윤철규 옮김, 한자의 기원, p.176.
궁형을 받은 자들이 대부분 궁에서 일했기 때문에 腐刑을 궁형이라고도 한다.
許進雄, 홍희 옮김, 중국고대사회, p.509.
宮刑은 여성에게도 남성에게 시행했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시행되었다. 周禮 ｢秋官․司刑｣의 注에 따르면 남성은 男根을
거세하고, 여성은 궁중에 유폐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識小錄에는 “傳에는 남자는 거세하고 여자는 유폐시
킨다고 하였다. 이는 모두 유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인데, 지금 알게 되었다. 그것은 생식기에서 근육을 도려내
어, 말이나 돼지에게 하는 것처럼 만들어 욕정이 소멸되도록 하는 것이다. 건국 초기에는 이를 자주 사용하였으
나 여자들이 거의 대부분 죽게 되었기 때문에 더 행하지 않았다.傳謂男子去勢, 女子幽閉, 皆不知幽閉之義, 今得知. 乃是於牝剔去其
筋, 如製馬豕之類, 使欲心消滅．國初用此, 而女往往多死, 故不可行也.”는 기록이 있다. 秦光豪, ｢商‧周時代의 體刑-古文字를 위주로
｣, pp.82-83. 여성에게 물리적인 거세를 행하거나, 유폐하는 것은 모두 자손을 잇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시행
된 것이다.
시라카와 시즈카, 윤철규 옮김, 한자의 기원, pp.175-176.
“悲莫痛於傷心 行莫醜於辱先 詬莫大於宮刑.” (｢報任安書｣)
“궁형은 그에게 견디기 어려운 굴욕이었을 것이다.” 李琴, ｢死节与苟活—屈原与司马迁生命价值观比较｣, 读写算
(教育教学研究)(59), 2011,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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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진 모든 體刑 가운데서도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다. 심지어 그는 宮刑이 팔다리가 잘
리는 것보다도 끔찍한 형벌이라고 말했다.
[사람의 행위 가운데] 가장 으뜸인 것은 선조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은 스스로
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며, 그 다음은 도리와 안색에 욕됨이 없도록 하는 것, 그 다음은 언사
에 욕됨이 없도록 하는 것, 그 다음은 몸이 결박당하는 욕됨을 당하는 것, 그 다음은 죄수복을
입는 욕됨을 당하는 것, 그 다음은 손발이 묶여 매 맞는 욕됨을 당하는 것, 그 다음은 몸의
털과 머리카락이 깎이는 욕됨을 당하는 것, 그 다음은 족쇄에 묶이는 욕됨을 당하는 것, 그
다음은 살갗이 훼손되고 팔다리가 잘리는 욕됨을 당하는 것, 최하가 부형腐刑을 당하는 것으로
서 가장 극형입니다.太上不辱先, 其次不辱身, 其次不辱理色, 其次不辱辭令, 其次詘體受辱, 其次易服受辱, 其次關木索, 被箠楚受辱, 其次
剔毛髮, 嬰金鐵受辱, 其次毁肌膚, 斷肢體受辱, 最下腐刑極矣.

｢報任安書｣

게다가 사람들은 宮刑을 받은 사람과 교제하는 것조차 커다란 수치로 생각하였다.26) 사
마천은 ｢報任安書｣에서 그의 고통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궁형을 받은 사마천이
‘지속적으로’ 느끼는 수치와 굴욕감은 결국 육체적 고통으로 드러나기에 이른다.27)
설령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저의 치욕스러움만 심해질 뿐입니다. 이 때문에
하루에도 아홉 번씩 장이 꼬이는 듯 하고, 홀로 있을 때에는 마치 무엇인가를 잃은 듯 하며
문을 나서면 어디로 가야할지 알지 못합니다. 매번

제가 당한

수치를 떠올릴 때마다, 등으로 식은

땀이 흘러 옷을 적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雖累百世, 垢彌甚耳. 是以腸一日而九廻, 居則忽忽若有所亡, 出則不知其所往.
每念斯恥, 汗未嘗不發背沾衣也. ｢報任安書｣

‘하루에도 장이 아홉 번씩 꼬이는’ 듯한 통증, ‘무언가를 잃은 듯한’ 공허감과 상실감, ‘옷
을 적실 정도로 흐르는 식은땀’의 증세를 유발하는 고통의 원인은 사마천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궁형으로 인한 ‘치욕스러움’, 즉 수치이다. 體刑은 공동체 속에서 오욕과 멸시의
눈초리를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고통이 된다. 한번 훼손된 육체는 회복이나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끝나지 않을 영원한 고통이 된다. 죄인의 입장에서 그들은 여전히
공동체의 일원이지만, ‘구별된 존재’로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28) 지속적인 수치심을

26) “형을 받은 사람과 보통 사람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한 세대만의 일이 아니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옛날 위 영공이 환관인 옹거와 수레를 타자 공자는 그곳을 떠나 진나라로 떠났습니다. 상앙이 경감의
주선으로 군주를 뵙자, 조양이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 예로부터 사람들은 환관과 관계되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刑
餘之人, 無所比數, 非一世也, 所從來遠矣. 昔衛靈公與雍渠同載, 孔子適陳, 商鞅因景監見, 趙良寒心, …… 自古而恥之” ｢報任安書｣
27) “슬픔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무언가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실 슬픔의 표상은 육체적 고통으로 환유적으로 경
험”된다. 비나 다스, ｢언어와 몸｣, 사회적 고통(아서 클라인만․비나 다스 외, 안종설 옮김), 그린비, 2002, p.311.
28) “잠실蠶室에 던져져거세 되어 거듭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而僕又佴之蠶室, 重爲天下觀笑.”｢報任安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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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공동체사람들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기에 體刑은 잔인한 형벌이 될 수밖에 없다.
저와 같이 몸이 망가진 사람은 수후나 변화와 같은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또한 허유나 백이
와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결국 영예를 얻기는커녕, 비웃음을 당해 스스로 더럽힘을 당할 뿐입
니다.若僕大質已虧缺矣, 雖才懷隨和, 行若由夷, 終不可以爲榮, 適足以見笑而自點耳. ｢報任安書｣

물론 사마천은 “구차하게 살았지만”29)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의 망가진 육
체에서 썩지 않을 영광의 빛이 나온다”30)는 칭송은 당시 사마천이 겪었던 고통과 거리가 있
는 후대의 평가에 머무른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구차하더라도 끝까지 그 삶을 ‘살아냈
던’ 사마천에게서 삶에 대한 존엄 등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후세의 위대한 평가가 宮
刑으로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할 것이다.
고대의 體刑은 범법자를 외적으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차별의 이미지를 공고화한다는 점
에서, 즉 육체적 생명의 훼손 이면에 사회적 생명의 훼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잔혹하
다. 呂氏春秋｢貴生｣에서 언급한 것처럼 죽음보다 못한 삶도 얼마든지 있다. 呂氏春秋에
서 ‘굴욕’辱을 죽음보다 못한 삶으로 지목하는 것은, 사회적 생명에 대한 깊은 통찰이라고
할 만하다. 인간의 몸에 표식을 남겨 ‘종신토록’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형벌은 사회적 생명
인 인간에게서 사회성을 박탈하여, ‘지속적인’ 차별과 소외, 배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굴욕
과 굴복, 수치를 느끼게 한다. 인간 사회에서 배제되었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아닌 것도 아
닌 존재. 언저리와 경계에 놓인 그들은 이방인이자 怪物일 뿐이다.

2.2. 追放刑
고대 중국에는 이른 시기부터 추방형이 존재했다. “원시법의 시대에는 범죄를 일반적으
로 씨족 질서에 대한, 즉 사회 전체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했으며, 형벌은 祓除로서의 의미
를 지닌 것이었다. 씨족의 질서나 관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모독을 씻어낼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추방을 하였다.”31) 추방된다는 것은 사회
29) “所以隱忍苟活” (｢報任安書｣)
30) 舒俊华, ｢生命不能承受之死｣, 中学语文:下旬(3期), 2012, p.104.
31) 물론 시라카와 시즈카는 이는 주술적인 의미가 강한 것으로서 가장 큰 죄는 ‘신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신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는 사악한 신이 하는 일이며, 어떠한 처벌로도 속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자를 사악한 영이 있는 사방 변경에 추방하는 것 외에는 신의 뜻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없었다. ……
변경에 있는 사악한 신에게 범죄자를 바침으로써 벽사의 힘은 오히려 강화된다고 믿었다. 方, 邊은 모두 나무틀
에 시체를 걸쳐놓은 것이고, 放은 그것을 사악한 신에게 보내는 것이다.” 시라카와 시즈카, 고인덕 옮김, 한자의
세계, 솔, 2008, pp.395-396.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서도 ‘오스트라시즘ostracism’, 즉 도편추방제가 시행되었다. ‘배제’, ‘차별’과 같은 의미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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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배제되어 소외된다는 것이고,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생명을 잃는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글을 통해 만나볼 인물은 두 차례의 追放刑을 받고, 끝내 스스로 삶을 마감한 屈原이
다.32) 漞羅江에 몸을 던진 비극적 인물, 사람들을 눈물짓게 만들었던 굴원의 파란만장한 역
사는 史記에 기록되어 있다. 본래 “굴원은 초나라 왕실과 同姓으로서, 견문이 넓고 의지가
굳었으며, 치란에 밝고 문사에도 능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조해서는 임금과 국사를 도모
하여 명령을 내리고, 밖으로는 빈객을 접대하고 제후들을 응대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다.33) 훌륭한 가문, 뛰어난 재능은 시기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
했고, 곧기만 할뿐 굽힐 줄 몰랐던 굴원에게는 시련이 뒤따랐다.
믿음직한 사람이었지만 의심을 받았고 충성스러웠지만 비방을 당했으니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굴원의 ｢이소｣는 이러한 원망에서 시작되었다. …… 굴원은 쫓겨났다. …… 비록
추방당해 떠돌았지만 처지였지만 초나라를 그리워하고, 회왕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며
다시 돌아갈 희망을 잊지 않았다. 군주가 깨달아 변화하기를 기대하였다. …… 경양왕은 격노
하여 굴원을 유배시켰다. 굴원은 강가에 이르러 머리를 풀어헤치고 물가를 거닐면서 시를 읊었
다. 그의 안색은 초췌하였고, 용모는 몹시 야위어보였다.

信而見疑, 忠而被謗, 能無怨乎? 屈平之作離騷, 蓋自怨生也.

…… 屈平旣絀 …… 雖放流, 睠顧楚國, 繫心懷王, 不忘欲反, 冀幸君之一悟, 俗之一改也. …… 頃襄王怒而遷之. 屈原至於江濱, 被髮行吟澤畔. 顔色憔
悴, 形容枯槁. 史記 ｢屈原賈生列傳｣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지만, 끊임없는 오해와 비방은 그와 楚 懷王 사이의 관계 단절로
이어졌다. 懷王은 굴원을 “멀리하였다.”34) 굴원은 애통해했고, 근심스러워 했으며, 때때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35) 믿음을 의심당하고, 비방과 오해가 끊이지 않았던 현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굴원은 초나라의 행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글을 써서 왕을 일
깨우고자 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멱라강에 몸을 던졌다. 번번이 이어지는 좌절에도 포기하지 않던 굴원

32)

33)
34)
35)

고 있는 이 제도는 사실상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서 사회적 생명을 소멸하는 형벌이었다. 공동체로부터의 배
제, 관계의 단절과 극도의 소외를 감당해야 하는 도편추방제는 사회적 인간에게는 커다란 고통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屈原의 죽음에 대한 기존 연구는 조국楚에 대한 애국심, 절개를 위한 장엄하고 고결한 죽음으로 이해되어 온 측
면이 크다. (李琴, ｢死节与苟活—屈原与司马迁生命价值观比较｣, 读写算(教育教学研究)(59), 2011; 李洪华, ｢屈原
的"死"与司马迁的"忍"—兼谈文学教育中的生命意识｣, 南通大学学报(教育科学版)(26-1), 2010). 이 글에서는 기존
의 관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굴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요인의 하나를 ‘사회적 생명’의 훼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 것이다.
“屈原者, 名平, 楚之同姓也. 爲楚懷王左徒. 博聞彊志, 明於治亂, 嫺於辭令. 入則與王圖議國事, 以出號令;出則接遇
賓客, 應對諸侯. 王甚任之.”(史記｢屈原賈生列傳｣)
“王怒而疏屈平.”(史記｢屈原賈生列傳｣)
“屈平疾王聽之不聰也, …… 故憂愁幽思而作｢離騷｣. …… 信而見疑, 忠而被謗, 能無怨乎?” (史記｢屈原賈生列傳｣)
중국문학에 나타난 생명관(유강하) 189

을 단념시켰던 것은 무엇일까? 그에게서 희망을 빼앗았던 것, 그를 큰 괴로움으로 몰아넣었
던 것은 사회적 생명의 단절이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史記의 기록에
따르면 비방에 시달리던 굴원은 끝내 파면되고 추방당했지만 조국을 그리워하며 초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 기대는 굴원이 고통 속에서 부단히 글을
쓴 이유이자 실낱같은 희망이었을 것이다.36) 그러나 그는 끝내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더 멀리 유배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쫓겨나고黜, 추방당하여 떠돌고放流, 유배遷로 이어지
는 일련의 형벌은 그의 신체를 훼손하는 體刑과 거리가 먼 형벌이다. 그러나 추방당한 그는
“초췌해졌고, 야위어갔다.顔色憔悴,

形容枯槁”

사마천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그의 육체를 병들게 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反 싶었던 그의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자
그는 강물에 몸을 던짐으로써 스스로에게 가장 커다란 형벌을 내렸다.
바위를 끌어안고 끝내 멱라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於是懷石, 遂自投汩羅以死.

史記｢屈原賈生列傳｣

굴원의 행위가 당시의 보편타당한 행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굴원 개인의 성향도 고려
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굴원이 취한 일련의 행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가 사회로의 회귀, 사회적 생명의 회복을 희망했지만, 끝내 異域을 전전해야 하는 스스로의
처지에서 커다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사회 밖으로
밀려난다는 것은 ‘사회적 생명’의 소멸, 사회로부터의 완벽한 배제를 의미한다.37) 굴원에게
있어 사회적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죽음보다도 못한 삶이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굴
원의 극단적 선택은 최악이 아닌 “차악의 선택”38)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이유를 단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선택이 개인적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의지를 형성시킨 근원적 고통이 분명히
존재했으리라는 점이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공동체로부터 배제된다는 것은 사회적 생명

36) 굴원의 고통을 노래한 “｢離騷｣賦 製作年代는 定說이 없어 그 시기의 책정이 매우 어려우나, ……그가 政界에서
완전히 去勢당하고 유배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읊어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洪淳昶, ｢司馬遷의 文
學觀에 대하여 -｢屈原賈生列傳｣을 中心으로｣, 中國語文學(3-1), 1981, p.31; 屈原은 회왕에게 쫓겨났을 때 離騷
를 지었고, 경양왕에게 쫓겨났을 때 九歌, 天問, 遠游, 九章을 지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
는 동시에, 왕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다. 李琴, ｢死节与苟活—屈原与司马迁生命价值观比较｣, 读写算(教育教学
研究)(59), 2011, p.264.
37) “同類 世族社會로부터의 추방은 곧 공동체로부터의 보호가 단절된 채 신분․경제․의례적 질서로부터의 배제이자
赦免이 없는 한 異域에서 生을 마감해야 하는 냉엄한 형벌이었다.”籾山明, ｢法家以前-春秋期における刑と秩序｣,
東洋史硏究(39-2), 1980, pp.10-11. 이성원, ｢古代中國의 刑罰觀念과 肉刑｣, p.11에서 재인용.
38) 박형민, 자살, 차악의 선택, 이학사, 2010. 자살시도자들에게 있어 최악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현실의 고통을 단절시킬 수 있는 자살은 오히려 ‘차악’일 수 있다. 따라서 박형민은 자살은 최악이
아닌, 차악의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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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실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때로 이는 가장 극한 體刑極刑과 결과적으로 같다는 점에서
‘追放刑’의 의미와 크기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적 생명으로서의, 인간
이 발표문에서 거칠게 살펴본 것은 육체적 생명/사회적 생명의 엄밀한 구분이 아니며, 이
들 사이에 위계를 정하려는 시도도 아니다. 서두에서 언급된 것처럼 고대에는 육체적 생명
과 사회적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이들은 형태와 내용은 다를지라도 지속되어 왔다. 이
글에서 주로 다룬 秦漢代 이전과 이후에도 이들을 중시하는 흐름은 끊이지 않고, 지금도 크
게 다르지 않은 듯 보인다. 단약으로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의학에 의한 생명연장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생명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각각의 시대와 사회가 가
진 배경에 따라 ‘사회적 생명’은 보다 넓은 해석의 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천여년 이상 이어져 내려오던 체형에 대한 공식적 논의가 漢代에 이루어지고 공식적으로
폐지가 선언되었지만, 체형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던 게 사실이다. 공적 입장과 다르게 지
속된 體刑을 비공식적이거나 사적인 보복으로 가볍게 보아 넘길 수는 없을 듯하다.39) 금지
령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는 것은 體刑이 여전히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司馬遷의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體刑은 육신의 고통과 함께 정신
적 고통을 수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여기서의 정신적 고통이란 타인의 시선을 통
해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벌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언급된 것이 바로 선왕의 형벌이다. 象刑이라고 하는데,
이는 五刑에 해당하는 벌을 가진 자들에게 의복이나 관모 등에 차이를 두어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게 하는 형벌로서, 愼子에 그 기록이 남아 있다.
舜임금 시대의 형벌에서 墨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건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劓刑은 풀로
엮은 갓끈을 달며, 刖刑은 풀로 엮은 신을 신고 宮刑은 푸른 蔽膝을 달며, 大辟은 덧줄을 달지
않은 布衣를 입는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처럼

옛날에는 의관과 복장을 다르게 하는 戮刑을 시행해도 백성들이

有虞之誅, 以幪巾當墨, 以草纓當劓, 以菲履當刖, 以艾鞸當宮, 布衣無領當大辟, 此有虞之誅也. 斬人肢體, 鑿其肌膚,

39) 이성원은 “文帝 이후 漢代는 물론이고 魏 문제 시대에까지 육형의 폐지와 부활을 둘러싼 논의가 조정에서 수차
례 전개되었으며, 공식적인 폐지에도 불구하고 육형이 자행된 것도 사실이지만, 비공식적이거나 혹은 사적 보복
에 의해 자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성원, ｢古代中國의 刑罰觀念과 肉刑: ‘非人化’觀念을 中心으로｣, p.2.)이라고 말
하면서,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후에도 肉刑廢除를 고수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보복
의 성격으로서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은 역으로 그것이 백성들의 인식 속에서는 여전히 커다란, 사회적 처
형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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謂之刑. 畫衣冠, 異章服, 謂之戮. 上世用戮, 而民不犯也. 愼子, 太平御覽 卷645에서 인용40)

이 문장 뒤에는 “요즘의 시대에는, 형벌體刑을 시행해도 따르지 않는다當世用刑,

而民不從”는

내용이 뒤따른다. ‘이화’異化를 통한 차별법의 효력에 갖는 의문이다. 그런데 차별, 배제, 소
외를 통한 정신적 고통이 가벼운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
고대의 선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있었던 ‘의복과 관모를 다르게 하는 형벌’畫衣冠,

異章服은

죄인들이 여전히 “州里에 거주”以居州里한다는 맥락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수치스럽게 했다
는 것,41) 육체적 생명인 동시에 사회적 생명인 그들은 공동체를 떠나지 못하고, 즉 사회적
생명에 지속적인 손상을 받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꾸준히 모멸과 오욕을 견뎌야 하기에 그들
의 삶은 죽음보다 못한 굴욕, 고통이 된다. 후대에 시행된 體刑이 일시적인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象刑의 상징성을 함축한 형태로 발전한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體刑은 육체
적 훼손에 사회적 차별, 구별, 그로 인한 수치와 모멸감을 종신토록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된다.
인간 사회가 복잡해지고 삶의 양태가 다양해지는 것에 비례하여 처벌/형벌과 그에 따른
논의 또한 증가하고 있다. 고대인과 현대인의 삶을 비교했을 때, 물량면에서는 크게 달라졌
지만 추구하는 내용과 지향점은 물량의 차이만큼 크지 않다. 안온한 사회의 유지, 지속을 위
해 인간의 생명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해야 할 것인가의 해묵은 논쟁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이유일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屈原과 司馬遷의 고통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40) 이성원, ｢古代中國의 刑罰觀念과 肉刑｣, p.5 재인용.
41) 尙書｢呂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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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間皇子의 自傷歌에 나타난 생명관 연구
이상준(인천대)

1.
2.
3.
4.

서론
상기 가군의 시대적 배경과 작가 시기
오곡과 밥
밥과 식기의 시적서정

1. 서론
인간은 생명체, 즉 유기체다. 인간은 이 생명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언제나 자연에
도전하거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낸 사회 속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하여 가정을
꾸미고 자식을 낳아왔다. 즉, 개체 유지를 위해 먹이를 찾고, 종족 유지를 위하여 성性을 찾
는다. 먹을 것은 오곡을 주식으로 하여 먹었다. 그리고 남녀의 사랑과 결혼으로 종족의 번성
을 유지해 왔다. 만엽시대를 비롯한 고대인들은 종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성을 향해 소몬
카相問歌를 부르며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곡을 비롯해 영양을 공급하
는 음식을 습취해야만 했다.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후기의 인물인 후지와라 도시나리藤原俊成는 古來風軆抄1197년에서 ｢
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이안 시대의

사람은 내밀하게는 알고는 있어도, 노래로 부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고대인들은 마음에 일상日常인 게褻: け와 비일상非日常
인 하레晴れ1)를 구별하지 않았다.｣고 평하고 있다. 그의 이와 같은 평에 의하면, 헤이안 시대
후기부터는 밥을 비롯한 일상적인 것은 노래의 대상對象이 되지 않아서 시가詩歌의 세계에서
제외되었다.

1) ｢하레ハレ와 게ケ｣란, 柳田國男에 의한 것으로, 時間論을 동반하는 日本人의 伝統的인 世界観의 하나다. 민속학과
文化人類学에서 ｢하레와 게｣라고 하는 경우, 하레晴れ, 霽れ는 의례儀礼와 제祭, 年中行事 등의 ｢非日常｣, 게褻는 보통
생활인 ｢일상日常｣을 나타내고 있다. 하레의 장場에서는 의식주와 행동, 언어 사용 등을, 게와는 구별区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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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대인들은 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밥飯과 그것을 담는 식기食器: 笥 등의 일상적
인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시적서정을 형상화하였다. 그 노래들이 기기가요와 만엽집에
전하고 있다. 특히, 일본고대사에서 왕권경쟁의 희생자로 널리 추모되는 아리마노 미코有間皇
子도

모반자로 체포되어 호송되는 도중에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밥과 식기를 이용하여 자

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인 ｢自傷歌万02/0142歌를 万葉集에 남겼다.
본 발표에서 이 자상가를 중심으로 고대인들의 삶과 생명관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万葉集 02/0142歌에 대해서는, 실태를 둘러싸고 세부에 걸친 논쟁이 다음과 같이 전개
되어 왔다. 가모노 마부치賀茂真淵는 万葉考에서 ｢메밀잣밤나무 잎椎の葉: しひのは｣은 한 장의 잎
이 아니고 작은 가지小枝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야마다 다카오山田孝雄는 万葉集講義에서 ｢시
이椎｣는 ｢메밀잣밤나무椎｣가 아니고, 지금 말하는 ｢참졸나무楢｣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참졸
나무｣에 담아서 먹는 ｢밥飯｣은 아리마 미코有間皇子 자신이 먹은 것인가, 신神에게 바친 것인가
라고 하는 주장이 아직 정론이 없이 새로운 학설이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상기 가군의 시대적 배경과 작가 시기
日本書紀 사이메이孝德 하쿠치白雉 四653年條와 사이메이斉明 三657年條의 내용에 의하면,
나니와 궁難波宮에 있었던 고토구 천황孝德天皇과 황태자 나카오호에 미코中大兄皇子와의 사이에
서, 천도遷都를 둘러싸고 의견이 충돌해서, 황태자는 스메미오야노 미코토皇祖母尊:
하시히토노 오호키사키間人皇后:

妹, 間人皇女

및 황제皇弟:

弟, 大海人皇子를

母, 皇極上皇,

데리고, 아스카飛鳥의 가

와베노 가리미야河邊行宮으로 옮겨버렸다. 공경대부公卿大夫, 백관百官들도 모두 따랐다고 한다.
혼자 남겨져서 황위皇位의 실권實權을 잃은 고토쿠 천황은 퇴위退位를 생각하기도 하고 황후
하시히토를 생각하기도 하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익년654 10월 10일, 나니와
궁에서 고독한 생애를 마쳤다.
이러한 고토쿠 천황과 오타라시히메小足媛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인 아리마 미
코有間皇子는 당시 15세로 이미 이때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어머니가 황녀皇
女는

아니라고 해도, 선황先皇의 단 하나뿐인 미코皇子이기 때문에 황위계승의 유력후보였다.

그래서 고토쿠 천황을 죽음으로 몰고 간 나카오호에 미코에게는 이 황자의 고매한 성장은
큰 골칫거리였기 때문에, 조만간 어떻게든 처리해야만 했다. 그러한 분위기를 알아차린 아
리마 미코는 사이메이 三657年에 9월에, 광인을 가장해, 치료를 위한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
워, 기노 무로 온천紀伊牟婁湯에 휴양하러 갔다. 그리고 귀경해서, 그 땅을 본 것만으로도 병은
저절로 치유되었다고 천황에게 보고했다. 이에 사이메니 천황은 아주 기뻐하며, 이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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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행행行幸을 몰래 결의했다. 익년658 10월 15일, 사이메니 천황은 기紀伊의 온천으로 행행
했다. 지난 5월, 손자인 다케루노 미코建王,

8세를

잃은 상심을 치유하고 싶은 기분도 사이메

이 천황에게는 있었다.
소가노 아카에蘇我赤兄를 留守官으로 하고, 황태자 나카오호에 미코를 비롯한 많은 宮廷人
들이 따랐다. 11월 3일, 서울都에 남았던 아리마노 미코에게 유수관留守官 아카에가 천황의 실
정을 고했다. ①크게 창고를 지어서 民財를 빼앗아 쌓는 것, ②오랫동안 도랑을 파서 공량公
糧을

허비한 것, ③배로 돌을 실어 날라서 언덕을 만드는 것, 이 세 가지였다. 평소 아카에가

선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에 마음을 연 아리마노 미코는 ｢내 생애 처음으로 거병해야할
때다.｣라고 발언했다. 나이는 이미 19세, 지금이야말로 거병을 해서 황위를 손에 넣어야만
할 때라고 하는 것이다.
하루 건너뛴 11월 5일, 아리마노 미코는 아카네의 집을 찾아가서, 루樓에 올라서 일을 도
모했다. 그러나, 도모하지마자, 아리마노 미코의 책상다리가 부려졌다. 아리마노 미코는 사
건이 성공하지 못할 징조를 알아채고, 이 비밀은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 다
음 일을 중지하고, 자택으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다. 야밤에 밖이 소란했다. 아카에가 파
견한 군세에 아리마노 미코의 집은 포위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카에에 의해서 죄인의 신세
가 된 아리마노 미코는 세 명의 신하와 함께, 11월 9일, 기紀伊의 온천으로 송치되었다.
기의 온천에 도착한 9일이었을까? 황태자가 직접 한 신문을 받은 아리마노 미코는 단 한
마디, ｢하늘과 아카에만이 사정을 알고 있다. 나는 전혀 모른다.｣고 대답하고, 침묵했다. 이
한 마디 대답이 사건의 진상을 알려주는 것이다. 아리마노 미코는 멀리 기의 온천에 송치되
어서 一泊인가 二泊한 것만으로, 바로 서울로 다시 송치되는 신세가 되었다. 그 되돌아오는
도중인 11월 11일, 황태자가 보낸 추격자 손에 후지시로자카藤白坂에서 교살絞殺 당했다. 이때
가 만 18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었다.
아리마노 미코 사건을 상기와 같이 전하는 일본서기는 아리마노 미코가 광인으로 가장
해서 기의 온천으로 치료하러 간 것을, 아리마노 미코가 영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
고, 천황과 황태자들을 기의 온천으로 행행을 하게해서, 그 부재중에 사건을 일으키려고 한
복선伏線으로 해서 배치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황태자인 나카오호에 미코와 소가노
아카에가 만든 올가미인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리마노 미코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반역 죄인으로 체포되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처지가 되었다. 상기
의 가군歌群의 자상가自傷歌은 아리마노 미코가 체포되어 기노 온천으로 호송되어 가는 길에
부른 노래로, 아마 658년 11월 8일경에 부른 노래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만물이 시들
어 메마르는 겨울의 풍경을 시적서정으로 형상화하여 자신의 운명을 노래한 자상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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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곡과 밥
古事記에서는 고대 일본을 미화하여 ｢도요아시하라노 미즈호노 구니豊葦原の瑞穂の国｣라
고 불렸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갈대 들판이 넓게 퍼지고, 신의神意에 따라 벼 이삭이 여무는
풍요로운 아름다운 나라라는 의미다. 벼는 고대부터 중요한 식량食糧2)일뿐만 아니라, 경제활
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도작稲作에 관련되는 신앙信仰이 고대인古代人의 정신精神에 영향을
계속 줘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신神과 천황天皇과 쌀 만들기와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현재
도 신상제新嘗祭, 대상제大嘗祭에 그 진수真髄를 느낄 수 있다.
古事記의 오곡五穀 발생3)은 ｢시체화생설화｣ 형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 신화에 의해
서 스사노오노 미코토가 농업신인 것은 분명하다. 오곡의 씨앗을 모은 간무스히노 미오야노
미코토는 생산력을 상징하는 신이다. ｢무스비｣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결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무스비｣는 인류만이 가지고 있는 결합능력이다.
고대사회는 이미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주식으로 하는 오곡을 식량이라고 하
고, 이것을 ｢밥｣4)으로 만들어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해 왔다. 이 밥은 식량을 불에 익히거나
쪄서 먹는 음식인 ｢밥｣이 중심이고, 다른 것들을 부식으로 해서 식생활을 한 사회였다.
고대 일본인들은 집에서뿐만 아니라, ①万葉集16/3861歌에 의하면, 여행 떠나서 집에
없어도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이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풍습과, ②日本書紀의 성덕태자
의 노래紀104歌 등에 의하면, 밥을 먹지 못하면 인간은 굶주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③日本
書紀의 노래紀94歌에 의하면, 죽은 자를 저승으로 보내기 위 장례 때 밥을 담아 따라 갔을
분만 아니라, ④古事記의 이자나기의 ｢황천국黃泉國 방문｣에 의하면, 이 음식이 밥인지 아
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황천국에서도 뭔가를 먹어야만 한다고 하는 인식은 분명

2) 万葉集05/0888歌 제사 熊凝くまこりに為かはりて其の志を述ぶる歌に敬つつしみて和する歌六首 并せて序 원문 都
祢斯良農 道乃長手袁 久礼々々等 伊可尓可由迦牟 可利弖波奈斯尓 [一云 可例比波奈之尓] 훈독 常知らぬ道の長手
をくれくれといかにか行かむ糧かりてはなしに 일역 今まで行ったこともない不安な長い道を、心晴れずにどのよ
うにして行けば良いのだろうか。何の糧も持たずに死の道を行くのだろうか。見たこともない冥途の長い旅を、
暗澹たる気持で、どうして行ったらよいのか。食糧も持たずに。 한역 지금까지 가 본 적도 없는 저승길의 긴 여행을,
암울한 기분으로 어떻게 가면 좋은 것인가? 식량도 갖지 않고.
3) 新編 日本古典文學全集 1 古事記 上卷 小學館 1997년 67-69쪽. ｢그리고 스사노오노 미코토가 음식을 오호케츠히
메노 가미에게 달라고 했다. 그리하여, 오호케츠히메는 코와 입, 그리고 엉덩이에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끄
집어내어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 바쳤을 때, 하야스사노 오노 미코토가 그 모습을 엿보고, 음식을 더럽힌
후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즉시 그 오호케츠히메노 가미를 죽이고 말았다. 그런데 살해당한 신의 몸에서부
터 생겨난 물건은 머리에 누에가 생겼고, 두 눈에서는 볍씨가 새겨났으며, 두 귀에서는 조가 생겼고, 코에서는
팥이 생겨났으며, 음부에서는 보리가 생겨났고, 엉덩이에서는 콩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간무스히노 미오야노 미
코토가 이러한 곳들을 모아서 각기 그것들의 씨앗으로 했다.｣
4) 万葉時代에는 三分搗米를 먹고, 찐쌀蒸米을 밥飯: いひ, 強飯こわいひ라고 하고, 오늘날처럼 취반炊飯된 것은 ｢가유か
ゆ, 固粥・かたかゆ라고 하고, 오늘날의 죽粥은 ｢미즈가유みずがゆ｣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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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고대인의 인식에는 밥이 생명의 원천임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① 万16/3861歌: 荒雄らを 来むか来じかと 飯盛りて 門に出で立ち 待てど来まさず5)
② 紀104歌: してなる 片岡山に 飯に飢て 臥せる その旅人あはれ 親なしに 汝成りけめや
さすたけの 君は無き 飯に飢て 臥せる その旅人あはれ6)
③ 紀94歌: 石上いすのかみ 布留ふるを過ぎて 薦枕こもまくら 高橋たかはし過ぎ 物多さはに 大宅おほや過
ぎ 春日はるひ 春日かすがを過ぎ 嬬籠つまごもる 小佐保をさほを過ぎ 玉笥たまけには 飯いひさへ盛
り 玉椀たまもひに 水さへ盛り 泣き沽そぼち行くも 影媛かげひめあはれ7)
④ 그리하여 이자나키노 미코토는 여신 이자나미노 미코토를 보고 싶어서 황천국으로 갔다.
그곳에서 여신이 출입문으로부터 마중을 나왔을 때, 이자나키노 미코토가 말하길, 사랑
5) 万葉集 16/3861歌 《題詞》 筑前国つくしのみちのくちのくにの志賀しかの白水郎あまが歌十首2首目 《原文》 荒雄良乎 将
来可不来可等 飯盛而 門尓出立 雖待来不座 《訓読》 荒雄らを 来むか来じかと 飯盛りて 門に出で立ち 待てど来
まさず 《일역》 荒雄あらをが 帰ってくるだろうかと 飯を盛って 門前に出て立ち 待っているのに帰っていらっ
しゃらない.한역 아라오가 돌아올 것이라고 밥을 담고서 문 앞에 나가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오시지 않는다.
《左注》 右, 神亀の年中, 太宰府, 筑前国宗像郡の百姓おほみたから, 宗形部津麻呂むなかたべつまろを差して, 対馬の粮か
滓屋かすや郡志賀村の白水郎あま, 荒雄が許に詣ゆきて語りけらく,
てを送る舶の柁師かぢとりに充あつ。時に津麻呂,
｢僕あれ小事ことあり。もし許さじか｣。荒雄答へけらく, ｢僕郡こほり異れども, 船に同あひのること日久し。志兄弟よ
り篤し。殉死ともにしぬとも, なぞも辞いなまむ｣。津麻呂が曰く, ｢府官僕を差して對馬の粮を送る舶の柁師に充つ。
容歯よはひ衰老おとろへ海つ路ぢに堪へず。故かれ来たりて祇候さもらふ。願はくは相替りてよ｣。ここに荒雄、許諾うべ
なひて遂に彼その事に従ひ、肥前国ひのみちのくちのくに松浦県まつらのうがた美弥良久みねらくの埼より発舶ふなだちして、直
ただに対馬を射さして海を渡る。すなはち天そら暗冥くらがり, 暴風雨に交じり, 竟つひに順風無くして, 海中に沈没しづ
みき。因斯かれ妻子等めこども, 特慕しぬひかねて此の謌うたを裁作よめり。或ひは, 筑前国守山上憶良臣、妻子の傷み
を悲感かなしみ, 志こころを述べて此の歌を作めりといへり. 이것에 의하면, 아라오荒雄는 神亀年 中에, 宗形部津麻呂
대신에, 쓰시마対馬에 식량食糧을 보내는 배船의 조타수가 되어, 肥前国 松浦県 美彌良久埼에서부터 출항出航했지만,
폭풍우暴風雨로 조난遭難 당하여, 사망死亡했다. 이 荒雄에 관한 노래에 대해서는, 좌주左注로부터, 妻子説, 山上憶良
説이 있어, 반드시 오쿠라憶良의 노래로 확정할 수만은 없는 실전이다. 실제로는, 海人의 妻子가 이 정도의 노래를
만들 수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実作者은 오쿠라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6) 皇太子聖徳太子 가타오카片岡에 유행遊했다. 時に餓ゑたる者、道の垂ほとりに臥こやせり。よりて姓名を問わせども言ま
をさず。皇太子視たまひて飲食を与へ、すなわち衣裳を脱ぎて餓ゑたる者に覆ひて、安らかに臥こやせと宣のりた
まひき。歌よみたまひき。
7) 모노노베노 아라카히노 히메物部麁鹿火の姫는 헤구리노 시비平群鮪의 연인恋人 또는 아내妻였지만, 그녀의 남편인 헤구
리노 시비는 혼자서 짝사랑横恋慕한 무열천황武烈天皇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그때의 애상가哀傷歌가 日本書紀에 전
伝한다. 이하는 그 두 수二首다. 紀94歌: 石上いすのかみ 布留ふるを過ぎて 薦枕こもまくら 高橋たかはし過ぎ 物多さはに 大
宅おほや過ぎ 春日はるひ 春日かすがを過ぎ 嬬籠つまごもる 小佐保をさほを過ぎ 玉笥たまけには 飯いひさへ盛り 玉椀たまも
ひに 水さへ盛り 泣き沽そぼち行くも 影媛かげひめあはれ. 일역 布留を過ぎて、高橋を過ぎ、大宅を過ぎ、春日を過
ぎ、佐保を過ぎ、お供えの美しい食器にはご飯まで盛り、美しいお椀には水さえも盛って、泣き濡れて行くの
だ。影媛、ああ可哀相に。한역 후루를 지나, 다카하시를 지나, 오호야를 지나, 가스가를 지나, 사호를 지나, 제물
의 훌륭한 식기에는 밥까지 담아, 멋진 주발에는 물까지 담아서, 울어 눈물에 젖으면서 가는구나. 아아 불쌍하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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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나의 아내여! 우리가 만들었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같이 돌아가
기로 하자! 라고 했다. 이 말은 들은 이자나미노 미코토가 대답하길, 그것은 실로 애석한
일입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이미 황천국의 음식요모츠헤구히: 黃泉戶喫
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잠시 황천국의 신과 서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 나의 모습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한 뒤, 여신이 문 안쪽으
로 들어가 있을 동안, 그 시간이 너무 길어 기다리기가 힘이 들었다.｣

8)

또한, 인간은 밥만 먹고는 살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노래를 통해
서도 알 수 있다.
万葉集 16/3857歌 飯喫騰 味母不在 雖行徃 安久毛不有 赤根佐須 君之情志 忘可祢津藻
훈독: 飯食めしはめど うまくもあらず 行ゆき行けど 安くもあらず あかねさす 君が心し
忘れかねつも9)
일역

食事をしても、おいしくないの。仕事に励んでも、心が休まらないの。“あかねさす”

いつもあなたの情愛が、忘れられないわ！
한역

밥을 먹어도 밥 맛이 없다. 일에 힘써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아카네사스

언제나 당신의

맘은 잊을 수 없어요.
좌주

右歌一首傳云 佐為王有近習婢也 于時宿直不遑夫君難遇 感情馳結係戀實深 於是當

宿之夜夢裏相見 覺寤探抱曽無觸手 尓乃哽咽歔欷高聲吟詠此歌 因王聞之哀慟永免侍宿
也
일역

右の歌の一首は、伝え云うには、佐為王に、近習きんじゅする婢はしため：奉公人の女性がい

た。時に、婢は宿直とのい：貴人の寝所に女性が夜伽することの暇がなく、夫君佐為王には遇い難かっ
た。婢の感情が馳せ二人が結ばれ、係恋は実げに深いものがあった。
한역

오른쪽 노래 한 수는 전하길, 佐為王에게 가가이서 시중드는 비婢가 있었다. 그때

여가가 없어, 부군을 만나기 힘들었다. 비의 감정이 두 사람을 맺고, 관계는 깊은 것이었
다.

8) 新編 日本古典文學全集 1 古事記 上卷 小學館 1997년 45쪽. ｢황천국黃泉國｣ 45쪽.
9) 葉集 16/3857歌 제사 作者未詳 有由縁並雑歌 戀夫君歌一首 원문 飯喫騰 味母不在 雖行徃 安久毛不有 赤根佐須 君之
情志 忘可祢津藻 훈독 飯食めしはめど うまくもあらず 行ゆき行けど 安くもあらず あかねさす 君が心し 忘れかね
つも 일역 食事をしても、おいしくないの。仕事に励んでも、心が休まらないの。“あかねさす”いつもあなたの情愛
が、忘れられないわ！한역 밥을 먹어도 밥 맛이 없다. 일에 힘써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아카네사스 언제나 당신의
맘은 잊을 수 없어요. 左注 右歌一首傳云 佐為王有近習婢也 于時宿直不遑夫君難遇 感情馳結係戀實深 於是當宿之
夜夢裏相見 覺寤探抱曽無觸手 尓乃哽咽歔欷高聲吟詠此歌 因王聞之哀慟永免侍宿也 일역 右の歌の一首は、伝え云
うには、佐為王に、近習きんじゅする婢はしため：奉公人の女性がいた。時に、婢は宿直とのい：貴人の寝所に女性が夜伽することの
暇がなく、夫君佐為王には遇い難かった。婢の感情が馳せ二人が結ばれ、係恋は実げに深いものがあった。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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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노래에서는 생명의 원천인 밥은 먹고 살아도, 그대와 함께 없어서 밥맛을 모르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은 동물과 같이 생존차원에만 머
물지 않고, 사랑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4. 밥과 식기의 시적서정
万葉集 02/0141歌는 결송結松의 노래로, 결박숭배에 기인하는 신앙이지만, 02/0142歌는
밥가飯歌다. 다카사키마사히데高崎正秀 박사는 万葉集 02/0142歌의 밥은 인간이 일상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여행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여행길에 나뭇잎에 밥을 담아서 길가에
있는 도소진道祖神에게 바치는 것이라고 학설을 주장하였다.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이다.
즉, 그는 집에서는 훌륭한 식기에 담아서 신에게 바치고 여행길에서는 나뭇잎에 담아서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구上句와 하구下句의 밥은 신을 위한 밥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풍습을 다시 고찰해 보면, 집에서 훌륭한 식기에 밥을 담아서 바치는 것
은 은 부처님의 경우이고, 신을 모시는 감실에는 오늘날에도 쟁반에 종이를 깔고 바치는 것
이 보통이다. 이 종이의 전신이 나뭇잎이었다.10) 즉, 신도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고대 일본
인들은 신에게 바치는 밥을 집에서는 식기에 담지 않고, 쟁반에 종이를 깔고 그 위에 밥을
담아 바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식기에 담긴 밥은 신에게 바치는 공물로서의 위한 밥이라기
보다는 인간이 먹는 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여행지에서는 편의를 위해, 떡갈나무柏:かしわ 잎이나 참졸나무楢: なら 잎에 밥을 담아
서 먹거나, 신에게 바치기도 한다. 그런데, 아리마노 미코는 万葉集 02/0142歌에서 ｢메밀
잣밤나무 잎椎の葉: しひのは｣에 밥을 담았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 밥은 자신이 먹을 밥인가 아
니면, 도소진에게 바치는 공물인 것인가?
우선, 이 메밀잣밤나무 잎은 넓지 않고 잘아서 밥을 싸기에는 부정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万葉集 02/0142歌의 ｢시이노 하椎の葉: しひのは｣는 ｢메밀잣밤나무 잎｣이 아니고, 참졸나무 잎柏
の葉: かしはのは｣이나

떡갈나무 잎楢の葉: ならのは｣이라고 해석하거나, ｢나뭇가지｣로 해석하는 학

설이 있다.
그러나, 이 自傷歌가 11월이라고 하는 만물이 메마른 겨울에 부른 노래이고, 자유로운 신
분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 죄인으로 황태자가 있는 것으로 호송되는 아주 부자
연한 상태에서 부른 노래다. 그렇다면, 겨울철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다 시들고 상반목常磐木
에 매달린 메밀잣밤나무 잎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호송하는 사람들이 식사 때
10) 市村宏 ｢万葉人の食生活とその歌｣ 万葉人の生活と文化 笠間書院 1977년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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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잣밤나무 잎에 밥을 싸서 미코에게 준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을 보고, 미코는 일상적인
식기대용은 아닌 하잘 것 없는 식사를 하는 자신의 서글픈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
도 싱싱한 메밀잣밤나무 잎을 보고 죽음을 모면할 수 있을 가능성도 엿보고 그 감정을 시정
서정으로 형상화한 것은 아닌가 한다.
万16/3424歌 下野しもつけの 三毳みかもの山の 小楢こならのす ま妙ぐはし児ころは 誰たが笥けか
持たむ
일역

下野の三毳山の楢の若木のような

美しいあの娘は一体誰の食事を世話をする妻になるのだろ

う。
한역

시모츠케의 미카모산에 있는 어린 떡갈나무처럼 아름다운 아가씨는 도대체 누구의

시중을 드는 아내가 될 것인가?

이 노래는 作者不詳으로, 시모츠케노 쿠니下野国의 ｢相聞往来歌｣다. 民衆들 사이에서 불리
고 있었던 연애가恋愛歌다. ｢식기를 가지다笥を持つ｣란 결혼結婚하는 것을 의미했다. 만엽万葉 시
대 사람은 식기笥를 혼魂이 깃드는 그릇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각자
밥그릇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이 시대의 생각이 남아있다고 하겠다. 마음을 두고 있는 ｢아
름다운 그녀ま麗し児ろ｣가 누구와 맺어지는 것일까? 신성한 신산神山으로 믿고 있었던 미카모
산みかもの山에 새싹이 돋아나는 어린 떡갈나무 잎을 통해서 쏟아지는, 늦봄晩春의 햇살을 받
으며 멈춰서는 젊은이의 순진한 기분이 전해져 오는 노래다.
상기의 노래에 의하면, 식기는 밥을 담는 그릇으로서 자신에게 평소 따뜻한 밥을 해서 생
명력을 북돋아주는 부인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아리마노 미코가 죽음을 직감한 순간에 왜 밥과 그 밥을 담고 있는 식기를 노래하
고 있는 것인가 하면, 늘 자신을 위해 밥을 해 주는 아내를 중심으로 한 즐거운 가정이 생명
의 원천임을 자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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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선생의 ｢有間皇子의 自傷歌에 나타난 생명관 연구｣에 대한
토론문
박상현(경희사이버대)

有間皇子의 自傷歌(권2/141~142)는만엽집에서도 유명한 와카和歌로 다음과 같습니다.

岩代の 浜松が枝を 引き結び ま幸くあらば また帰り見る務 (141）
家なれば 笥に盛る飯を 草枕 旅にしあれば 椎の葉に盛る (142)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노래歌들은 ‘tabi旅’에 관한 와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권2의
142번 노래에 ‘ie家’와 ‘tabi旅’가 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와카는 구조적으로 볼
때, 대비가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즉 방금 말씀드린 대로 ‘ie家’와 ‘tabi旅’가, 그리고 ‘ke笥’
와 ‘sihinoha椎の葉’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준 선생님이 발표문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 와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ihi飯'입
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ihi飯를 자신이 먹는 식사용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kami神’
에게 봉양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로 학설이 나뉩니다. 일본 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차용
하면 전자는 ‘식사설食事說’, 후자는 ‘신찬설神饌說’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食事說’을 지지하고 계십니다. 발표문에서 그 근거를 말씀해주셨지만, 이
두 가지 설을 지탱하는 각각의 근거를 좀 더 자세히 부연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有間皇子의 自傷歌는 有間皇子의 'bannka挽歌'군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권2/141~1
46까지의 와카를 하나의 작품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작품군 속에서 ‘식사설’과
‘신찬설’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岩代の 岸の松が枝 結びけむ 人は帰りて また見けむかも (143)
岩代の 野中に立てる 結び松 心も解けず いにしへ思ほゆ (144)
天翔り あり通ひつつ 見らめども 人こそ知らね 松は知るらむ (145)
後見むと 君が結べる 岩代の 小松がうれを またも見むかも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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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첫머리에
만요슈 속의 벚꽃 표현
한시문 접점과 그 이후의 벚꽃
무사와 벚꽃 – 무사의 죽음을 비유
군국의 꽃
나오며

1. 첫머리에
일본어 속담에 ｢花は桜木, 人は武士｣라는 말이 있다. ‘꽃은 벚꽃이 제일 사람은 무사가
제일’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가나데혼 쥬신구라의 제10단 아마가와야天河屋의 장면에서 나
온 말인데 극 중에서의 의미는 무사도를 찬미하여 벚꽃과 결부시켜 에도시대에는 이러한 생
각이 이미 일본인들의 가슴속에 깊이 침투해 있었다1)고 생각된다.
일본이나 다른 곳에서 행해지는 일본 관련의 문화행사나 이벤트가 행해지는 경우에도 후
지산과 벚꽃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일본의 상징이기도 하고 일
본정신의 상징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정작 일본인의 고대가집 만요집에 가장 빈도수가 높게 등장하는 꽃은 싸리꽃이다.
다음이 중국에서 도래한 매화이고 벚꽃은 싸리꽃의 1/3정도의 빈도율로 만엽 이전의 시
기에는 일본의 꽃이라고 하는 인식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벚꽃이 일본인들이 가장 좋
아하는 꽃으로 자리잡은 시기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헤이안의 고킨슈시대에
이르러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만요시대와 그 이후의 벚꽃에 관한 표현을 살펴보고 벚꽃이 어떤 과
정을 거쳐 그들의 미의식의 대표적 상징물로 자리잡게 되었는지에 관해 살펴보고, 시대에

1) 小川和佑 日本の桜、 歷史の桜1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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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벚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했는지 그 변화에 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만요슈 속의 벚꽃 표현
만엽집 중에서 꽃 중에 가장 많은 용례를 보이는 것은 141수나 되는 싸리이다. 매화도 119수
로 벚꽃은 그 1/3에 해당하는 43수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노래 몇 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425: あしひきの山桜花日並べてかく咲きたらばいたく恋ひめやも
산벚이 며칠이고 이렇게 피어 있다면 이토록 애타게 그리지 않을텐데..
1429: 娘子らがかざしのために風流士の蘰のためと.......
아가씨들의 비녀로 풍류인들의 머리장식을 위해 천황이 통치하는 구석구석까지 피어
있는 빛나는 벚의 아름다움은 훌륭하다.감탄할만 하다
1459: 世間も常にしあらねばやどにある桜の花の散れるころかも
사람 일도 변화무쌍하니 집에 있는 벚꽃도 지는 게 아닐까요.
1855: 桜花時は過ぎねど見る人の恋ふる盛りと今し散るらむ
벚이 질 때도 아니지만 보는 사람 안타깝도록 애닯도록 지금 지겠지
花の盛りに散っていく桜花を女性に重ねているとも言える。でも、桜ほど、その散る
ことを惜しまれる花はないかもしれない。
1864: あしひきの山の際照らす桜花この春雨に散りゆかむかも
산기슭 비추는 벚 이 봄비에 다 져버릴 것이다
1867: 阿保山の桜の花は今日もかも散り乱ふらむ見る人なしに
아호야마의 벚 오늘 흩어져 지는 모습 보는 이도 없는데
1872: 見わたせば春日の野辺に霞立ち咲きにほへるは桜花かも
※ 멀리 바라보니 가스가 들판에 안개 자욱하다.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은 사쿠라일까
1872: 見わたせば春日の野辺に霞立ち咲きにほへるは桜花かも
霞の中に咲く花を桜の花と推定している風。花か霞かという感じ.
3305: 物思はず道行く行くも青山を振り放け見ればつつじ花にほえをとめ桜花栄えをとめ......
長歌

아무 걱정없이 길을 가며 푸른 산을 올려다보는데 철쭉처럼 아름다운 처녀 아름다운
아가씨 벚꽃처럼 빛나는 아가씨여..

3129: 桜花咲きかも散ると見るまでに誰れかもここに見えて散り行く
벚꽃 피었다 지는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 또한 이합집산 분주하구나..
桜の花が散っていく様子と、花を求めて集まった人々が、まもなく散り散りになって
いく様子を重ね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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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 桜花今ぞ盛りと人は言へど我れは寂しも君としあらねば
벚꽃은 한창이지만 당신과 함께가 아니어서 쓸쓸하다

봄이 오면 피는 꽃 - 257 260 971 1047
매화에 이어 피는 꽃 - 829
지지 않고 피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 1212 1425 1747 1748
지는 걸 안타까와 하는 마음 - 1864 1854
지는 모습이 아름다운 사쿠라 - 1867
꽃의 아름다움 3970 님과 함께 보고 싶다 - 3979
달, 사쿠라 짝이 아름다움이 묘사됨 - 1887
아름다운 아가씨의 비유 - 3305 3309

※こうしてみると、これらの万葉の桜の花は、春の花なのに、どこか多くないし、表現も
素朴である。梅のあと、咲く花、桜の花が咲いてもすぐに散ってしまうことを見て人生の無
常感とを重ねてもいる。

3. 한시문 접점과 그 이후의 벚꽃
日本後記에 의하면 사가嵯峨천황이 다스리던 해 고닌弘仁 3년인 812년 2월, 신젠엔神泉苑
에서 최초로 왕조의 번창과 치세의 태평을 기원하는 벚꽃구경 연회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연회는 그로부터 3년 후인 815년 같은 장소에서, 8년 후인 823년 우치코 내친왕
의 가스가春日 산장에서도 열린다.
○ 꽃 연회 개최하며 수록한 시 료운슈에 3수 남아 있음.
神泉苑花宴賦落葉
○ 중국 漢詩 속의 落花
원진 백거인 유우석이 주고받은 시

다카키 키요코高枝키요子씨는 궁중에서는 쥰나

淳和

천황의 치세인 831년 2월 16일에 처음으

로 벚꽃 연회를 개최하게 되며 이후 무라카미村上 천황 때 전성기를 이루며 대대로 계승되었
다고 한다. 연회가 이루어지는 장소도 죠네이덴常寧殿 세이료덴淸凉殿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는 것이다.2)
시신덴紫宸殿의 정원 양쪽에도 벚꽃과 귤나무가 심어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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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3)고킨슈가 편찬되지 않은 시기로 아직은 벚꽃보다는 매화가 연회의 관상화로 각광을 받
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카키 키요코高枝키요子씨에 의하면 헤이안 천도 때에는 아직
벚꽃 대신 매화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매화가 말라 죽어 벚꽃으로 개식하였는데, 이로 인해
귀족들 사이에 벚꽃 숭배가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다.

4)

※ 고킨 이후 꽃이라고 하면 바로 사쿠라를 가리키는 관념이 자리하게 됨.
∇ 国風イメージ；
시가의 用例数 일본에 많음; 중국에 거의 없음
헤이안 시대의 가인들은 이를 일본 고유의 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拾遺 1050 ひのもとに咲ける桜の色見れば人の国にもあらじとぞ思ふ
∇ 千載佳句和漢朗詠集에도 복숭아꽃 살구꽃은 있지만 없음
∇ 마쿠라노소시枕草子
나무꽃의 매화. 그 색이 진하든 엷든 홍매가 좋다. 벚꽃은 꽃잎이 크고 색이 좋은 데다
가지는 가늘고 산뜻한 느낌으로 피어 있는 것이 좋다. 등꽃은 부드러운 꽃송이에 색이
아름답게 피어 좋다.
∇ 겐지모노가타리少女卷
동남의 저택은 언덕을 높게 쌓아 봄꽃나무 가종을 모아서 심고 연못의 풍정도 재미있어
각별하고 궁궐가까이에는 오엽 홍매 벚꽃 등꽃 황매화 진달래 등과 같은 봄에 즐길 수
있는 화초를 심어....
∇ 古今集에서는 春歌下에서는 49번부터 89번까지 쭉 피어나는 벚꽃에서부터 지는 벚꽃
까지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 배열.5)

당시의 가인; 벚꽃을 미의 대상으로 삼고 벚꽃에 대한 애착도 강했음
53 世の中に絶えて桜のなかりせば春の心はのどけからまし 在原業平朝臣
이 세상에 벚꽃이란 나무가 없었더라면 봄을 즐기는 마음 더욱 한가로울 것을
84 久方のひかりのどけき春の日にしづ心なく花のちるらむ 紀 友則

2) 高枝키요子櫻中央公論社 1996년 40p
3) 古事談右 제 36- 389에도 近노 橘 左近노桜 라고 표기되어 있어 오른편에 귤나무가 왼편에 사쿠라가 심어져 있음
을 알 수 있다.
4) 주2) 39p 850년경 淸凉殿의 동편 저원에 벚나무 식재 菅家 文草 卷5-384
紫宸殿 앞에도 매화였던 것을 벚꽃으로 교체 古事談 第6-389 이후 상류귀족의 저택에도 등장
5) 야마다요시오山田孝雄는 헤이안 시대의 벚꽃 애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 고킨슈 春歌 133수 중에 벚꽃
을 노래한 것이 70수 매화를 노래한 것이 18수 단순히 꽃이라고 읊은 것이 12수 그 중에 매화라고 생각되는 꽃이
8수 벚이라고 생각되는 꽃이 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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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今集는 낙화를 내용으로 하는 노래가 많다. ｢春歌下｣에 속하는 69번에서 와카들은 거
의 모든 노래들이 낙화하는 벚꽃의 모습을 읊은 것들이다.
71 残りなく散るぞめでたき桜花ありて世の中はての憂ければ よみ人知らず
남김없이 지기에 오히려 아름다운 벚꽃이구나 오래 피어 있으면 이 세상 근심만이 남으니
73 うつせみの世にも似たるか花桜咲くと見しまにかつ散りにけり
덧없는 이 세상과 닮았구나 벚꽃은 피어 있는가 하면 벌써 지기 시작하니..
77 いざ桜我も散りなむひと盛りありなば人に憂き目見えなむ
벚꽃이여 나도 너처럼 져버리고 싶다지지 않고 살아 남아있으면 싫은 일 보게 될 테니..
84 久方のひかりのどけき春の日にしづ心なく花のちるらむ 紀 友則
화창한 빛 내리쬐는 봄날에 조바심나게 꽃잎은 떨어지는구나
89 桜花ちりぬる風のなごりには水なき空に浪ぞたちける

紀 貫之

벚꽃 지게 한 바람남은 자리에 물 없는 하늘에서 파도가 이는구나
113 花の色はうつりにけりないたづらに我が身世にふるながめせし 小野小町
꽃도 나도 빛 바래고 말았네. 공연히 내리는 비 바라보는 사이에

하는 일도 없이 세월 흐르는

사이에

· 지는 벚꽃을 덧없는 인생에 비유
· 헤이안 중엽부터 후지와라씨藤原氏 가문의 전성기가 되어、스가와라 미치자네菅原道真
등과 같은 명문출신의 귀족들이나 재능이 있는 키노쓰라유키와 같은 가인들은 출세 하기
가 어려웠다. 이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벚꽃에 빗대어 읊었을 가능성도
있다.
∇ 고킨 이전의 万葉1459
<이 세상 변하지 낳는 것 없다, 뜰앞의 벚꽃도 이렇게 지고 마니> 인간세상의 무상감을
읊고 있음
∇ 新古今
141 はかなさをほかにもいはじ桜花さきては散りぬあはれ世の中
덧없음을 벚꽃이 아니면 무엇에 비하리오. 피었다 금방 지는 것이 헛된 세상사이다
∇ 伊勢物語
散ればこそいとど桜はめでたけれ、浮き世になにか久しかるべき
지기 때문에 벚꽃은 아름답다 덧없는 세상에 무엇이 영원할까

｢賀歌｣의 부타테에 속해 있는 노래로 다음과 같은 노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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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桜花散りかひくもれ 老いらくの来むといふなる道まがふがに
벚꽃 나무여 떨어져 주변 가득 어지럽혀라 늙음이 오는 길을 찾을 수 없도록

● 그 밖의 다른 표현
1205년에 편찬되는 칙찬 가집 新古今集에서도 봄노래 174수 중 에 벚꽃 노래가 85首벚
꽃을 읊는 비율이 더 많아짐을 알 수 있다.
○ 영화와 미녀의 상징
染殿后の前に、花瓶に、桜のはなを挿せ給へるを見て、よめる
古今 52 年経れば齢は老いぬしかはあれど花をしあればもの思ひもなし
세월이 흘러 나이 들었지만 벚꽃을 보면 아무런 근심도 걱정거리도 없네
前太政大臣의 노래이다. 화창한 봄날 현천황의 생모로서 전성기를 구가하는 딸의 모습
을 보는 것은 감개무량한 광경이었음에 틀림없다. 자신도 쇠잔해가는 모습을 느끼면서도,
섭정태정대신으로 흔들림없는 일가의 영화를 누리고 있는 만족감을 벚꽃에 빗대어 표현

○ 소멸과 영원의 상징
長秋詠藻를 참고로 하면 1166仁安 元年년 大嘗会의 병풍화에 다음과 같은 와카가 읊어졌다.
298 松が枝に枝さしかはす桜山花も千歳の春やにほはむ{長秋詠藻）

병풍 속의 벚꽃은 만개해 있었고 소나무와 가지와 맞닿아 있었다. 大嘗会는 천황 즉위 시
에 행하는 의식으로 천상계의 신선에 준하는 천황의 장수 영생을 기념하여 번영 영화의 징
표로 만개한 벚꽃과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천년의 푸르름을 유지하는 소나무를 짝으로 그려
넣었다. 소나무와 벚꽃이 영원한 반석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제5대 칙찬가집인 金葉에도 ｢松間의 櫻花｣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읊은 와카가 수록
되어 있다.
金葉 38 この春はのどかににほへ桜花枝さしかはす松のしるしに
後撰 82 久しかれあだに散る名と桜花瓶に挿せれどうつろいにけり
언제까지나 피어 있으렴 덧없이 지지마라고 염원을 담아 꽃병에 꽂았지만 져 버리는구나

○ 사랑스런 여인의 상징
拾遺1053 後ろめたいかで帰らむ 山桜飽かぬにほひを風にまかせ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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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쓰인다. 어찌 이대로 돌아갈까. 산벚의 질리지 않는 향을 바람에 져버리게 놔두고...

산벚꽃에 의중에 품은 여자를, 바람에 남성을 비유해 읊은 것으로 감상할 수 있음 불안에
떨며 욕정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後拾遺1152 常ならぬ山の桜に心入りて池の蓮をいひな放ちそ
아름답다고 산벚에 집착하여 극락정토의 연좌를 얻지 못하면 안 된다

詞書에 ｢法師の色好みけるを詠み侍りけるを｣라고 되어 있다. 색욕의 번뇌에 사로잡혀 여
자를 범하려고 꾀하는 승려를 야유하며 경계할 것을 권장하는 노래.
新古今1016 にほふらむ霞のうちの桜花思ひやりても惜しきものかな
아름다운 향을 발하겠지. 봄안개 속의 벚꽃! 상상만 해도 손에 잡히지 않는 아까운
봄날이다

숨어서 엿본 마음에 둔 여인을 <霞のうちの桜花>에 비유하고 금기 금단의 영역의 여인
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한 시로 감상할 수 있다. 겐지모노가타리에도 비슷한 표현 찾아
볼 수 있음
※ ｢春の曙の霞の間よりおもしろき樺桜の咲き乱れたる心地す｣源氏物語野分巻
sakura 好きの西行法師
山家集67 あくがるる心はさてもやまざくら散りなむのちや身にかへるべき
山家集77 ねがはくは花のもとにて春死なむそのきさらぎの望月のころ

● 벚꽃의 イメージ 표현
많은 비유와 見立て를 사용白雲·霞·煙·滝·天の羽衣·雪·波 등하여 벚꽃에 관한 표현이 다양
해지고 있음.
· 古今
59桜花さきにけらしも足引きの山の狭よりみゆる白雲 신고킨 139 144 157
60み吉野の山辺にさける桜花雪かとのみぞあやまたれける
슈이 64신고킨 118 134 135 136 139

※ 명가名歌를 답습한 와카 많아짐
霞古今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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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신고킨115 1016
89 桜花 散りぬる風のなごりには水なき空に浪ぞたちける
벚꽃 지게 하는 바람이 남아 물 없는 하늘에서 파도 이는구나
물거품 泡
金葉 51初瀬山雲井に花の咲きぬれば天の川波立つかとぞみる
新古今131山高み岩根の桜散る時は天の羽衣撫づるとぞ見る

※ 이러한 수사법을 사용함에 의해 헤이안 이후 발상과 표현의 영역을 넓히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 시대는 오래 전에 나온 와카를 인용해 새로운 와카를 짓는 것이 단순한 교양이 아니라
실천적인 의미에서 재능이었다. 훌륭한 명가를 답습해 그것과는 비슷한 노래를 만들기도 하
고 다른 새로운 와카를 만들기도 한다. 예전의 와카를 답습함으로서 시간의 지속을 증명하
고 그러면서 새로운 묘미를 가진 와카를 만들었을 경우 예전의 가인의 명성에 맞먹는 재능
을 인정받게 된다.
문학적인 기교가 아니라 필연성이 작용? 시가를 통한 자신의 영원불멸성 증명?

４．무사와 벚꽃 - 무사의 죽음을 비유
헤이케와 겐지의 싸움은 전쟁은 무사계급이 귀족계급을 무너뜨린 결과를 낳았다. 귀족계
급이 권력 밖으로 밀어내고 무사계급이 권력을 쥐게 되었으나 그렇다고 바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의 규율이나 무가 문화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소위 전통문화의
중심은 와카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와카에서 香道6)도 나오고 가무 음악 연극 유행가도 나오기 때문에, 점차 武道에
도 와카의 정신이 침투한다. 무사들이 최고의 권력자가 되면서 와카 읊는 것을 교양으로 생
각하게 된 것이다. 가마쿠라鎌倉시대부터 무로마치室町시대로 넘어오면서 귀족문화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린다.
실제로 장군 집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나왔다. 아시카가 요시미츠는 제아미를 총애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니죠 요시모토와 같은 사람이 제아미에게 렌가連歌를 가르친다. 무가에
여러 가지 와카적인 교양이 도입되어 문화의 변형이 이루어진다.7)
벚꽃은 무사의 사생관과 결부되어 군국의 꽃으로 등장. 무사들이 읊는 시가에는 그들의
6) 향을 피워 이를 즐기는 도道
7) 오오카 마코토 지음 신유미 옮김(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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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관이 담겨 있다.
古今 71 残りなく散るぞめでたき桜花ありて世の中はての憂ければ
남김없이 지는 것 오히려 아름다워라 벚꽃이여 세상사 괴로울지니
· 誘ふとて なにか恨みん 時きては 嵐の外に 花もこそ散れ〔大内義長〕
다른 사람의 권유로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무엇을 원망할까. 때가 되면 꽃은 태풍이 불지
않아도 져가게 마련이다.
· 限りあれば 吹かねど花は 散るものを 心みじかき 春の山かぜ蒲生氏郷8)
꽃의 수명에도 기한이 있기에 바람이 불지 않아도 어느 때인가는 질 텐데 봄에 부는 산바람은
서둘러 불어 꽃을 지게 한다
風など吹かなくても、花の一生には限りがあるので、いつかは散ってしまうのです。それを春の山風は何故こんなに短気に花を散らしてしまう
のですか

まだまだ武将として働いていける。その矢先の死に悔いの残る辞世である。
祇園南海、幸田露伴の著作にこの句の評釈がある。また、山田風太郎は人間臨終図鑑の中
で、｢この句は戦国武将の絶唱としては白眉である｣と評している。
· 三芳野の 花は数には あらね共 散るにはもれぬ 山桜かな〔三好康俊〕
미요시노의 무사 중에서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요시노의 벚꽃처럼 예외없이 지는구나
※三好 康俊みよし やすとしは、戦国時代から安土桃山時代にかけての武将。
阿波三好氏の一族。
· いたづらに 散る桜とや 言ひなまし 花の心を 人は知らずて
8) 蒲生 氏郷がもう うじさとは、戦国時代から安土桃山時代にかけての武将。初め近江日野城主、次に伊勢松阪城主、最
後に陸奥黒川城主。武勇にも優れ、永禄11年1568年の北畠具教・具房との戦いにて初陣を飾ると、永禄12年1569年の
伊勢大河内城の戦いや元亀元年1570年の姉川の戦い、天正元年1573年の朝倉攻めと小谷城攻め、天正2年1574年の伊勢
長島攻め、天正3年1575年の長篠の戦いなどに従軍して、武功を挙げている。天正10年1582年、信長が本能寺の変によ
り自刃すると、安土城にいた信長の妻子を保護し、父賢秀と共に居城・日野城中野城へ走って明智光秀に対して対
抗姿勢を示した。光秀は明智光春、武田元明、京極高次らに近江の長浜、佐和山、安土の各城を攻略させ、次に
日野攻囲に移る手筈だったが、直前に山崎の戦いで敗死した。
豊臣家臣時代[編集]その後は羽柴秀吉豊臣秀吉に仕えた。秀吉は氏郷に伊勢松ヶ島12万石を与えた。清洲会議で優位
に立ち、信長の統一事業を引き継いだ秀吉に従い、天正12年1584年の小牧・長久手の戦いに従軍。同年に、秀吉か
ら｢羽柴｣の苗字を与えられる。[2]ルイス・フロイスの耶蘇会年報によると、このころ、高山右近らの影響で大
坂においてキリスト教の洗礼を受ける。天正13年1585年の紀州征伐第二次太田城の戦い、天正15年1587年の九州征伐や天
正18年1590年の小田原征伐などにも従軍する。また天正13年1586年には従四位下・侍従に任じられる。その間、天正
16年1588年には飯高郡矢川庄四五百森よいほのもりで新城建築のための縄張りを行い、松坂城を築城。松ヶ島の武士や
商人を強制的に移住させて城下町を作り上げた。同年4月15日、正四位下・左近衛少将に任じられる。豊臣姓本姓
を与えられる。[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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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森五六郎

水戸藩士・桜田門外の変のち斬首〕

여기서 <桜田は花の縁語>..설령 桜田門 밖에 시체를 내버렸다 해도 어찌 일본정신을 억누를
수 있겠는가
※森五六郎 1838－1861 幕末の武士。 天保てんぽう9年生まれ。常陸ひたち水戸藩の浪士。安政7年
1860桜田門外で

井伊直弼なおすけをおそった18人のひとり。襲撃の際負傷して大関和七郎らと

熊本 藩邸 ...
· 散るもよし 芳野の山の 山桜 花にたぐひし ものゝふの身は〔山田亦介〕
지는 것도 좋다 질 때는 요시노산의 산벚꽃처럼 질 것이다. 대장부의 몸은

이상에서 예로 든 와카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세상을 하직할 때 읊었던 ｢辞世じせいの句｣
들이다. 꽃이 만개해 있는 기간은 짧고 시들기 전에 떨어져 흩날리는 벚꽃의 特性을 무사들
은 미련없이 깨끗하게 최후를 마치는 자신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무사도에 있
어서 생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이들은 ｢桜が散るように死ぬ｣라고 하는 표현
으로 자신들의 최후를 장식하고 싶어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미를 가진 벚꽃은 에도시대에는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뿌리
를 내렸다고 여겨진다. 모두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花は桜木 人は武士｣라는 속담이 유행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국학자

賀茂真淵 桜

うらうらとのどけき春の心よりにほひいでたる山ざくら花賀茂翁歌集
햇빛도 밝고 화창한 봄의 마음 아름답게 피어난 산벚꽃이여
本居宣長 桜
敷島の 大和心を 人問はば 朝日に匂ふ 山桜花
일본의 정신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아침 햇빛에 빛나는 산벚꽃이라 답하겠다

에도시대에는 벚꽃이 서민의 꽃이 되고 꽃구경인 하나미花見가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잡게
된다. 에돗코는 자신의 기질이 벚꽃과 닮았다며 벚꽃을 그 상징으로 삼았다.

5．군국의 꽃
1935년경부터 벚꽃은 일제히 미련없이 지는 꽃이야말로 무사도와 일치한다고 여겨져, 군
국주의자들에게 군국의 꽃, 호국의 꽃으로 이용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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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든 本居宣長 桜 노래
敷島の 大和心を 人問はば 朝日に匂ふ 山桜花

2차세계대전말, 마닐라의 비행예과 연습생인 스무 명의 가미카제특공대의 네 부대의 이
름을 이 노래에서 인용해 敷島隊、大和隊、朝日隊、山桜隊라고 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
패전 전에는 국위선양에 이용되던 모토오리 노리나가이지만, 1905年 러일전쟁이 한창일 때
는 세수증가를 위해 담배 완전전매제를 실시할 때도 역시 이 노래를 이용해 敷島、大和、
朝日、山桜라는 상표로 관제 담배를 제조.
이 노래는 노리나가 스물 한 살의 작품으로 ｢大和心とはどうゆうものかと人の訊かれれ
ば、朝日の照り輝く潔く美しい山桜のようだと答えよう｣라고 하는 해석이 일반적이지만 작
자의 본심은 어떤 것이었을까.
文芸評論家인小林秀雄氏는 만년에 비평적 주제를 모아 本居宣長란 책을 편찬했는데,
이 책 속에서 이 노래에 관해 ｢山桜が好きな想いが日本人だ｣といった程度で、視点はまさ
に山桜の美しさにある 라고 지적.
사이교처럼 벚꽃에 대한 애착이 강해져 자신의 모습 내지는 일본인의 마음모두를 벚꽃에
투영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그가 살았던 에도시대 역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벚꽃
의 매력에 흠뻑 취해 있었을 것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桜花 唱歌
１： 真白き富士のけだかさを
こころの強い楯として
御国につくす女等は
輝く御代の山ざくら
■ 地に咲き匂う 国の花
３： 勇士の後をあとを雄々しくも
家をば子をば守りゆく
優しい母や、また妻は
まごころ燃える紅桜
■ うれしく匂う 国の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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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오며
일본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은 벚꽃 -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인식.
만요· 헤이안 · 전국시대 무사들 · 메이지시대 군국주의자들의 벚꽃에 관한 인식은 각각
다름
영국의 동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1976년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
밈meme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9) 그는 이 용어를 문화정보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노래의
선율이나 비유적인 표현처럼 작을 수도 있고 철학적 혹은 종교적 개념처럼 클 수도 있다.
지옥과 천국의 개념도 하나의 밈이라고 한다. 도킨스의 이론에 따르면 밈과 문화적 진화의
관계는 유전자와 생물학적 진화의 관계와 동일하다.
밈은 문화를 쌓는 벽돌이다. 다윈의 개념을 따르자면 이것이 뇌에서 뇌로 전달되는 동안
온갖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문화영역에서 진보와 혁신이 일어난다. 밈 가운데서도 자기가 속
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말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장 많이 저장함직한 말들
만이 살아남고 복제되며 유익하고 진실하며 아름답다고 인정받는다. 어느 특정한 순간의 문
화는 그 문화권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헤엄칠 수 있는, 온갖 밈들이 모여 있는 <밈의 풀> 이
다.
새로운 밈이 들어와서 동의를 얻을 때마다 문화는 바뀐다, 이 새로운 밈은 낭만주의일 수
도 있고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고 인기 있는 게임일 수도 다른 식물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밈들은 어디에서 생길까? 마이클 폴란은10) 이 밈들은 예술가나 과학자의 머
리에서 완전히 정립된 상태로 나와서 카피라이터나 10대 청소년을 사로잡는다.
그런데 새로운 밈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한다. 이것은 자연상태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나 새롭고 유용한 유전형질이 자리잡는 현상과 같다는 것이다. 밈들이 이전
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 결합을 하거나 누군가 이 밈들의 의미를 잘못 읽거나 잘못
해석하는 실수를 할 때 문화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콜리지의 상상력의 변용
개념은 그 자체로 새로운 하나의 밈인 동시에 다른 새로운 밈들을 생성할 수 있는 멋진 도
구라는 것이다.
이번 벚꽃을 중심으로 한 와카의 특징을 고찰하면서도 이 이론을 적용해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꽃이라는 식물을 둘러싼 표현이 당대에 문화에 어떻게 변용
발전되었는지를 고찰하면서 음악이나 시와 철학 또한 이 같은 진화과정을 되풀이하는 게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나친 해석일까?

9) 욕망하는 식물 242P
10) 마이클 폴란 지음/ 이경식 옮김 (2007) 욕망하는 식물, 황소자리, 24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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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숙선생의 ｢일본고전시가에 나타난 벚꽃 표현의 양상｣에 대한
토론문
齊藤麻子(명지대)

본 발표는 고대부터 근대의 와카和歌에 나타난 ‘벚꽃’에 내포된 의식의 변천과정을 규명한
것이다. 이 연구는 万葉集, 勅撰和歌集, 辞世歌, 唱歌 등 많은 자료의 노래들을 제시하며
다양한 관점의 해석으로 살펴본 의미 있는 시도로 보인다. 한편 논평자 입장에서 발표내용
과 구성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제목에서 제시된 연구대상은 ‘일본고전시가’이다. 일반적으로 ‘일본고전시가’라면 와카
和歌,

하이쿠 등 여러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 본 발표에 있어 ‘일본고전시가’의 범

주를 밝혀주었으면 한다.

２．전국시대의 무사들이 읊는 辞世歌가 많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의 출전을 알고 싶다.

３．제5장 ‘군국의 꽃’에서 제시되어 있는 ‘唱歌’속의 벚꽃에 대해 발표자는 어떠한 이미
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

４．일반적으로 일본에서 많이 사랑 받고 있는 벚꽃의 와카는 ｢久方のひかりのどけき
春の日にしづ心なく花のちるらむ화창한

빛 내리쬐는 봄날에 조바심나게 꽃잎은 떨어지는구나｣이

나, 사생死生관을 나타낸 ｢ねがわくは花のもとにて春死なむそのきさらぎの望月のこ
ろ｣인데, 발표자에 있어 인상 깊은 와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와카 중 어느 것이
더 인상에 남았는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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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발표

동아시아 문화 예술에 나타난 생명관

▣

한국 고대 불교의 생명관
삼국유사 등에 전하는 신라 불교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

古小說 人物 出生譚에 나타난 世界觀과 自然의 攝理
出生譚과 福善禍淫 및 勸善懲惡의 관계를 중심으로-

▣

어로민속을 통해 본 어민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

▣

‘곡혼穀魂’ 신화와 ‘엽두獵頭’ 의례를 통해 본 생명관
와족을 중심으로

한국 고대 불교의 생명관
- 삼국유사 등에 전하는 신라 불교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하도겸(국립민속박물관)

Ⅰ.
Ⅱ.
Ⅲ.
Ⅳ.
Ⅴ.

머리말
불교의 생명관 : 사유, 연기, 윤회
자타카에 나타난 불교의 생명관
삼국유사에 나타난 삶과 죽음
맺음말

Ⅰ. 머리말
본고는 불교의 생명관에 대한 간략한 논의로부터 시작된다. 지금의 상황에서 가능한 논의
속에서 얻은 잠정적 함의를 가지고서 부처님의 전생담 자타카를 살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그러한 함의와 자타카의 내용이 한국고대의 불교의 생명관에 어떠한 영향
을 실제로 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단순한 이론적 논의나 함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을 살필 때는 모든 게 사료로 설명되
어야 한다. 물론 한정된 사료의 틈을 정황증거 등으로 보충도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역
시 사료가 제시되지 못한다면 역사학적인 검토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렇다고 해서 사료를 그대로 믿는 것도 역사학의 영역이 아니다. 철저한 내적 외적 사료비판
을 통해서 사료를 재조명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료비판은 특정 시기 비정
이라는 가장 초보적인 문제로부터 봉착하게 된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새로운 금석문 등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잠정적으로 사료이용을 허가
받게 된다. 다만 여기서의 차별성을 띄는 것은 사료비판을 하는 눈 즉 그러한 안목을 가지
고 사료를 대하는 것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참선에서 화두를 들고 늘 성성적적하게 깨어있어야 화두도 타파되는 것이지 아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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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없이 멍때리고 있는 것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본고에서는 사료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자카타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
는 삼국유사등의 사료에서 보이는 불교의 생명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
론 일연의 신이관으로 상징되는 삼국유사의 내용이 어느정도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료비판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가능한 사료가 매
우 적다는 것을 미완의 과제로 제시하고 본고에서는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논고가 필요한 것은 과학에서도 밝힐 수 없는 죽음, 삶의 대해서 불교처럼 명확
하게 그 과정을 원인과 결과로 나눠 제시한 시스템이 없기에 그러한다.

Ⅱ. 불교의 생명관 : 사유, 연기, 윤회
생명관이라고 하면 생명을 어떻게 볼것인가라는 인식과 관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과학의 발달 이후 그 이전의 종교나 미신, 또는 신화나 전승에 의거한 생명관과는 별도
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생명관이 근래 인간복제라는 생명윤리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
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1) 하지만 양자물리학이 도입된 이래 우리는 과학이라는 것이
실제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접하게 된다. 최근에 밝혀진 힉
스의 존재는 그나마 양호하지만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의 존재 역시 언제 풀리는 모르는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이다.2)
지구와 우주의 시작 나아가 인간 생명의 탄생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만이 밝혀진 셈이라고 과학자들은 탄식한다. 따라
서 과학문명시대에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과학이 발전할 수도록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고 과학으로 설명안되는 부분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과
정에서 과학자들과 달라이라마로 대표되는 불교학자들의 만남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파리 국립과학연구원 프란시스코 바렐라의 선언처럼 “신경과학계에서는 의식이란 무엇인가
1) 종교학대사전, 1998.8.20, 한국사전연구사
2) 한가지 예를 들면,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받은 주제가 되었던 '힉스' 입자의 경우도 힉스의 존재를 예측한 지
48년만에 발견하게 된 존재이다. 48년동안 미지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과학자들에게는 이러한 불불명한 존재가
수없이 많다고 한다. 힉스란 우주 만물에 질량을 부여하는 미지의 입자로 우주 대폭발때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
하고 1000만분의 1초 동안 존재하다 사라진 입자이다. 지금까지 입자 물리학에서는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17
가지의 입자가 있다는 것을 밝혀 냈지만 힉스만은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입자에 한한 것
일 뿐으로 전체 우주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의 5배의 질량을 지니고 있는 우주 암흑물질의 정확한 정
체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다. 우리가 아는 물질과 반응하지 않고 광자를 내지 않으며 빛을 내는 물질과 전혀
반응하지 않는 속성을 이 물질은 직접 관측이 불가능해 다른 물질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측해야 하는 등 정체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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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조차도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3) 또한 마음과 뇌의 관계, 기억과 지
각의 관계, 전생의 잠재적 의식과 기억 등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오히려 불교를 통해 과학
의 이론을 세우고자 공부를 하기도 한다.4)
이와 같이 과학자들이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호기심을 접근하고 있는 상
황에서 그 어느 것도 확실히 않은 지금을 과연 과학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마저
든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로 불
교라고 할 수 있다.
불교의 생명관을 얘기하라고 하면 불교에서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삶을 사는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접근한 바와 같이 불교에서는 사유와 12연기
라는 두가지 개념을 가지고 육도윤회라는 측면에서 생명에 접근하게 된다.
사유四維,

四有란

중생이 살다가 죽어 다음의 어떤 생에 이르는 과정을 네 가지로 나눈 것

이다. 첫 번째, 중유中有는 죽어서 다음의 어떤 생을 받을 때까지의 49일 동안을 말한다. 두
번째, 생유生有는 어떤 생이 결정되는 순간 즉 탄생하는 순간을 말한다. 세 번째, 본유本有는
어떤 생이 결정된 후부터 죽을 때까지 즉 사는 동안을 말한다. 네 번째 사유死有는 죽는 순간
을 말한다.5) 이 가운데 우리에게 낳익지 못한 개념으로 사후의 존재형태가 바로 중유로 달
리는 중음中陰일 것이다. 극히 착한 사람은 죽자마자 극락에 가고, 극히 나쁜 사람은 바로 지
옥에 가지만 대부부의 사람은 일단 중유의 세계에서 다음 생을 기다린다. 지장전에 모셔진
열명의 시왕의 재판을 받는 기간이 바로 이 중음에 머물 때이다.6)
결국 중음이란 생유부터 사유까지의 삶에서 어떠한 인을 심고 업을 거두는지를 살피는
기간을 말한다. 이전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다음의 삶을 결정한다는 부처님 법을 가장 극명
하게 드러내는 시간적인 개념구분이 된다.
그리고 불교는 이러한 삶과 죽음의 과정을 그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과학처럼 12연기로
설명하고 있다. 연기는 산스크리트어의 pratītya-samutpāda의 번역어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
는 뜻이다. 석가모니는 이 ‘연기’緣紀의 이치를 깨달아 부처가 되었다고 한다. 즉 생명을 포
3) 달라이 라마 외 저, 대니얼 골먼 엮음, 김선희 옮김, 2006.06.15, 마음이란 무엇인가(현대 신경과학과 동양 불교사
상의 만남), 씨앗을 뿌리는 사람
4) 자라 호우쉬만드 등 엮음, 남영호 옮김, 2007.01.30, 달라이 라마, 과학과 만나다, 알음
5) 곽철환, 2003.7.30, 시공 불교사전, 시공사
6) 중유의 세계에 머무는 기간에 대해서는 구사론이나 유가사지론등 여러 불교 경전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최소
7일, 최대 7.7 49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설이 중국에 전해져 초기에는 중음법회中陰法會나 칠칠재七七齋가 성
행하였고, 당나라 말기에는 불설예수시 왕생칠경佛說豫修十王生七經이 편찬되어 백일재百日忌, 소상一週忌, 대상三回忌 때
에도 재를 지내게 되었다. 이처럼 10번의 재를 지내는 것은 열시왕에게 선망 조상님이 중음의 세계에서 헤매지
말고 빨리 육도에 전생하기를 빌거나, 혹은 육도윤회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기를 비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시왕
재十王齋, 혹은 시왕공十王供이라 했다.(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우리저승세계, 2005,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 고대 불교의 생명관(하도겸) 225

함한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나 조건이 상호 연관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그들은 독립 자존
의 것도, 저절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또 창조신神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인연'에
의하여 성립한 현상은 '인연'이 없어지면 소멸한다. 그 어느 것도 이 도리道理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12연기는 ① 무명無明, ② 행行, ③ 식識, ④ 명색名色, ⑤ 육처六處, ⑥ 촉觸, ⑦ 수受,
⑧ 애愛, ⑨ 취取, ⑩ 유有, ⑪ 생生, ⑫ 노사老死를 말한다.7) 결국 ‘무명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있다’順觀고도 할 수 있고, ‘무명이 없다면 노사도 없다’逆觀고도 할 수 있다.8)
결국 중생은 전생의 업이라는 원인을 가지고 현생이라는 과를 얻게 되면 또한 현생에서
어떤 업을 짓는가에 따라 내세 또는 내생에서 그 결과로서 새로운 생을 받게 된다. 그리하
여 때로는 인간으로 때로는 축생 등으로 환생 즉 육도윤회를 한다. 생명이 있는 것은 여섯
가지의 세상에 번갈아 태어나고 죽어 간다는 것으로 이를 육도윤회六道輪廻라고 한다. 육도
중 첫째는 지옥도地獄道로서 가장 고통이 심한 세상이다. 지옥에 태어난 이들은 심한 육체적
고통을 받는다. 둘째는 아귀도餓鬼道이다. 지옥보다는 육체적인 고통을 덜 받으나 반면에 굶
주림의 고통을 심하게 받는다. 셋째는 축생도畜生道로서, 네 발 달린 짐승을 비롯하여 새·고
기·벌레·뱀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넷째는 아수라도阿修羅道이다. 노여움이 가득찬 세상으로서,
남의 잘못을 철저하게 따지고 들추고 규탄하는 사람은 이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다섯째는
인간이 사는 인도人道이고, 여섯째는 행복이 두루 갖추어진 하늘 세계의 천도天道이다. 곧 인
간은 현세에서 저지른 업에 따라 죽은 뒤에 다시 여섯 세계 중의 한 곳에서 내세를 누리며,
다시 그 내세에 사는 동안 저지른 업에 따라 내내세에 태어나는 윤회를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윤회의 여섯 세상에는 절대적인 영원이란 없다. 수명이 다하고 업이 다하면 지
옥에서 다시 인간도로, 천국에서 아귀도로 몸을 바꾸어서 태어난다. 곧 육도의 세계에서 유
한의 생을 번갈아 유지한다는 것이 불교의 윤회관이다. 이 윤회는 철저하게 스스로 지은 대
로 받는다는 자업자득에 기초를 두고 있다. 스스로 착한 일을 하였으면 착한 결과를 받고,
악한 일을 하였으면 악한 결과를 받는善因善果惡因惡果 자기책임적인 것이다. 자기가 지은 바를
회피할 수도 없고 누가 대신 받을 수도 없다. 오직 자기가 지은 업의 결과에 따라서 다른 세
계로의 향상向上과 향하向下가 가능할 뿐이므로,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자율
적인 의지와 실천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윤회는 윤리도덕적인 측면, 즉 권선징악적인
차원에서 특히 강조되어 왔다.
7) ① 무명은 과거에 있어서의 무명 등의 번뇌이고, ② 행은 과거에 있어서의 선악업善惡業이며, ③ 식은 모태母胎 안에
최초로 발생하는 일찰나의 오온五薀이며, ④ 명색은 4주째의 태내胎內 모습이다. ⑤ 육처는 제5주의 태내에서 눈 등
의 육근이 완성되는 상태이고, ⑥ 촉은 출태 뒤의 단순한 인식작용을 일으키는 상태이다. ⑦ 수는 5세부터 14세까
지의 단순한 고락의 감수작용을 일으키는 상태이며, ⑧ 애는 재산이나 애욕에 탐착하는 14세 이후이다. ⑨ 취는
이 탐착이 증진되는 상태이고, ⑩ 유는 애욕과 취착의 선악업이 습관력이 되어 미래의 과를 일으키려는 상태이며,
⑪ 생은 미래의 과가 발생한 상태이며, ⑫ 노사는 미래에 수생受生한 뒤에 명색·육처·촉·수로 발생하는 상태이다.
8) 임석진 외, 2009, 철학사전, 중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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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교에서는 권선징악을 넘어선 해탈의 차원에서 이 윤회설이 강조되었다. 윤회한다
는 것은 삶도 죽음도 모두 결국 괴로움이
므로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나는 열반이나
극락의 왕생 등을 보다 중요시하였던 것이
다. 따라서 이 한 생에서 다음 생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데 대한 관심보다, 현실
의 삶에서 한 생각 한 생각을 깊이 다스려
서 언제나 고요한 열반의 세계와 같은 상
태를 유지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데 치중하
였다. 그리고 현재의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곧 지옥이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귀이며, 어리석음으로 가
득차 있는 것이 축생이라고 보는 등, 이 순
간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끊임없이 육도를
윤회한다고 보았다.9)
결국 육도는 육취六趣 또는 악취惡趣라고도 해서 고뇌의 세계이다. 즉 천도, 인도, 수라도,
축생도, 아귀도, 지옥도 가운데 특히 축생, 아귀도, 지옥도를 삼악취삼악도라고 해서 한다. 천
도는 천인의 세계로, 인간세계의 인도人道보다 즐거움이 많고 고통이 적은 세계이지만 천인
에게도 사고死苦가 있으며, 죽음에 앞서서 오쇠를 나타낸다. 인간의 인도는 생로병사의 사고
팔고四苦八苦의 세계로, 수라도는 귀신류의 세계로 항상 전쟁을 계속해서 그치지 않으며 축생
도는 벌레에서 뱀이나 용, 조수에 이르기까지 약육강식을 반복하고, 용도 축류라는 것을 주
장한 용축경이 있으며, 소나 말도 인간에게 사역되는 고통이 있다고 한다.10)
최근에는 이러한 불교의 윤회 및 연기설에 바탕하여 불교의 생명관을 실체가 아닌 상호
작용 등 관계의 총체성으로 파악하고 이것은 곧 과학의 복잡계 이론과 상응하는 것을 보여
준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11) 사유, 연기, 윤회에 나타난 불교적 생명관의 특성은 한마
디로 요약하라면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생명관이
실제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알기 위해서 다음으로 부처님의 전생담을 담은 자타카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한다.

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0) 종교학대사전, 1998.8.20, 한국사전연구사
11) 윤종갑, 2010, 불교의 연기론적 생명관과 복잡계 이론 - 실체에서 관계로, 관계에서 생성으로 -, 동아시아불교문
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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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타카에 나타난 불교의 생명관
윤회설은 현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악을 배제시키고 선을 취하게 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의 역사가 법이나 규범의 제약 없이도 평화롭게 살아온 데는 이 윤회사상의 영
향이 적지 않았으며, 현재에도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는 윤회사상이 크게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삼국유사에도 윤회에 대한 기록은 풍부하게 보이고 있는데, 일반인을 교화
시키는 데 가장 설득력이 강하였던 사상이 윤회설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윤
회에 관한 이야기들은 중생의 교화를 위해서 가장 널리 이용되었다.
따라서 한국고대불교의 생명관을 다루는데 있어 굳이 자카타를 다루는 이유는 자타카의
내용이 설화형식으로 극명하게 석가모니 이전의 부처님들의 불교관을 극명하게 나타내 주
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삼국유사 등 한국고대 불교 생명관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사료 대부분이 자타카와 비슷한 설화형식을 띠고 있다. 나아가 삼국유사에 자타카의 내용
이 인용되어 있기에 그러하다. 물론 삼국유사에 인용되었다고 하더라고 그게 곧 불교 수
용이후의 고대사회에 어떤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바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사료에 인용된
자타카의 내용은 불교의 생명관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맥락상 공통된 부분만을 극명하게 나
타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한다. 즉 자타카의 도입시기 등을 특정화할 수 없고 당시 사
회에의 영향도 측정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전래 이후의 자타카에 나온 생
명관은 불교의 생명관 그것이기에 자타카의 내용을 근거로 논지를 전개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다는 점이다. 또한, 불교가 국교화된 신라에 있어서 도입시기에 이미 자타카는 아니더라
고 자타카에 담긴 불교의 생명관이 함께 들어왔다고 봐도 될 것이다.
자타카jātaka 널리 인도의 민화에서 소재를 구한 석가의 과거세 이야기로 설화문학으로서
도 가치가 높다. 자타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태어난 것에 관한’라는 정도의 의미인데,
불교성전에서 이용될 때는 특히 현재의 생을 일으킨 과거세의 선행이야기를 의미한다. 자타
카가 탄생한 기원전 4~기원전 3세기의 인도에서는 윤회전생, 선악응보의 사상이 지배적이
며, 사람은 생과 죽음을 반복하는데, 그때 다시 태어나는 경애境涯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
의 전세 행위의 좋고 나쁨이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석가가 이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은 은
혜받은 생을 받은 것은 역시 과거세의 선행이 평균 이상이었기 때문이며, 여기에 뛰어난 자
기희생과 인내를 주장하는 자타카가 탄생한 것이다. 한편 자타카는 형식상 말하면 3부로 대
별된다. 제1부는 현재세의 이야기로 석가 자신의 과거세를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는 일을 이
야기하며 제2부는 과거세 이야기로 현재의 과보를 낳은 과거의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 이 부분에는 운문시와 그 자구의 주석 등이 포함되며, 설화의 주요부를 이루고 있는데
제3부는 결합부로 <그때의 그는 즉 나였다> 등 제1부의 석가와 제2부의 설화의 주인공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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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시키고 있다. 이로써 자타카는 단순한 설화문학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행위의 인과관계업
보를

밝히는 교설이 되어 있다.12)

본고에서는 자타카에서 불교의 생명관 특히 생명에 대한 가치에 대한 관점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3가지 서로 관련된 설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① 부처님의 전생이야기
｢석존께서 사위국의 기원정사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설법하고 계실 때의
일이다. 석가모니께서는 비사리毘舍利성안에 들어오시어, 문턱 위에 서서 다음과 같이 설법하시
었다. 땅에 있는 신, 하늘 위의 신, 모두 여기에 모인 이들이여, 모두 대자비심을 일으키고,
늘 기쁜 마음으로써, 바른법의 가르침 따를지어다. 모름지기 해칠 마음을 품고, 모든 백성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석가모니의 이 바르고 참되고 거룩한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비사리
성안에 살고 있던 귀신들은 모두 겁이 나서 마가다국으로 도망해 버렸으므로 성안에는 병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석가모니께서는 안심하고 베살리성을 떠나 마가다摩渴 국으로 돌아오셨
다. 동시에 귀신들은 따라들어 다시 베살리국에 나타났다. 이렇게 하여 석가모니와 귀신들은
두 나라 사이를 교대로 일곱 번이나 왔다갔다 하였다. 이 집요한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두 나라
사람들을 가엾이 여겨 석가모니께서는 말씀하시었다. 나는 과거 몇 겁의 옛날부터 대 공덕을
쌓고 대서원을 일으켜 왔다. 그리고 지금 또 이 정진正眞의 수행으로써 일체 중생의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없애주고 싶다. 내가 옛날 시비왕尸毘王이었을 때에는 한 마리의 비둘기를 구하기
위하여 나의 살을 베어 매에게 베풀어 주었다. 그리하여 일체 중생의 위험을 없애려는 맹세를
하였다. 마카삿타 태자였던 때에는 굶주린 범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시시왕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나의 살을 십이년 동안 앓는 이에게 베풀어 주었다. 마미다카라왕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자신의 병도 잊어버리고,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비석불에게 그 약을 주어 낫게 하였다. 슈다소
미왕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백 사람의 왕을 죽음으로부터 구하여, 카마사와왕의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고 열두해 동안 악행을 멈추게 하였다. 슈다누 태자로 태어났을 때에는 두 사람의 사랑
12) “자타카는 일반적으로 <본생경>, <본생담> 등으로 번역되는데, 한역에서는 <본생경>과 불교경전의 일부로 분류
되어 있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현재, 가장 완비된 자타카는 남방불교가 전하는 <소부쿠다카 니카야경전팔리어> 중의
22편 547종인데, 이에는 기적이야기미증유법나 비유ㆍ인연 이야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적 이야기에는 석가의
현재세의 기적이 이야기되며, 비유나 인연에는 석가 이외의 과거불이나 제자, 신자들의 과거세 이야기나 전기가
모여있기 때문에 동일한 설화라도 자타카는 석가의 과거에 한정된다. 그러나 불교설화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말
하면 이들 기적 이야기나 비유ㆍ인연 이야기도 자타카와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다. 현존하는 자타카 및 불교설
화는 앞에서 언급한 팔리어 문헌 외에 산스크리트, 중국어, 티벳어, 소그드어 등의 문헌에서도 보인다. ...... 또한
한역에는 육도집경, 생경 등 원전이 산일한 것도 많이 현존하고 있다. 자타카는 석가의 전생을 보살깨달음을
구해서 이타행利他行을 쌓는 수행자로 보고, 선인이나 귀신, 코끼리나 원숭이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살의 수행을 쌓는
다고 한다. 거기에서 특히 칭찬되고 있는 것은 보시와 인내로, 몸을 버리는 자기 희생이야기가 많다. 가령 설산
동자가 가르침을 정리한 시구의 후반이 듣고 싶어서 몸을 악귀에서 던지는 이야기나, 살다태자가 굶주린 호랑이
의 모자에게 피와 살을 준 이야기는 멀리 법륭사의 옥충주자에도 묘사되어 있다.”(종교학대사전, 1998.8.20, 한국
사전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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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아들과 아내까지도 베풀어 주어 버렸다. 마쿠샤다 태자로 태어났을 때에는 약으로써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었으며, 또 바다에 들어가 마니摩尼 구슬을 구해다가 많은 사람들의 가난을
구해 주었다. 마카바리왕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二四일 동안 내 살을 베어 앓는 이에게 주었다.
센다이하리 신선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손발을 잘리면서도 노여운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였
다. 카시迦尸왕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백성들이 모두 열병에 걸렸으므로 팔제계를 지키고 몸을
깨끗이 하여 대자비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였다. 이 때문에 그 병은 모조리 다 말끔히
나았다. 비바프라는 바라문의 수행자로 태어났을 때에는 나의 피와 살을 귀신에게 주어 먹이고
백성들의 병을 고쳐 주었다. 범천왕梵天王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부처님 설법의 한 게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몸의 가죽을 벗기어 여기에 경문을 베끼었다. 빌료 카리왕으로 태어났을 때에
는 한 게를 구하기 위하여 몸에 천개의 못을 박았다. 무발리 신선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한
개를 적어 전하기 위하여 몸의 가죽을 벗기어 종이로 하고 뼈를 꺾어 붓으로 하고, 피로써
먹을 삼았다. 발미왕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온 나라 백성이 모두 피부병에 시달렸는데, 그 병의
원인을 규명하여, 한 독나무의 잎이 물 가운데 떨어져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병에 걸린
것을 알았으므로, 그 독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불살라 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의 병은 태반이
나았으나 그 중 암만해도 낫지 않는 사람이 한 절반 있었다. 왕은 의사를 불러서 그 까닭을
물어보았더니, 그 무거운 피부병은 어떤 물고기의 살을 먹여야 낫는다는 말을 알고, 곧 강가의
큰 나무에 올라가 맹세를 하였다. 지금 나는 몸을 버리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싶다.
그리고 그 공덕으로써 불도를 성취하고, 일체 중생의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없애고 싶다. 원컨
대, 백성들이 나의 살을 먹고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나를 물고기로 만들어 주십시오.하고 나무
위에서 물 속에 몸을 던졌다. 나는 곧 물고기가 되어 큰 소리로 외쳤다. ｢앓는 자는 모두 와서
내 살을 먹어라. 반드시 병이 나을 터이니 말이다.｣석가모니께서는 전세의 수행을 이상과 같이
이야기하고 다시 말씀하시었다. ｢나는 이러한 서원을 모두 성취할 수가 있었다. 지금도 또 이
정진正眞의 가르침으로써 일체 중생의 재난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석가모니께서는 스스로 그 몸을 변화하여 두 개의 머리가 되었다. 그 석가모니께서 양쪽
나라를 다 지켜보고 계시므로 엿볼 틈이 없어, 마침내 바다로 도망쳐 돌아가 버렸다. 이로 말미
암아 두 나라 사람들의 병이란 병은 말끔히 나았으며, 오곡은 푸짐하게 무르익고, 사람들은
태평한 살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다시 석가모니께서는 바른 법으로써 널리 교화 하였으므
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욕심도 없어지고, 몸과 마음을 아울러 깨끗이 가질 수 있게 되어
크게 기뻐하였다고 한다.｣佛設木本行經13)

위의 내용을 보면, 귀신들이 사라지자 병이 다 나았으며, 마음과 몸의 병을 낫게하기 위
해 정진수행하겠다는 대자비심을 일으켜 비둘기와 범을 위해 목숨을 버린 이야기를 하고 있
다. 아울러 피부병의 원인을 독나무의 잎으로 보고 구병을 했으나 치료가 안 된 이들을 위
해 스스로 물고기가 되어 몸을 버리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13) 문화콘텐츠닷컴, 2004, 두 머리의부처, 문화원형백과 불교설화,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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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기에서 보이듯이 삶 자체도 죽음 역시 모두 윤회 과정의 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생은 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생사 모두 해탈을 하지 않는 한 윤회의 끝없는 과정
가운데 어쩌면 찰라에 해당하는 한순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생노병사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며 다시 삶으로 가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병 역시 생
명의 유지와 단절에 관한 중요한 요소로 사성제의 나오는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병에 대해서 귀신의 영향과 함께 과학적으로 독엽의 존재를 말하고 나아가 약
재라고 할 수 있는 물고기를 통한 처방과 치료책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한국고대
불교의 생명관을 논의할 때 역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② 몸을 보시하여 비둘기를 구한 시비왕 이야기
앞의 佛設木本行經에 나온 몇 가지 설화 가운데 여기서는 비둘기와 범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신설화捨身說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시비 자타카는
부처가 깨달음을 얻는 부처로 태어나기 이전 수많은 전생 가운데 시비왕으로 한 생을 살았
던 전생담이다. 즉 부처는 보살로서의 수많은 생을 살면서 자비와 희생으로 수 많은 공덕을
쌓아 부처로 태어나게 된다. 부처의 전생담 자타카 이야기에서 하늘의 신 인드라는 종종 보
살의 삶을 살아가는 부처의 공정함, 희생, 관대함, 자비심을 시험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한다. 이 이야기는 부처가 작은 왕국의 시비왕으로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이다.14)
｢왕은 늘 공정하고 정의로워서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으며 들판의 곡식은 늘 열매를 가득
맺어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다주었다. 시비왕은 늘 왕국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왕을 만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왕은 현명한 군주이자 지혜로운 성자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비왕이 자신의 궁궐에서 대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때 열어둔
창문으로 놀라서 날개를 푸드덕 거리며 작은 비둘기 한 마리가 왕의 품으로 날아들었다. 그러
자 뒤 이어서 사나운 매 한 마리가 왕의 옥좌 손잡이 위로 잽싸게 날아왔다. 비둘기는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영문을 모르는 왕이 말문을 열 사이도 없이 잽싸게 매가 왕에게 말했다.
“공명정대한 왕이시여 지금 당신의 품으로 날아든 비둘기는 제가 먹잇감으로 잡아먹기 위해
먼 길을 날아왔답니다. 저는 너무 굶주려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어서 그 비둘기를 내어주시
지요.” 그러자 비둘기가 작은 목소리로 왕에게 애원했다. “왕이시여, 당신은 늘 자애로움과
관대함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어찌 저처럼 연약한 비둘기를 매에게 잡아먹히도록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발 저 잔인한 매를 사정없이 혼내서 쫓아주세요.” 비둘기와 매의 사정을 들은
왕은 잠시 생각에 빠졌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던 신하에게 그 굶주린 매에게 충분한 먹잇감을
가져다주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매는 야릇한 미소를 띠우며 왕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저는
14)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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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비둘기를 원하지 다른 것은 원하지 않는답니다.” 그러자 왕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우며
매에게 말했다. “아무리 배가 고픈들 어찌 살아 쉼 쉬는 저 연약한 비둘기를 잡아먹는단 말인
가. 대신 아주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도록 하라.” 그러자 매는 왕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정말 저 비둘기를 내놓지 않으시려면 비둘기의 무게만큼 왕의 신선한 살점과 바꾸는
것은 어떨런지요?” 그러자 곁에 있던 신하들이 어서 사악한 매를 없애버리자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감히 왕의 살점을 원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의 말을
들은 왕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기꺼이 자신의 살점을 매에게 떼어 주겠노라고 한다. 매와
비둘기는 실제로는 인드라와 불의 신 아그니가 각각 변장한 모습이다. 왕의 명령대로 저울을
가져온 신하들은 한쪽에는 비둘기를 얹고 다른 한쪽에는 비둘기의 무게만큼 왕의 살점을 얹었
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비둘기는 매 순간 점점 더 무거워져서 아무리 왕의 살점을 많이 도려내
도 수평을 유지할 수 없어서 마침내 왕 자신이 저울 위에 올라앉자 비로소 비둘기의 무게와
동일해졌다. 매는 왕의 살점이 아니라 왕의 목숨을 원했던 것이다. 하늘에서 이 모든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던 신들은 시비왕의 위대한 희생에 탄복하고 인드라와 아그니도 본연의 모습으
로 돌아와서 왕의 상처 난 몸을 치유하고 왕에게 축복을 내렸다.｣

위와 같은대지도론제4권에 나오는 시비왕의 위대한 희생은 불교뿐 아니라 힌두교나 자
이나교에서도 자주 이야기되어지곤 한다.15) 결국 비둘기라는 축생의 목숨은 사람 그것도 왕
의 목숨과 같은 것이다. 결국 생명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으며 그러한 생명관의 근저에는 우
리 중생 모두가 육도를 윤회한다는 관념이 근저에 깔려 있다. 나아가 비둘기에 대한 자비
연민에서 시작된 왕의 보시는 내가 보시했다는 것에 잠시라도 머물지도 않고 또 그렇게 했
다는 아상도 내지 않은 무주상보시여서 더욱 감동을 더한다. 한편, 이 이야기의 현장을 찾은
혜초스님을 비롯한 당시 신라 사람들에게는 이 설화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듯하다.
｢건타라국, 간다라Gandhara국 ..... 성에서 서쪽으로 사흘 거리에 큰 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친보살天親菩薩과 무착보살無着菩薩이 주석하던 절로서 절 이름은 갈락가葛諾歌, 카니슈카Kanisuka라
고 한다. 절에는 큰 탑이 하나 있는데, 늘 빛을 발한다. 이 절과 탑은 옛날 갈락가 왕이 지었기
때문에 지은 왕의 이름을 따서 절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이 성 동남쪽……리 되는 곳은 불타가
과거에 시비왕尸毘王이 되어 비둘기를 구제한 곳이다.16)｣

끝으로 이 설화 가운데 하늘의 신 즉 천신인 제석천이 붓다의 출현을 확신하고 행복에 겨
워 하늘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다음 장에서 추가 언급할 것이므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5) 자타카에 나온 이야기들은 인도설화의 내용을 불교가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불교이전부터 존재했던 설화를 불
교식으로 윤색하고 첨삭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
16) 문화콘텐츠닷컴, 2007, 간다라, 문화원형백과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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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호랑이에게 몸을 보시한 마카삿타 태자 이야기
｢아득한 먼 옛날 어떤 큰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대보大寶였다.
이 나라는 작은 나라를 여럿 거느리고 5천의 속령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 왕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의 이름이 마하삿다였다. 한번은 세명의 왕자가 함께 숲으로 놀라간 적이
있었다. 그때 보니까 암호랑이가 두 마리의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굶어서 젖이 나오지 않아
셋 다 굶어죽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새끼 호랑이중 하나를 잡아 먹으려 하는
것이었는데 그 모양을 보고 막내 왕자가 두형들에게 물었다. “형님, 호랑이는 무엇을 먹고 삽니
까?” 두형이 대답했다. “금방 죽여 뜨뜻한 피와 살을 먹고 산단다.” 막내가 놀란 눈을 하고
말했다. “그래요? 누가 저 호랑이에게 그런 먹이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두 형이 말했다.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이야” 막내 왕자는 생각했다. “내가 구원久遠의 생사生死 중에서 몸을 버리기를
수없이 해왔는데 그때마다 헛되이 그저 신명을 버려왔을 뿐이었다. 혹은 탐욕 때문에 신명을
버리고, 혹은 진에嗔恚 때문에 신명을 버렸으며, 우치愚癡 때문에 신명을 버렸을 뿐 아직 한번도
법法을 위해 신명을 버린적이 없는데 이제 여기서 내가 큰 복전을 만났구나. 이제야말로 여기서
이 신명을 바칠 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가다가 두 형에게 말했다. “형님들
먼저 가세요. 난 좀 볼일이 있어 조금 뒤에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와서 호랑이에게 몸을 던졌다. 그러나 호랑이는 너무 쇠약하여 입을 벌릴 수도 없어서
먹으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왕자가 날카로운 나무막대기로 자기 목을 찔러 피가
나게 하니 호랑이가 그 피를 핥아 먹고 조금 기운을 차린 다음 살을 다 뜯어먹었다. 형들은
동생이 돌아오지 않아 혹시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것이 아닌가 하고 호랑이가 있던 곳으로 되돌
아가 보았다. 아니다 다를까! 동생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혀 그 근방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두 형은 그 모양을 보고 놀라 기절했다가 잠시 후에 정신을 되찾았는데 그때 왕비가 궁중에서
깜빡 졸다가 꿈을 꾸었다. 꿈에서 세 마리의 비둘기가 숲에서 놀고 있는데 매가 와서 그중
제일 작은 것을 잡아먹어 버리는 것이었다. 잠에서 깨어 그 꿈이야기를 왕에게 말하니, 왕은
그것이 혹시 자기 아들들에게 불상사가 생긴 징조가 아닌가 하여 사람을 보내 아들들을 찾게
했다. 조금 있다가 두 아들은 돌아왔으나 막내가 돌아오지 않아 물었다. “막내는 어디 갔느냐?”
두 아들은 한참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겨우 말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왕과 왕비는 그 소리를 듣고 몸부림치다가 정신을 잃었다. 한참 있다가 정신이 들어 사람들을
데리고 급히 막내아들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곳으로 가보니 그곳에는 해골이 뒹굴고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그 해골을 집고, 아버지는 손뼈를 집은 뒤 다시 몸부림을 치다가 기절했다.
그러나 막내 왕자는 죽은 후 도솔천에 태어났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인유因由를 생각하고 천안
天眼으로써

투시하여 자기의 시체가 산중에 있는 것을 보며 부모가 극히 슬퍼하는 것을 보았다.

곧 하늘에서 내려와 공중에 있으면서 부모에게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슬퍼하실 것 없습니
다.” 부모는 그 하늘이 자기 아들의 생천生天인 것을 알았다. 하늘신 아들이 다시 부모를 위해
갖가지로 설법하고 부모의 은혜에 대해 보은하니 부모는 성오醒悟하여 아들의 뼈를 칠보七寶로
된 함에 넣어 매장한 다음 그 위에 탑을 세우고 사람들과 함께 궁으로 돌아왔다. 부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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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셨다. “그때의 그 왕은 나의 아버지이신 정반왕이며 왕비는 나의 어머니이신 마야부인
이었느니라. 첫째 왕자는 지금의 미륵彌勒이고 둘째 왕자는 문수文殊이며 셋째 왕자 마하삿다는
지금의 이 ‘나’이니라”라고 하였다.｣

위의 사신설화는 자기가 사냥한 후에 죽인것에 대한 후회하고 반성하는 설화보다 청정한
이야기다. 사냥할 대상인 포악한 호랑이 역시 굶주림으로 인해 아사직전에 이르는 상황을
마치 ‘동물의 왕국’을 직접 보고 있는듯이 연상시킨다. 다시 말해서 호랑이의 포악성을 드러
내 사냥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호랑이 역시 생노병사를 겪는 같은 처지의 축생임을 드러낸
다. 또한 태자 자신이 호랑이를 위해 목숨의 보시는 곧 죽을 호랑이의 생명이 왕자인 자신
의 것과 동일하다는 것도 말해준다. 아울러 이러한 호랑이에 대한 사냥이 살인과 같은 행위
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을 받아서 환생하고 윤회하고 전생하는 과정에서 탐진취 3
독에 의해 삶을 버린 적은 많으나, 단 한번도 정법을 위해 몸을 바친 적이 없음을 말한다.
그리하여 아사직전의 호랑이 가족을 위해 왕자의 몸을 버려서라도 다른 생명을 위해 보시한
다는 것 자체가 이 생에서 좋은 과를 심어 내생을 기약하는 인과응보의 결정판을 보여준다.
실제로 그가 다시 미륵보살이 거하는 도솔천에 태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 구조는 삼
국유사등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한편, 위 이야기 가운데 왕비의 꿈에 다시 매와 비둘기가 등장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타카에서 매는 인드라Indra,

帝釋天의

화신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앞서 시비왕이

비둘기를 위해서 몸을 보시할 때도 매는 인드라 즉 제석천의 화신이었다. 결국 끝까지 밝히
지는 않았지만 석가모니부처님의 부모인 정반왕과 마야부인의 전생도 모두 제석천의 보살
핌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 제석천이 바로 33천의 하나인 도리천忉利天의 왕으로 불
교의 수호신이다. 범어로는 샤크로데반드라S'akrodevandra이며, 석제환인다라釋提桓因陀羅·석가제
바인다라釋迦提婆因陀羅라고 쓰던 것을 줄여 제석천이라 하였다. 그의 이름이 단군왕검의 할아
버지인 환인이 포함되어 있음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17)
불교의 세계관에 의하면 세계의 중앙에 수미산須彌山이 있는데 그 정상에 도리천이라는 하
늘이 있다고 한다.18) 제석은 선견성善見城에 머무르면서 사천왕四天王과 주위의 32천왕天王을
통솔한다. 그는 불법을 옹호하며,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아수라阿修羅
17)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름이 단군신화에도 나타난다. 즉, 단군의 할아버지를 묘사할 때 석제환인釋提桓因이라고 표
기하였다. 그리고 자장慈藏이 당나라에 유학하였을 때 중국 청량산淸凉山을 참배하였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석
천왕이 석공石工을 데리고 와서 조성한 문수상文殊像이라는 기록이 있다.
18) 선덕여왕이 죽기 전에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였는데 뒤에 사천왕사四天王寺가 그 왕릉 밑에 건립되어 그 예
언이 맞았다는 기사가 있다. 왜냐하면 사왕천四王天의 위가 도리천이기 때문에 여왕은 죽기 전에 묻힐 곳을 알았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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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군대를 정벌하기도 한다. 그의 무기는 그물인데, 이것을 인다라망因陀羅網이라고 하여 세
간의 얽히고 설킨 인과에 비유한다. 즉 인과응보로 대표되는 윤회 과정에 있는 생명들을 관
장하는 인과의 그물망을 무기로 하는 이가 바로 천신으로 환인인 제석천이다.
이와 같이 자타카에 나타난 불교의 생명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미
이해했을 것으로 보이는 바로, 이와 같은 스토리가 삼국유사 등에 별다른 차이없이 그대
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Ⅳ 삼국유사에 나타난 삶과 죽음
삼국유사에는 실제로 자카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인용된다.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고인은 계책을 비천한 사람게도 물었다고 합니다. 죄를 무릅쓰고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네가 할 바가 못 된다.”하니 사인
이 말하기를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것은 신하의 큰 절개요, 임금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백성의 바른 의리입니다. 그릇되게 말을 전한 죄로 저를 형벌을 내려 머리를 벤다면 만민
이 모두 복종하여 감히 교시를 어기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옛날에 시비왕은
살을 베어 저울에 달아 새 한 마리를 살리려 했으며, 피를 뿌려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일곱
마리 짐승을 불쌍히 여겼다고 한다. 짐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뜻을 두었거늘 어찌 무죄한 자를
죽일 것이랴! 너로서는 비록 공덕을 닦는 것이겠지만 죄를 피하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인이 말하기를 “모든 버리기 어려운 것들 가운데도 생명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입니
다. 그러나 소신이 저녁에 죽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불법이 행해져서 부처님이 다시 나투신다면
성주께서는 길이 평안하게 되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19)

① 말하지 않는 사본蛇福不言
서울 만선북리에 어떤 과부가 남편도 없이 잉태를 하여 아이를 낳으니 나이 열두 살이 되어
도 말을 하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므로 사동아래서 혹은 사복이라고도 하고 파 또는 복이라고 하였으니 모두 아이란
말이다이라

하였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죽으니 이 때에 원효가 고선사에 있었다. 원효가 보고

맞으면서 예를 하였으나 사복은 답례를 하지 않고 말하기를 “그대와 내가 옛날에 불경을 싣던
암소가 지금 죽어버렸으니 함께 가서 장사를 치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니 원효가 좋다
고 승낙하고 마침내 함께 집에 이르러 원효를 시켜 참회를 시키며 계율을 주게 하였다. 시체를
보고 빌기를 “태어나지 말라. 그 죽음이 괴롭구나! 죽지 말라. 그 나는 것이 괴롭도다!”라고
19) 原宗興法 猒髑滅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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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사복이 말하기를 “가사가 번잡하다”라고 하니 다시 고쳐서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괴롭다”라고 하였다. 두 분이 상여를 메고 활리산 동쪽 기슭으로 와서 원효가 말하기를 “지혜
의 범이니 지혜의 숲에 묻는 것이 역시 마땅하지 않겠소?”라고 하니 사복이 귀글을 지어 이르
되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라수 사이로 열반에 드셨는데 지금도 그 같은 자가 있어 그긋하
게 연화장세계로 들어가네”라고 하고 말을 마치자 풀줄기를 뽑으니 그 밑에 세계가 나타나는
데 밝고 청허하며 칠보난간에 누각이 장엄하여 인간세상이 아닌 것만 같았다. 사복이 시체를
업고 함께 들어가니 그 땅이 갑자기 합쳐지니 원효는 이에 돌아왔다.20)

위 사료는 전생에 불경을 싣어주던 소가 사복의 어머니로 윤회전생했음을 보여준다. 불경
을 나른 공덕으로 축생에서 인간으로 화하였고, 전생부터 원효와 수행했던 사복의 도가 크
니 그를 곁에서 또한 공덕을 쌓아 연화장세계로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내용 가운데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괴롭다고 하면서 지혜의 범과 함께 연화장세계로 들어간 사
복의 모습은 육도윤회에서 벗어난 해탈의 모습을 엿보게 한다.21)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신앙
이나 도솔천왕생설에 비해서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신라시대에 다양한 윤회에서의 해탈
방법이 제시된 것은 사실인 듯하다.
원효元曉는 大乘起信論疏에서, “일심 외에 다시 별다른 법이 없으나 다만 무명無明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일심을 알지 못하고 갖가지 파도를 일으켜서 육도를 윤회한다.”고 하였다.
곧 일심을 깨달을 때 무명으로 시작되는 연기법에 따른 윤회를 면하여 해탈할 수 있으며 그
길로 연화장세계를 상정했음을 밝힌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여하튼 위의 사료를 통해서
자타카에서 보이는 인과응보에 따른 육도윤회사상이 별다른 차이없이 확인된다.

20) 京師<萬善北里>有寡女, 不夫而孕, 旣産, 年至十二歲, 不語亦不起, 因号<蛇童>. 下或作<蛇卜>, 又<巴>又<伏>等, 皆言“童”也.
一日其母死, 時 <元曉>住<高仙寺>. <曉>見之迎禮, <福>不答拜而曰 “君我昔日䭾經牸牛, 今已亡矣, 偕葬何如?”
<曉>曰諾. 遂與到家, 令<曉>布薩授戒. 臨尸祝曰 “莫生兮其死也苦! 莫死兮其生也苦!” <福>曰 “詞煩.” 更之曰 “死
生苦兮!” 二公轝歸<活里山>東麓, <曉>曰 “葬智惠虎於智惠林中, 不亦宜乎?” <福>乃作偈曰 “往昔釋迦牟尼佛, 娑
羅樹間入涅槃, 于今亦有如彼者, 欲入蓮花藏界寬.” 言訖拔茅莖, 下有世界, 晃朗淸虛, 七寶欄楯, 樓閣莊嚴, 殆非人
間世. <福>負尸共入, 其地奄然而合, <曉>乃還.
21) ｢연화장세계는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과 광명이 충만되어 있는 이상적인 佛國土로서 ‘화장세계華藏世界·연화장장엄
세계해蓮華藏莊嚴世界海’라고도 한다.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이 있는 세계이며, 한량 없는 공덕功德과 광대장엄廣大莊嚴을
갖춘 불국토이다. 화엄경에서는 노사나불의 서원誓願과 수행에 의하여 현출된 이상적인 세계가 이 세계라고 보
았다. 즉 세계의 맨 밑에 풍륜風輪이 있고 그 위에 향수해香水海가 있으며, 이 향수의 바다 속에 한 송이의 큰 연꽃
이 있는데, 이 연꽃 속에 함장含藏되어 있는 세계를 연화장세계라 한다. 20중重으로 중첩된 중앙세계를 중심으로
110개의 세계가 있고, 다시 티끌의 수만큼 많은 세계가 그물처럼 얽혀져 세계망世界網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가
운데에서 부처가 출현하여 중생들 속에 충만한다고 하였다. 범망경에서는 노사나불이 1,000개의 잎으로 된 연
화대蓮華臺에 앉았는데 그 1,000개의 잎이 각각 한 세계이고, 노사나불로부터 화현한 1,000의 석가모니불이 1,000
개 세계에 있고, 한 세계마다 다시 100억 개의 나라가 있다. 이 100억의 나라 하나하나에 다시 석가모니불이 있
어서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다고 하였다.｣(연화장세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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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에 “동량팔진이라 한 것은 관음이 응하여 현신한 것이다. 결사를 하니 무리가 1천명이
나 되어 두 패로 나누어 한 패는 힘써 노동을 했고, 한 패는 정진 수행하니 저 노력하던 무리
가운데 일을 맡은 자가 계를 지키지 못한 탓으로 짐승도에 떨어져 부석사의 소가 되었다. 일찍
이 불경을 싣고 다닌 바 있어 불경의 힘을 입어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여 아간 귀진의 집 계집종
으로 되었는바 이름을 욱면이라 하였다.22)

위의 사료에서도 보이듯이 삼국유사에는 육도윤회하는 욱면을 비롯한 다양한 사례가 제
시되어 있다.

② 전생과 금생의 두 부모에게 효도한 신문왕대 김대성
모량리부운촌이라고도 한다의 가난한 여자 경조에게 아이가 있었는데 머리가 크고 이마가 펀펀하
여 성과 같아서 이름을 대성이라 하였다. 집안이 궁색하여 길러내기가 어려웠기에 재산가 복안
의 집에 품팔이를 하였는데 그 집에서 밭 몇 묘를 나누어 줘서 의식의 밑천으로 삼았다. 이
때에 고승 점개가 흥륜사에서 육륜회를 열고자 복안의 집에 와서 권선을 하였더니 복안이 베
50필을 시주하였다. 점개가 주문으로 축원하기를 “신도가 시주를 좋아하시니 천신이 언제나
보호하시라. 하나를 시주하면 만배를 얻으니 안락하고 장수하리라”라고 하였다. 대성이 이것을
듣고 뛰어들어와 그 어머니께 말하기를 “제가 문에서 스님이 염송하는 소리를 들으니 하나를
시주하면 만배를 얻는다고 하더이다. 생각컨대 우리가 전생에 선업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에 이렇게 가난한 것입니다. 금생에서도 시주를 않는다면 내세에는 더욱 가난할 것이니 우리가
품팔이 밭을 법회에 시주하여 후생의 과보를 도모함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어머니도
좋다고 하여 바로 점개에게 밭을 시주하였다.얼마 안 되어 대성이 죽었는데 이날 밤 재상 김문
량의 집에서는 하늘로부터 외치는 소리가 있기를 “모양리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놀라 사람을 시켜 모량리를 뒤졌더니 과연
대성이가 죽었다.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던 그날에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으니 아이가
왼손을 쥐고 펴지 않다가 이레만에야 손을 폈는데 대성이라 두 글자가 새긴 금으로 된 간자를
쥐고 있었으므로 또 그것으로 이름을 짓고 그 전의 어머니를 집으로 맞아들여 함께 길렀다.
장성하니 사냥을 좋아하였다. 하루는 토함산에 올라가 곰 한 마리를 잡아서 산 밑 마을에서
묵는데 꿈에 그 곰이 귀신으로 변해 가지고 시비를 걸기를 “너는 왜 나를 죽였느냐. 네가 이번
에는 너를 잡아먹겠다!”라고 하니 대성이 무서워 떨면서 용서를 빌었다. 귀신이 말하기를 나
를 위하여 절을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 대성이 그리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깨어 보니
땀이 흘러 요를 적셨다. 이로부터 사냥을 금하고 곰을 위하여 장수사를 곰을 잡았던 자리에
세웠다. 이로 인하여 마음에 감동되는 바 있어 자비의 원이 한결 더하여 곧 금생의 두 부모를
22) 按僧傳 “棟梁八珎者觀音應現也. 結徒有一千, 分朋爲二, 一勞力, 一精修, 彼勞力中知事者不獲戒, 墮畜生道, 爲
<浮石寺>牛. 嘗䭾經而行, 賴經力, 轉爲阿干<貴珎>家婢, 名<郁面>.
한국 고대 불교의 생명관(하도겸) 237

위하여는 불국사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를 위하여는 석불사를 세우니, 신림․표훈 두 성사스님을
청하여 각각 살게 하였으며 소상들을 성대히 세워 양육한 수고를 갚았다. 한 몸으로써 두 세상
의 부모에게 효도를 한 것은 옛날에도 드문 일이니 선한 시주의 영검을 어찌 믿지 않겠는가!장
차 석불을 조각하려, 큰 돌 한 개를 다듬어 감개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돌이 세 토막으
로 갈라졌다. 화를 내다가 잠시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천신이 강림하여 다 만들어 놓고 돌아갔
다. 대성이 막 자리에서 일어나 남쪽 고개로 내달려가 향나무 불을 피워서 천신을 공양하였다.
......찬에 이른다. 모량에 봄이 誤字 삼묘의 밭 시주하니, 향령에 가을 들자 만금을 거두었네.
어머니는 백년을 가난하다가 부귀해졌고, 재상의 내생과 금생은 한바탕 꿈이라.23)

위의 사료에서는 금생에 시주해서 내세를 도모한다는 인과응보에 기반한 윤회사상을 믿
는 김대성의 전생담이 소개된다. 실제로 재상집에 태어난 김문량은 천신의 보호아래 불국사
를 짓는 선업을 쌓기도 한다. 또한 곰을 죽인 후에 꿈에 나타난 곰에 놀라 강요된 반성을 통
해 장수사를 짓기도 한다. 이는 아사직전의 호랑이에게 몸을 던진 마카삿타 태자나 장난으
로 죽인 수달이 집까지 돌아가 새끼들에게 젖을 주는 것을 보고 출가한 혜통의 예와는24) 비
교도 안되는 강요된 반성이며 보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후에 별다른 어려움없이 불
국사 불사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러한 반성과 보시 역시 원한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인
과응보와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김대성의 재상으로서의 삶조차도 모두 덧없는 일장춘몽과 같은 헛도
니 것임을 찬에서 노래한다. 이는 앞서 사복의 설화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삶도 죽음도
모두 괴로운 것으로 이런 꿈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암시하고 있
23) <牟梁里>(一作<浮雲村> 之貧女<慶祖>有兒, 頭大頂平如城, 因名<大城>. 家窘不能生育, 因役傭於貨殖<福安>家, 其家
俵田數畝, 以備衣食之資. 時有開士<漸開>, 欲設<六輪會>於<興輪寺>, 勸化至<福安>家, 安施布五十疋. <開>呪願
曰 “檀越好布施, 天神常護持. 施一得萬倍, 安樂壽命長.” <大城>聞之, 跳跟而入, 謂其母曰 “予聽門僧誦倡, 云施一
得萬倍. 念我定無宿善, 今玆困匱矣. 今又不施, 來世益艱, 施我傭田於法會, 以圖後報何如?” 母曰 “善.” 乃施田於
<開>. 未幾, <城>物故, 是日夜, 國宰<金文亮>家, 有天唱云 “<牟梁里><大城>兒, 今托汝家.” 家人震驚, 使檢<牟梁
里>, <城>果亡. 其日與唱同時, 有娠生兒, 左手握不發, 七日乃開, 有金簡子彫“大城”二字, 又以名之, 迎其母於第中
兼養之. 旣壯, 好遊獵. 一日登<吐含山>捕一熊, 宿山下村, 夢熊變爲鬼訟曰 “汝何殺我, 我還啖汝.” 城怖懅請容赦.
鬼曰 “能爲我創佛寺乎?” <城>誓之曰喏, 旣覺, 汗流被蓐. 自後禁原野, 爲熊創<長壽寺>於其捕地. 因而情有所感, 悲
願增篤, 乃爲現生二親, 創<佛國寺>, 爲前世爺孃創<石佛寺>, 請<神琳>․<表訓>二聖師各住焉, 茂張像設, 且酬鞠養
之勞. 以一身孝二世父母, 古亦罕聞, 善施之驗, 可不信乎! 將彫石佛也, 欲鍊一大石爲龕盖, 石忽三裂. 憤恚而假寐,
夜中天神來降, 畢造而還. <城>方枕起, 走跋南嶺爇香木, 以供天神.......讚曰 <牟梁>春後施三畝, <香嶺>秋來獲萬金.
萱室百年貧富貴, 槐庭一夢去來今.
24) 스님 혜통은 씨족을 자세히 알 수 없다. 속인일 때 그의 집은 남산 서쪽 기슭 은천동 동구에 있었다.지금의 남간사
동쪽 마을이다. 하루는 집 동쪽의 시내에서 놀다가 한 마리의 수달을 잡아 죽이고 그 뼈를 정원 가운데 버린 바가
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그 뼈가 없어져서 핏자국을 따라 찾아가 보니, 뼈가 자기가 살던 굴로 돌아가 다섯 마
리의 새끼를 안고 있었다. 이에 그것을 바라보고 한참 경이롭게 여겼다. 감탄하여 망설이다가 마침내 속세를 버
리고 출가하여 이름을 혜통이라 하였다.釋<惠通>, 氏族未詳. 白衣之時, 家在<南山>西麓, <銀川洞>之口.(今<南澗寺>東里.) 一日遊舍東溪上, 捕
一獺屠之, 弃骨園中, 詰旦亡其骨. 跡血尋之, 骨還舊穴, 抱五兒而蹲. 郎望見, 驚異久之, 感嘆躕躇, 便弃俗出家, 易名<惠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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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사료는 그러한 꿈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조신이 매우 기뻐서 함께 고향으로 가서 같이 산 지 40여년에 자식 다섯을 낳았으나 집은
텅텅 빈 네 벽 뿐이요, 변변찮은 끼니거리도 댈 수 없어, 마침내 지독하게 가난하게 되어 서로
이끌고 입에 풀 칠이라고 하기 위해 사방으로 다녔다. 이러기를 십년 동안 초야를 두루 돌아다
니니 갈가리 찢어진 옷이 몸을 가리지 못하였다. 마침 명주 해현고개를 지나는데 열다섯 난
큰 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어 통곡을 하다가 길가에 묻고 나머지 네 식구를 데리고 우곡현지금의
우현이다에

이르러 길가에 움집을 엮고 살았다. 부부가 늙고 병 들고 굶주려 일어나지 못하니

열살 난 딸아이가 돌아다니며 동냥을 하다가 동네 사나운 개에게 물려 울부짖으면서 앞에 와
쓰러졌다. 아버지․어머니가 흐느껴 눈물을 흘리다 말고 부인이 눈물을 씻고 창졸간에 말하기를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날 때에 당신은 젊은 나이에 얼굴이 잘났으며 옷차림도 깨끗하여 한가지
맛난 음식도 당신과 갈라 먹었고 몇 자 되는 따뜻한 옷감도 당신과 함께 입어가며 지낸 지
50여년에 그러한 정분은 그대로이며 은혜와 사랑은 더욱 굳어져 두터운 인연이라 할 수 있습니
다. 근년에 와서 쇠약해져 병이 해마다 더하고 춥고 배고픔이 날로 핍박하자 곁방이나 미음
한병도 사람들이 빌지 않으면 얻을 수 없게 되었으니, 온 동리의 수치는 산과 같이 중합니다.
아이들의 춥고 배고파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터에 어느 겨를에 부부 사이에 사랑과 즐거운
생각이 나겠습니까. 붉은 얼굴에 예쁘던 웃음도 풀 위의 이슬처럼 사라졌고 지란과 같은 약속
도 회오리 바람에 버들꽃인 양 흩어졌습니다! 당신은 나로 하여 누가 되고 나는 당신 때문에
걱정이 되니 곰곰이 옛날 즐거움을 생각하면 우환이 함께 따라올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
이나 내나 어째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뭇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잃은 난새
가 거울앞에 있는 것만 같이 못합니다. 차면 버리고 따뜻하면 붙는 것은 인정에 차마 못 할
노릇이지만 가고 멈추는 것 인력으로 안되는 것이니, 만나고 헤어지는 것에 운수가 있으니
청컨대 이제 헤어집시다”라고 하였다. 조신이 듣고는 매우 기뻐하여 각각 두 아이씩 데리고
장차 헤어져 가려고 하니, 아내가 말하기를 “나는 고향으로 갈 터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시
라”라고 하고 막 작별을 하고 길을 떠나는 참에 잠을 깨어나니 타다 남은 등잔불이 가물거리고
밤은 짙어갔다. 아침이 되어 보니 머리털이 죄다 세고 정신이 멍하니 도무지 인간세상에 살
생각이 없어지고 괴로운 삶에 염증이 나니, 마치 평생의 고생이 지친 듯하니, 탐욕스러운 마음
이 씻은 듯 녹아버렸다. 이에 관음의 진영을 상대하기가 부끄러워 뉘우쳐 마지 않았다. 해현으
로 가서 어린아이를 묻은 데를 팠더니 돌미륵이 있었다. 잘 씻어서 이웃 절에 봉안하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의 임무를 마치고 사재를 털어서 정토사를 세우고 부지런히 선업을 닦더니 그 후
어떻게 생애를 마쳤는지 알 수 없다. 평한다. 이 글을 읽다가 책을 덮고 곰곰이 풀어보니 하필
조신의 꿈만 그렇다고 하랴! 이에 저 인간세상의 낙이라 하는 것은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되 다만 이것을 깨닫지 못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25)

한편 앞의 사료에서 흥륜사의 육륜회가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별다른 근거없이 점찰법회
25)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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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해서 여섯 개의 걸이를 던지는 법회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견해도 있으나26) 육도
윤회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곰이 귀신으로 변해서 위협을 가하는 것을 보면, 축생 역시 인간과 같은 사유 특히
중유의 과정과 연기법에 따라 전생윤회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이외에도 중유의 존재 및 귀
신의 위협과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의 사료가 다음과 같이 적지 않다.

망덕사 승 선율이 돈을 시주하여 대반야바라밀다경을 이룩하려다가 공이 아직 이뤄지기
전에 갑자기 저승으로 잡혀가서 명부의 관리에게 갔더니 그가 묻기를 “네가 인간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였다. 선율이 말하기를 “빈도는 늘그막에 대반야바라밀다경을
이룩하려다가 공을 성취하지 못하고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관리가 말하기를 “너의 수명정한
수는 비록 다 되었지만 수승한 원을 아직 이루지 못했으니 마땅히 다시 인간세계로 돌아가
보전을 끝마쳐라”라고 하고는 이에 돌려보냈다.27)

한편 위의 사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중유에서 환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경전을 이루
는 과정에서 수명이 다한 인간이 공을 끝마치게끔 명부의 관리가 선처하는 모습이다. 환생
설화이지만 그것은 어쩌면 당연하며 불사에 더욱 신심을 내고 동참하게끔 하려고 각색된 설
화가 아닐 수 없다.
처음에 신문왕이 등창이 나서 혜통에게 치료해 주기를 청해 그가 와서 주문을 외니 그 자리
에서 병이 나았다. 그러자 혜통은 말했다. “폐하께서는 전생에 재상의 몸으로서 양민인 신충이
란 자를 잘못 판결하여 종으로 삼으셨으므로, 신충이 원한을 품어 윤회환생할 때마다 보복하옵
니다. 지금 이 등창 또한 신충의 탓입니다. 마땅히 신충을 위해 절을 세우시고 명복을 빌어
원한을 풀게 하십시오.” 왕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절을 세우고 이름을 신충봉성사라 했다. 절이
다 완성되자 하늘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다. ‘임금이 절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 하늘에 태어났으니 원한은 이미 풀렸습니다.’혹본에는 이일을 진표전 가운데 기재했는데 잘못이다. 또 노
래소리 나는 곳에서는 절원당을 지었는데 그 당과 절이 지금도 남아 있다.28)
또 살펴보건대 당서에 이르기를 “이보다 앞서 수양제가 요동을 정벌한 때 비장 양명이
전쟁이 불리하여 죽으면서 맹세하기를 “죽어서는 총신이 되어 저 나라를 멸망시키리라”라고
26) 김영미, 2000.12, 불교의 수용과 신라인의 죽음관의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20
27) <望德寺>僧<善律>, 施錢欲成六百般若, 功未周, 忽被陰府所追, 至冥司, 問曰 “汝在人間作何業?” <律>曰 “貧道暮
年欲成大品經, 功未就而來.” 司曰 “汝之壽籙雖盡, 勝願未○, 宜復人間, 畢成寶典.” 乃放還.(感通第七善律還生)
28) 初, <神文王>發疽背, 請候於<通>, <通>至, 呪之立活. 乃曰 “陛下曩昔爲宰官身, 誤決臧人<信忠>爲隷, <信忠>有怨,
生生作報. 今玆惡疽亦<信忠>所祟, 宜爲<忠>創伽藍, 奉冥祐以解之.”王深然之, 創寺号<信忠奉聖寺>. 寺成, 空中唱
云 “因王創寺, 脫苦生天, 怨已解矣.” 或本載此事於眞表傳中, 誤. 因其唱地, 置<折怨堂>, 堂與寺今存.(惠通降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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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니 개씨가 조정을 전횡하게 되자 개로서 성으로 삼았으니 바로 양명이 그 응한 것이다.”라
고 하였다. 또 살펴보건대 고려고기에 이르기를 “수나라 양제가 대업8년 임신612에 군사 30만
명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와서 쳤는데 10년 갑술614 10월에 고구려 왕이이 때는 제36대 영양왕 25년이다
표를 올려 항복을 청했다. 이 때에 웬 사람 하나가 작은 활을 몰래 가슴 속에 감추고 표를
가지고 가는 사신을 따라 양제가 탄 배 가운데 이르러 황제가 표문을 들고 읽는데 활을 쏘아
황제의 가슴을 맞쳤다. 수양제가 군사를 돌이키면서 좌우에게 말하기를 “짐이 천하의 주인으
로 작은 나라를 친히 정벌하다가 이기지 못하였으니 만대의 조롱거리가 되었구나!”라고 하였
다. 당시의 우상인 양명이 아뢰기를 “신이 죽어서 고구려의 대신이 되어서라도 저 나라를 꼭
멸망시켜 황제의 원수를 갚겠나이다”라고 하였다.29)

또한 삼국유사는 원한을 품은 축생의 예 뿐만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포함한 다양
한 원한 역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제시한다. 즉 인과응보론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절대로 억울한 원한을 품고 죽게해서는 안된다는 구체적인 예까지 설화를 통해서 민중들에
게 제시할 수 있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왕의 병이 원한으로 인한 것이며 귀신이 되
어서도 보복한다는 내용 구조를 가진 설화는 귀신 뿐만아니라 다음의 사료와 같이 힘있는
축생의 의한 것도 적지 않다.

선덕왕 덕만이 병에 걸려 오래 되었는데 흥륜사의 법척이란 스님이 왕명에 응하여 병구완을
하는데 오래도록 효험이 없었다. 이 때 밀본법사가 덕행으로 국내에 소문이 났으므로 좌우가
대신하기를 청하여 왕의 대궐로 맞이하여 들였다. 밀본이 내전 밖에서 약사경을 읽는데 겨우
끝나자 가지고 있던 육환장이 침실 안으로 날아 들어가 늙은 여우 한 마리와 법척을 함께 찔러
가지고 뜰 아래 거꾸러뜨리니 왕의 병이 곧 나았다. 이 때에 밀본은 정수리 위로 5색신광을
방광하니 보던 자가 모두 놀랐다.30)

③ 효도와 선행이 둘 다 아름다웠던 진정사
법사 진정은 신라 사람이다. 속인일 때 군대에 적을 두었으며, 집이 가난하여 장가를 들지
못하였다. 부역하는 틈을 타 품을 팔아 곡식을 받아 홀어미를 봉양하는데 집안에 살림이라고는
다만 다리 부러진 솥 한 개가 있었을 뿐이었다. 하루는 어떤 스님이 문 앞에 와서 절 지을
쇠붙이를 시주해 주기를 청하니 어머니가 솥을 내어 시주를 하였다. 얼마 안 되어 진정이 바깥

29) 寶藏奉老 普德移庵
30) <善德王><德曼>, 遘疾弥留, 有<興輪寺>僧<法惕>, 應詔侍疾, 久而無効. 時有<密本法師>, 以德行聞於國, 左右請代
之, 王詔迎入內. <本>在宸仗外, 讀藥師經, 卷軸纔周, 所持六環, 飛入寢內, 刺一老狐與<法惕>, 倒擲庭下, 王疾乃
瘳. 時, <本>頂上發五色神光, 覩者皆驚.(三國遺事卷第五 神呪第六 密本摧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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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사정을 말하고는 다만 아들의 의사가 어떨지 걱정하였다. 진정
은 기뻐하는 기색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불사에 시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솥이 없다 한들 또 무슨 걱정될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하고는 곧 둥근 동이로 솥을 삼아 밥을
지어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일찍이 군대에 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의상법사가 태백산에서
불법을 설하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에 따를 생각이 있어 그 어머니에게
고하기를 “어머님께 효도를 마친 뒤에는 꼭 의상법사에게 투신하여 머리를 깎고 불도를 배우
겠나이다”라고 하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불법이란 만나기 어렵고 인생은 매우 빨리 지나간다.
네가 말하는 효도를 마친 뒤라면 또한 늦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찌 내 생전에 네가 앞으로
나아가서 성도했다는 말을 듣는 것과 같겠느냐. 진실로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가는 것이 옳으
니라”라고 하니 진정이 말하기를 “어머니께서는 만년에 저만 곁에 있을 뿐인데 어찌 차마 어머
니를 버리고 출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아! 나 때문에 출가하지
못한다면 나로 하여금 바로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다. 비록 살아서 매우 풍성한 음식으로 봉양
해 준들 어찌 효도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남의 집 문에서 의식을 해결하더라도 제명대로
살 수 있으니 꼭 나에게 효도를 하겠거든 아예 그런 말 말라!”라고 하니 진정이 오랫동안 생각
에 잠겼었다. 어머니가 바로 일어나 쌀자루를 뒤집어 터니 쌀 일곱 되가 있어 그 날로 밥을
다 짓고는 항차 말하기를 네가 밥을 지어 먹어가면서 가자면 가는 길이 더디어질까 염려가
되니, 내 눈 앞에서 그 하나는 먹고 나머지 여섯은 싸 가지고 빨리 빨리 가야 할 것이다”라고
하니 진정이 눈물을 삼키면서 굳이 사양하고 말하기를 “어머님을 버리고 출가하는 것도 사람
의 자식된 자로 차마 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한 종지 미음 몇일 분마저 모조리 싸가지고
간다면 하늘과 땅이 저를 무어라 하겠습니까?”라고 하고 세번 사양하였으나 어머니도 세번
권하였다. 진정이 그 뜻을 어기기 어려워 길을 떠나 밤낮으로 가니, 사흘만에 태백산에 이르러
의상에게 투신하여 머리를 깎고 제자가 되어 이름을 진정이라 하였다. 이에 산 지 3년만에
그 어머니의 부고가 왔다. 진정은 가부좌하여 선정에 들어간지 7일만에 일어났다. 설자가 말하
기를 “추모하는 슬픔이 지극했던 나머지 아마도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선정의 물로 슬픔을
씻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혹은 말하기를 “선정으로 어머니가 환생한 곳을 살펴 보았다”라고
하고 혹은 말하기를 “이는 곧 실리대로 명복을 빈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정에서 나오고 나서
후에 사실을 의상에게 고하였다. 의상이 문도들을 데리고 소백산의 추동에 들어가 풀을 엮어
초막을 짓고 무리 3천을 모아 약 90일 동안 화엄대전을 강하였다. 문인인 지통이 강에 참가하
여 그 요지를 모아 책 두 권을 만들어 이름을 추동기라 하여 세상에 유통되었다. 강이 끝나자
그 어머니가 현몽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미 하늘에서 환생하였노라”라고 하였다.31)
31) 法師<眞定>, <羅>人也. 白衣時隷名卒伍, 而家貧不娶. 部役之餘, 傭作受粟, 以養孀母, 家中計産, 唯折脚一鐺而已.
一日有僧到門, 求化營寺鐵物, 母以鐺施之. 旣而<定>從外皈, 母告之, 故旦虞子意何如尒. <定>喜現於色曰 “施於佛
事, 何幸如之. 雖無鐺又何患.” 乃以丸盆爲釜, 熟食而養之. 嘗在行伍間, 聞人說<義湘法師>在<太伯山>說法利人, 卽
有嚮慕之志, 告於母曰 “畢孝之後, 當投於<湘法師>, 落鬜學道矣.” 母曰 “佛法難遇, 人生大速. 乃曰畢孝, 不亦晩乎?
曷若趂予不死, 以聞道聞. 愼勿因循, 速斯可矣.” <定>曰 “萱堂晩景, 唯我在側, 弃而出家, 豈敢忍乎?” 母曰 “噫! 爲
我防出家, 令我便墮泥黎也. 雖生養以三牢七鼎, 豈可爲孝? 予其衣食於人之門, 亦可守其天年, 必欲孝我, 莫作爾言.”
<定>沉思久之. 母卽起罄倒囊儲, 有米七升, 卽日畢炊, 且曰 “恐汝因熟食經營而行慢也. 宜在予目下喰其一, 橐其六,
速行速行.” <定>飮泣固辭曰 “弃母出家, 其亦人子所難忍也. 況其杯漿數日之資, 盡裹而行, 天地其謂我何?” 三辭三

242 동아시아 고대 생명관의 현대적 계승과 변주 (東아시아古代學會)

위의 기사는 하나밖에 안남은 솥까지 보시한 어머니가 출가를 장려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그러한 공덕으로 하늘에서 환생하였으니 아마도 도솔천일 것이다. 앞서 김대성이 절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를 하고 아들을 출가시켜 득도하게 하는 것의 공덕이 천인으로 환생하
는 것이다. 이러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제시함으로서 당시의 불교계는 사부대중으로 하여금
절에 대한 보시와 출가를 장려해나가면서 그 세력을 늘려나간 듯하다. 한편 선업을 쌓은 인
과응보에 따라 도솔천에 왕생한다는 내용은 다음에도 전해져 참고가 된다.
진표율사가

그 영응에 감복하여 전보다 갑절이나 정진을 하니 만 21일만에 곧 천안통을 얻어

도솔천의 무리들이 오는 광경을 보았다. 이에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이 현전하였으며, 미륵보살
이 율사에게 마정기를 주면서 말하기를 “선하도다 대장부여! 이와 같이 계를 구함에 신명을
돌보지 않고 간절히 참회를 하였구나”라고 하였다. 지장보살은 계본을 주고 미륵보살은 다시
간자 두 개를 주었는데, 하나는 9라고 쓰여져 있었고 또 하나는 8이라고 써져 있는데 율사에게
고하기를 “이 두 패쪽은 바로 내 손가락 뼈이니 이는 시각과 본각을 비유한 것이요, 또 9는
바로 불법이요, 8은 새로이 훈성한 부처가 되는 씨앗이니 이로써 마땅히 과보를 알 것이다.
너는 지금 몸을 버리고 대국왕의 몸을 받아 후에 도솔천에 날것이다”라고 하며 이 같은 말을
마치자 두 보살은 곧 사라지니 때는 임인 4월 27일이었다.32)

또한 33천 가운데 어느 하늘인지는 모르나 그 가운데 한분이 바로 인간 김유신으로 환생
하였다는 설화까지 만들어진다.
신문왕 때에 당나라 고종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어진 신하 위징과 이순풍 등을 만나서 마음과 행동을 함께 하여 천하를 통일하였으므로 태종황
제라 하였지마는 너희 신라는 바다 밖의 작은 나라로서 태종이란 왕호가 있어 천자의 이름을
참람되게 쓰는 것은 뜻이 불충스러우니 빨리 왕호를 고칠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라왕이 글을
올려 “신라가 비록 작은 나라일지라도 성스러운 신하 김유신을 얻어 삼국을 통일하였으므로
‘태종’으로 봉한 것이외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신라왕의 표를 보고는 곧 자기가 황태자로 있을
때에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로 ‘33천의 한분이 신라에 태어나서 유신이 되었다’라고 하던 말을

勸之. <定>重違其志, 進途宵征, 三日達于<太伯山>, 投<湘公>剃染爲弟子. 名曰<眞定>. 居三年, 母之訃音至. <定>
跏趺入定, 七日乃起. 說者曰, 追傷哀毁之至, 殆不能堪, 故以定水滌之爾. 或曰, 以定觀察母之所生處也, 或曰, 斯乃
如實理薦冥福也. 旣出定, 以後事告於<湘>. <湘>率門徒歸于<小伯山>之<錐洞>, 結草爲廬, 會徒三千, 約九十日, 講
華嚴大典. 門人<智通>隨講, 撮其樞要, 成兩卷, 名錐洞記, 流通於世. 講畢, 其母現於夢曰 “我已生天矣.”(避隱
第八 孝善第九眞定師孝善雙美)
32) 師感其靈應, 倍加精進, 滿三七日, 卽得天眼, 見<兜率天>衆來儀之相. 於是, 地藏․慈氏現前慈氏磨師頂曰“善哉大丈
夫! 求戒如是, 不惜身命, 懇求懺悔.” 地藏授與戒本, 慈氏復與二栍, 一題曰九者, 一題八者, 告師曰 “此二簡子者, 是
吾手指骨, 此喩始本二覺. 又九者法尒, 八者新熏成佛種子, 以此當知果報. 汝捨此身, 受大國王身, 後生於<兜率>”
如是語已, 兩聖卽隱, 時壬寅四月二十七日也.(關東楓岳鉢淵藪石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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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적어 둔 것이 생각나서 꺼내다가 뒤져보고는 놀랍고 무섭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 사신을
보내어 태종의 왕호를 고치지 않아도 좋다고 하였다.33)
제31대 신문대왕의 이름은 정명이요 성은 김씨이다. 개요원년 신사681 7월 7일에 즉위하여
선대부왕인 문무대왕을 위하여 동해변에 감은사를 지었다.사중기에는 이르기를 ” 문무왕이 왜병을 진압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 절을 처음으로 짓다가 다 끝내지 못하고 죽어 바다의 용이 되었다. 그 아들 신문왕이 즉위하여 개요2년(682)에 공사를 마쳤다.
금당 문지방 돌 아래 동쪽으로 향하여 구멍이 한개 났는바 이는 용이 절에 들어와서 서리고 있을 설비라고 한다. 아마도 유언에서 뼈를 간직하라는
곳이 대왕암이요 절 이름이 감은사이며 현신한 장소를 이견대라 하였다고 한다
이라고 하지만 이는 잘못이다

이듬해 임오년682 5월 초하룻날일본에는 천수원년

해관 파진찬 박숙청이 아뢰기를 “동해 가운데 한 작은 산이 감은사로 향하

고 떠와서 파도가 노는 대로 왔다갔다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왕이 이상하게 여겨 일관 김춘질
춘일이라고도 한다더러

점을 쳐보라고 하였더니 말하기를 “선대 임금이 지금 바다용이 되어 삼한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김유신공은 33천의 한분으로 지금 인간에 내려와 대신이 되었
사온바 두분 성인은 덕행을 같이하신지라 성을 지키는 보물을 내리시려는 것 같사오니 만약
폐하께서 해변으로 나가 보신다면 반드시 값으로 칠 수 없는 큰 보물을 얻을 것이외다”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여 그 달 이렛날 이견대로 행차하여 그 산을 건너다 보고 사람을 보내어 잘
알아보게 하였더니 산모양은 거북머리처럼 생겼고 그 위에 대 막대기가 한개 있어 낮에는 둘이
되었다가 밤에는 하나로 합쳐졌다.다른 말로는 산도 역시 낮과 밤에 벌어졌다 합하는 것이 대와 같았다고 한다 심부름
갔던 사람이 와서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 감은사에 와서 묵더니 이튿날 오시에 갈라
졌던 대가 합쳐서 하나가 되는데 천지가 진동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서 이레 동안 캄캄하
다가 그 달 16일이 되어 바람이 잦아지고 물결이 평온해졌다. 왕이 배를 타고 그 산으로 들어가
보니 용이 검정 옥띠를 가져와 바치는지라 왕이 영접하여 함께 앉아서 묻기를 “이 산과 대가
어떤 때는 갈라지고 어떤 때는 맞붙고 하니 무슨 까닭인가?”라고 하였다. 용이 대답하기를
“이는 비하자면 한 손으로는 쳐도 소리가 없으나 두 손뼉을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
니다. 이 대라는 물건도 마주 합한 연후에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성왕께서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릴 좋은 징조입니다. 왕이 이 대를 가져다가 젓대를 만들어 부시면 천하가 태평할 것입니
다. 지금 선대임금께서 바다 가운데 큰 용이 되시고 유신도 다시 천신이 되어 두분 성인의
마음이 합하매 이 같이 값으로 칠 수 없는 큰 보물을 내어 나를 시켜 바치는 것이외다”라고
하였다.34)

④ 호랑이를 감동시킨 김현
김현이 말하기를 “사람과 사람의 사귐은 떳떳한 인륜의 이치이나, 다른 종류와 사귄다는
것은 대개 정상이 아닐 것이나, 이미 사통을 하였으니 참으로 천행이라 많았으니, 어찌 차마
제 배필의 죽음을 팔아 분수에 안맞는 한 때의 작록을 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처녀가
말하기를 “낭군은 그런 말 마소서. 오늘 첩의 목숨이 짧은 것은 바로 천명이며 또한 저의 소원

33) 太宗春秋公
34) 万波息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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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낭군의 경사이며 우리 족속의 복이며 국인들의 기쁨입니다. 한번 죽어서 다섯 가지 이득
이 갖추어지니 어찌 이를 어기겠습니까. 다만 첩을 위하여 절을 세우고 진전을 강하여 수승한
과보의 밑천으로 대어 주시면 낭군의 은혜는 막대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서로 울면
서 작별하였다. 김현이 이미 등용이 되매 서천가에 절을 세워 이름을 호원사라 하고 언제나
범망경을 강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하며 역시 몸을 희생하여 자기를 성공하게 해 준 은혜에
보답하였다.35)

축생과의 사통이란 다소 황당한 시츄에이션 설정 역시 호랑이를 포함한 축생과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같으며 서로 윤회를 한다는 육도윤회사상이 그 근저에 있다. 이것이 있기에
전생윤회하는 과정에서 엇갈린 만남이라는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
이 사실이 아닌 설화나 허구일 것이라고 하는데 있지 않고 이러한 설화적인 내용을 만들어
낸 주체들이 당시의 불교를 어떠한 식으로 민중들에게 침투시켰는지 짐작케 한다.
나아가 김현과 사통한 호랑이 처녀가 낭군과 족속과 국인 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커다란
이익이며 게다가 죽은후에 절을 세우는 것이 수승한 과보의 밑천이라고 말하는 내용은 인과
응보와 함께 그러한 과보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음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있다. 바로
호국불교의 이념과 다르지 않다. 인과응보에 기인한 윤회사상을 발전시켜 생명을 중시하면
서도 생명의 시간성과 가치를 부여하여 더 나은 윤회를 위한 죽음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자연스럽게 마련해가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그렇게 죽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아가 하늘
의 권위를 부여하여 천명이라고 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36) 이미 불교의 생명관이 어느
정도 파급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처음에 백제군사와 싸우던 황산전투에서 장춘랑과 파랑이 진중에서 전사하였다. 그 후 백제
를 칠 때에 태종에게 현몽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예전에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으나, 백골
이 되어도 나라를 끝까지 보위하고자 때문에 언제나 부지런히 군사들만 따라다님에 있어 태만
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 장수 소정방의 위력에 부대껴 남의 꽁무니로 쫓겨다니게 되었
습니다. 원하옵건대 왕은 저희들에게 얼마의 군사를 보태주소서”라고 하였다. 왕은 놀랍고 괴
이하여 두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모산정에서 하룻동안 불경을 설법하고, 또 한산주에 장의사를
세워 명복을 빌었다.37)
35) <現>曰 “人友人, 彝倫之道, 異類而交, 盖非常也. 旣得從容, 固多天幸, 何可忍賣於伉儷之死, 僥倖一世之爵祿乎!”
女曰 “郎君無有此言. 今妾之壽夭, 盖天命也, 亦吾願也, 郎君之慶也, 予族之福也, 國人之喜也. 一死而五利備, 其可
違乎. 但爲妾創寺, 講眞詮, 資勝報, 則郎君之惠莫大焉.” 遂相泣而別. <現>旣登庸, 創寺於<西川>邊, 号<虎願寺>,
常講梵網經, 以導虎之冥遊, 亦報其殺身成己之恩.(金現感虎)
36) 일부 연구자들은 천명은 불교 사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수명은 하늘이 전하며 그 하늘은 불교의 하
늘이고, 천신 역시 제석천을 비롯한 불교적 천신이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37) 長春郎 罷郎
한국 고대 불교의 생명관(하도겸) 245

그리고 그러한 인과응보에 대한 강조는 수나라에서는 금지된 점찰경의 확산으로 연결되
는 듯하다.
점찰경 상권을 살펴보건대 189쪽 간자의 이름을 서술하였는데 ...... 이렇게 하여 172자까지
는 모두가 전생과 금생에서 더러는 선하고 더러는 악하기도 한 득실에 관한 일이다. 제173자는
투신하여 벌써 지옥에 들 간 것이요이상은 모두 미래에 닥칠 과보이다, 174자는 죽어서 이미 짐승으로 된
것인바 이렇게 하여 아귀․수라․사람․인왕․천․천왕․문법․출가․치성승․생도솔․생정토, 심견불, 주하
승, 주상승, 득해탈로 제189 등이 바로 그것이다. 모두가 전생․금생․후생의 선악과보의 차별상이
다. 이것으로 점을 쳐보아 마음을 따라 행하려는 사상과 맞으면 감응이 되는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지극하지 못한 마음이니 실상 거짓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8자 9자 두 간자는
다만 189개 간자 가운데서 나온 것이다.38)

⑤ 살생을 금하는 사료들
사중소전고기를 살펴보건대 자장법사가 처음 오대산에 이르러 진신을 친견하고자 산기슭
에 움집을 짓고 머물면서 이레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묘범산에 이르러 정암사를 세웠다.
뒤에 신효거사란 이가 있었으니 혹은 말하기를 “유동보살의 화신으로 집이 공주에 있어 그
어머니 봉양을 극히 효성스럽게 하였다고 하니, 그 어머니가 고기반찬이 아니면 식사를 하지
않으므로 거사는 고기를 구하고자 산과 들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학 다섯 마리를 보고
이것을 쏘았더니 학 한 마리가 깃 하나를 떨어뜨리고 날아갔다. 거사가 그것을 들고 눈을 가린
채 사람을 보니 사람들이 모두 축생으로 보이므로 고기를 얻지 못하고 이에 자기 넙적다리
살을 베어 어머니에게 드렸다. 그 후 곧 스님이 되어 자기 집을 희사하여 절을 만들었더니
지금은 효가원이 되었다. 거사가 경주땅으로부터 하솔에 이르러 사람들을 보니 모두 사람으로
보였다. 이리하여 여기 살 생각을 가지고 길에서 늙은 여인을 만나 살 만한 곳을 물었더니
여인이 말하기를 “서쪽 재를 넘으면 북쪽으로 향한 골자기가 있어 살 만하다”라고 하고는 말을
마치자 사라졌다. 거사가 관음보살의 가르침으로 알고 곧 성오평을 지나 자장법사가 처음으로
움집을 지었던 자리에 들어가 살았다. 문득 다섯 명의 비구가 와서 말하기를 “네가 가지고
온 가사 한 폭이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하였다. 거사가 어리둥절해 있었더니 비구가 말하기
를 “네가 쥐고서 사람을 봤던 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였다. 거사가 곧 바치니, 비구가 그
깃을 가사의 떨어진 폭에 대어 보니 꼭 맞으니, 깃이 아니라 베였다. 거사가 다섯 비구와 작별
한 뒤에야 그들이 오류성중의 화신임을 알았다.39)
38) 按占察經上卷, 叙一百八十九簡之名, ...... 如是乃至一百七十二, 皆過現世中, 或善或惡得失事也. 第一百七十三者,
捨身已入地獄已上皆未來之果也, 一百七十四者, 死已作畜生, 如是乃至餓鬼․修羅․人․人王․天․天王․聞法․出家․値聖僧․生兜率․
生淨土․尋見佛․住下乘․住中乘․住上乘․得解脫第一百八十九等是也. 皆三世善惡果報差別之相. 以此占看, 得與心所行
事相當, 則爲感應, 否則爲不至心, 名爲虛謬. 則此八․九二簡, 但從百八十九中而來者也.(心地繼祖)
39) 按寺中所傳古記云, <慈藏法師>初至<五臺>, 欲覩眞身, 於山麓結茅而住, 七日不見, 而到<妙梵山>創<淨岩寺>. 後
有<信孝居士>者, 或云幼童菩薩化身, 家在<公州>, 養母純孝, 母非肉不食, 士求肉出行山野, 路見五鶴射之. 有一鶴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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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깃이 결국 오류성중의 가사였으며, 그 깃으로
백제 제29대 법왕의 이름은 선이요, 혹은 효순이라 하니 개황10년 기미590에 즉위하였다. 이
해 겨울에 살생을 금하는 조서를 내려 민간에서 기르는 매 종류 등을 놓아주게 하고 고기잡고
사냥하는 도구를 불사르게 하여 일체 살생을 금지하였다. 찬에 이른다. 날짐승과 길짐승을 훨
훨 날려보내고 달아나게 명하니 천구에까지 은혜가 미치며, 제일 무던한 돼지와 물고기마저도
흡족해하니 인자스러움이 사해에 가득하네. 성군께서 빨리 세상을 저버리신 것을 말하지 마오.
도솔천에는 바야흐로 꽃피는 봄이라오.40)

백제의 일이지만 여기서도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살생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인과응보는 나오있지 않지만 찬에 보이는 도솔천 역시 인드라망, 제석천을 연상시키기에 충
분한 단어로 여겨진다.
스님 혜숙이 호세랑의 낭도로 자취를 숨기고 지내더니 낭이 이미 황권에서 이름을 지워버리
게 되자 스님도 역시 적선촌지금의 안강현에 적곡촌에 있다에 은퇴하여 20여년 살았다. 당시의 국선 구참
공이 일찌기 그 들판에 나가서 온종일 사냥을 하더니 혜숙이 길 옆에 나와, 말재갈을 붙잡고
청하였다. “소승도 따라가고 싶은데 좋겠습니까?”라고 하니 공이 허락하였다. 그제야 종횡하면
서 말달리면서 웃통을 벗고 앞을 다투매 공이 기뻐하였다. 피로하여 앉아 쉬는 동안 연신 고기
를 굽고 삶고 서로 먹는데 혜숙도 역시 함께 씹어 먹으면서 조금도 얼굴에 저어하는 기색이
없었다. 조금 있다가 앞에 다가서며 말하기를 “지금 이보다도 더 맛좋은 고기가 있는데 더
드려도 좋겠습니까?”라고 하니 구참공이 좋다고 하였다. 혜숙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넓적다리를 베어 소반에 놓아 바치니 옷에 피가 뚝뚝 떨어졌다. 공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니 혜숙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공이 어진 분이라 자기를 생각하
는 만큼 다른 물건에도 그 생각이 통할 줄 여겼으므로 공을 따른 터인데 지금에 공이 좋아하는
것을 보니 오직 살육에 몰두하여 남을 해쳐서 자기를 살찌울 뿐이니 이것이 어찌 어질고 점잖
은 군자가 할 노릇이겠습니까? 우리의 동지는 못 되오리다”라고 하고는 드디어 옷을 털고 가버
리니, 구참공이 크게 부끄러워 그가 먹은 데를 자세히 보니 소반에 고기가 그대로 있었다.41)
一羽而去. 士執其羽, 遮眼而見人, 人皆是畜生, 故不得肉, 而因割股肉進母. 後乃出家, 捨其家爲寺, 今爲<孝家院>.
士自<慶州>界至<河率>, 見人多是人形. 因有居住之志, 路見老婦, 問可住處, 婦云 “過西嶺有北向洞可居.” 言訖不現.
士知觀音所敎, 因過<省烏坪>, 入<慈藏>初結茅處而住. 俄有五比丘到云 “汝之持來袈裟一幅今何在?” 士茫然, 比丘
云 “汝所執見人之羽, 是也.” 士乃出呈. 比丘乃置羽於袈裟闕幅中相合, 而非羽乃布也. 士與五比丘別, 後方知是五類
聖衆化身也. 此<月精寺>, <慈藏>初結茅, 次<信孝>居士來住, 次<梵日>門人<信義>頭陁來, 創庵而住, 後有<水多寺>
長老<有緣>來住, 而漸成大寺. 寺之五類聖衆, 九層石塔皆聖跡也. 相地者云, 國內名山, 此地最勝, 佛法長興之處云
云.(臺山月精寺五類聖衆)
40) 法王禁殺
41) 釋<惠宿>, 沈光於<好世郎>徒, 郎旣讓名黃卷, 師亦隱居<赤善村> 今<安康縣>有<赤谷村> 二十餘年. 時國仙<瞿旵公>嘗
往其郊, 縱獵一日, <宿>出於道左, 攬轡而請曰 “庸僧亦願隨從, 可乎?”公許之. 於是, 縱橫馳突, 裸袒相先, 公旣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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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국사 열전에 이르기를 “현사 귀산이란 사람은 사량부 사람이다. 같은 동리의 추항을
벗으로 삼아 두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이 사군자들과 사귀기를 기약하니 먼저 마음을
바로잡고 몸을 잘 추스리지 않으면 욕을 보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니 어찌 현자의 곁에 가서
도를 배우지 않을 것이랴”라고 하였다. 이 때에 원광법사가 수나라에 들어갔다가 돌아와 가슬
갑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혹은 가서라고도 하고 또 가서라고도 하는데 모두 방언이다. 갑은 우리 말로는 고시라고 하며
더러는 고시사라고도 하는바 갑사라는 말과 같다. 지금 운문사 동쪽 9천보쯤 되는 데 가서현 혹은 가실현이라도 하는 고개 북쪽 골에 있는 절터가
바로 여기이다,

두 사람이 그의 처소를 찾아가서 고하기를 “속인으로 우매하여 지식이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한 말씀 해 주시면 죽을 때까지 계명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니 원광이 말하기를
“불교에는 보살계명이 있어 그것은 열 가지로 되어 있으나 너희들은 신하된 자들이니 아마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요, 이에 세속오계가 있으니, 첫째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기는 것이요, 둘째
로 효도로써 부모를 섬기는 것이요, 셋째로 친구와 사귐에 신의가 있음이요, 넷째로 싸움에
나가선 물러섬이 없는 것이요, 다섯째로 살생을 할 때는 가려서 하라는 것이니 너희들은 이것
을 실행하되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귀산 등이 말하기를 “다른 것은 이미 명을 받았사
오나 살생하는데 가려서 하라는 말씀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 원광이 말하기를 “육재일
과 봄․여름철에 살생을 하지 않음은 때를 가리는 것이요, 부리는 짐승을 죽이지 않음은 말․소․닭․
개를 이름이요, 작은 생물들을 죽이지 않음은 고기 한 점도 되지 못하니 이는 물건을 가리는
것이다. 이 역시 그 소용되는 것만 하고 많은 살생을 필요로 하지 않음이니 이것이 바로 세속의
좋은 계명이다”라고 하였다. 귀산 등이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삼가 시행하여 감히 어김이 없겠
나이다”라고 하였다. 그 후 두 사람이 모두 군사에 종군하여 다 국가에 큰 공을 세웠다.”라고
한다.42)

⑥ 인간 또는 용왕으로 다시 환생과 변신
혜공이

일찍이 조론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옛날에 내가 지은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로

써 승조의 후신임을 알았다.43)
이목은 늘 절 곁에 있는 작은 못에 살면서 음으로 불법의 교화를 돕더니 한해는 갑자기
몹시 가물어 밭의 채소가 말라 타므로 보양이 이목을 시켜 비를 부르도록 하니 일대에 비가
흡족하였다. 천제가 이목이 직무를 다 하지 못하여 죽이려 하니, 이목이 법사에게 급히 고하니
법사가 마루 밑에 숨겼다. 조금 있으니 천사가 뜰에 와서 이목을 내놓으라고 청하므로 법사가
뜰 앞에 있는 배나무를 가리키니 당장 배나무에 벼락을 치고 하늘로 올라갔다. 배나무가 꺾어

及休勞坐, 數炮烹相餉, <宿>亦與啖囓, 略無忤色. 旣而進於前曰 “今有美鮮於此, 益薦之何?” 公曰 “善.” <宿>屛人
割其股, 寘盤以薦, 衣血淋漓. 公愕然曰 “何至此耶?” 宿曰 “始吾謂公仁人也, 能恕己通物也, 故從之爾. 今察公所好,
唯殺戮之耽篤, 害彼自養而已, 豈仁人君子之所爲? 非吾徒也” 遂拂衣而行, 公大慚, 視其所食, 盤中鮮胾不滅.(二惠同
塵)
42) 圓光西學
43) 嘗見肇論曰 “是吾昔所撰也.” 乃知僧<肇>之後有也.(二惠同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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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시들었는데 용이 어루만지니 곧 살아났다.법사가 주문으로 살렸다고도 한다 그 나무가 근년에 넘어져
는데 어떤 사람이 그 나무로 빗장 방망이를 만들어 제석천의 선법당과 식당에 두었으니 그
방망이 자루에는 글이 씌여 있다.44)
법사가 신에게 사례를 하고자 전일에 살던 삼기산사에 갔더니 밤중에 역시 신이 와서 그의
이름을 불러 말하기를 “바다와 육지 먼길에 왕래함이 어떠했는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신의 넓으신 은혜를 입사와 편안히 다녀왔습니다”라고 하니 신이 말하기를...... 답하기를 “저 역시
신에게 계를 드려 마침내 윤회가 반복될때마다 서로를 구제해 주는 약속을 맺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다시 신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신의 진용을 볼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신이 말하기
를 “법사가 만약 내 형체를 보려고 하거든 밝은 아침에 동쪽 하늘녁을 바라보라!”라고 하였다.
법사가 이튿날 바라보니 큰 팔뚝이 구름을 꿰뚫고 하늘끝에 닿고 있었다. 그 날 밤에 신이
역시 와서 말하기를 “법사는 내 팔뚝을 보았던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보았습니다. 비할
바 없이 기이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속칭 비장산이라 하였다. 신이 말하기를
“비록 이러한 몸은 있어도 덧없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므로 나는 얼마 못 되어 그 고갯마루
에서 세상을 떠날 것이다. 법사는 와서 멀리 가는 혼을 보내시라!”라고 하였다. 약속한 날에
가서 보니 칠빛처럼 검은 늙은 여우 한 마리가 있었는데 헐떡이면서 숨을 쉬지 못하다가 그만
죽어버렸다.45)

특히 위의 기사에서는 늙은 여우가 신통력을 가진 신으로 나오며 이 역시 수명을 다하면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왕은 나라를 다스린 지 21년만인 영륭2년 신사681에 죽으면서 동해 가운데 큰 바위 위에
장사하라고 유언하였다. 왕이 평상시에 지의법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는 원컨대 나
라를 수호하는 큰 용이 되어 불교를 떠받들고 국가를 보위하리라”라고 하니 법사가 말하기를
“용이라면 짐승의 과보를 받는 것인데 왜 그러시나이까?”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내가
세상 영화를 싫어한 지가 오래 되었다. 만약에 내가 나쁘게 태어나 짐승으로 된다면 나의 소망
에 꼭 맞을 것이다”라고 하였다.46)

44) 璃目常在寺側小潭, 陰隲法化, 忽一年亢旱, 田蔬焦槁, <壤>勅璃目行雨, 一境告足. 天帝將誅不職, 璃目告急於師, 師
藏於床下. 俄有天使到庭, 請出璃目, 師指庭前梨木, 乃震之而上天. 梨木萎摧, 龍撫之卽蘇. 一云師呪之而生. 其木近年倒
地, 有人作楗椎, 安置善法堂及食堂, 其椎柄有銘.(寶壤梨木)
45) 法師欲謝神, 至前住<三岐山寺>, 夜中神亦來呼其名曰 “海陸途間, 往還如何?” 對曰“蒙神鴻恩, 平安到訖.” 神曰 “吾
亦授戒於神, 仍結生生相濟之約.” 又請曰 “神之眞容, 可得見耶?” 神曰 “法師若欲見我形, 平旦可望東天之際.” 法師
明日望之, 有大臂貫雲, 接於天際. 其夜神亦來曰 “法師見我臂耶?” 對曰“見已, 甚奇絶異.” 因此俗号<臂長山>. 神曰
“雖有此身, 不免無常之害. 故吾無月日, 捨身其嶺. 法師來送長逝之魂.” 待約日往看, 有一老狐黑如柒, 但吸吸無息,
俄然而死.(三國遺事卷第四 義解第五 圓光西學)
46) 三國遺事卷第二 文虎王法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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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한국고대 불교의 생명관은 자타카에서 강조된 인과응보를 강조한 연기법에 따른 육도윤
회사상이 깊이 투영된다. 자타카의 영향을 받은 삼국유사三國遺事는 다양한 불교연기설화에
등장하는 축생 역시 인간과 등가의 생명의 가치를 가진다는 생명중시사상을 선양한다. 그러
한 사상을 근거로 설화속에서 자유롭게 인간과 축생이 교류한다. 또한 인간에서 축생으로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는 구체적인 예도 제시한다. 결국 탐진취에 빠져 수없이 윤회전생에서
보다 수승한 과보를 받기 위해서 불사에 보시한다든가 절을 짓든가 출가하여 득도하는 등의
불법에 귀의하는 몇가지 선업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면서 신라불교는 이데올로기로
성장한다. 통일시대를 맞아 호국불교로까지 승화되는 불교의 생명관에는 살생유택과 같은
변용을 부른다. 다만 이 역시 불법을 수호하고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등의 선업을 수행하려
는 가운데 일어난 부득이한 필요악일 뿐이다. 그러한 와중에도 그 어떠한 생명도 가벼이 여
기지 않았으며, 원한을 남기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다양한 설화는 그 방법까지 제시한다. 따
라서 호국불교 역시 생명중시사상의 또다른 형태일 뿐 생명을 경시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전히 인과응보의 연기법은 변함없이 존재한다. 결국 삼국유
사三國遺事는 인과응보도 좋지만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괴롭다는 무상을 느껴 결국 깨달음
의 길로 나아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해야 함을 밝힌다. 그러한 끝없는 과정에 있는 우리
인간을 비롯한 생명은 긴 윤회의 과정에서 잠시 어쩌면 찰라간에 이 세상에 모이고 흩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참고문헌>
삼국유사三國遺事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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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겸선생의 ｢한국 고대 불교의 생명관｣에 대한 토론문
차차석(동방대학원대학교)

1.
먼저 귀한 옥고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불교의 생명관이
란 매우 전문적인 불교지식을 요구하는 주제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논
문을 작성했다는 점, 더하여 삼국시대의 설화와 자타카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분석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말할 수 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시각
을 지닐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보며, 논평자도 기회가 되면 한국불교에 녹아 있
는 불교의 생명관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2.
이미 발표자가 메일을 통해 완성되지 않은 원고를 보낸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으며, 그런
점을 십분 감안하고 논평에 임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이 논문은 필자의 고민이 함축되어 있
지만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를 지니게 된다면 지금 보다 훨
씬 완성도가 높아지리라 본다. 그런 점에서 논평자가 서야할 공간이 좁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논평자는 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언을 하는
것으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3.
전체적인 소감을 말하자면 필자의 양해말씀처럼 정리가 안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
다. 마치 연구노트처럼 아이디어와 자료를 나열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점은 시간이 해결
할 것이라 본다. 아마 발표하는 당일에는 논평문을 작성하도록 보내준 원고 보다는 훨씬 완
성도가 높아져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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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렇지만 논평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몇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더하려고 한다. 논평이
란 늘 그렇듯이 듣기 좋은 말만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각적 차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점
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첫째 불교의 생명관이 삼국유사에 어떠한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가를 검토하는 논문이라
면 먼저 불교의 생명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불성의
보편성 때문에 수평적인 생명관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그것이 삼국유사에선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어 있다든가? 혹은 인도전통의 아힘사 사상이 불살생의 계율로 규범화되었으며, 그것
이 삼국유사나 기타의 자료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었다는가 하는 정리된 설명이 있어
야 할 것이다. 새끼를 키우는 배고픈 호랑이에게 육신을 보시했다든가 가리왕이 비들기를
살리기 위해 할절보시를 했다든가 토끼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신을 던졌다든가 하는 것
은 수평적인 생명의식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호랑이를 감동시킨
김현”의 고사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필자는 불교의 생명관을 피력하기 위해 윤회사상과 12연기설을 활용하고 있다. 그
러나 상식처럼 되어 있지만 석가모니는 무아설을 주장했으며, 그런 점에서 윤회사상과 일견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윤회설이라는 것이 생물학적 삶의 반복으로 이해하면서 12연기
설을 삼세양중인과설로 해석하고 있다. 생명의 전개과정을 설명하는데는 유익한지 모르겠
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어떠한 생명관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찾아볼 수
없다.
셋째 인간을 위주로 생명관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緣生緣滅하는 존재의 실상 속에서 인간
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가 될지는 모르지만 초기불교의 경전 중
에서 기세경이나 기세인본경 등에서는 인간은 본래 광음천에서 살다가 지상으로 내려왔다
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일정한 결함을 지니고 있는, 자기 모순적인 동일성의 존
재이지만 하늘에서 살았던 존귀한 존재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런 점이 삼국유사에서는 어떠
한 형태로 투영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컨대 원효의 대
승기신론소에서 말하는 一心의 이중적 구조는 인간이 자기모순적인 동일성의 존재라는 사
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점을 잘 활용하면 정제된 논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넷째 그런데 삼국유사에 나타난 설화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 삼국시대의 생명관은 생
명관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윤회사상에 입각해 수립된 다양한 문화양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필자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제안이지만 오히려 “한국 고대 불교의 생명관”이
란 제목 보다는 ‘한국고대불교에 투영된 윤회사상’이나 혹은 윤회사상과 결부된 적절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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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섯째 “⑤ 살생을 금하는 사료들”은 불살생사상, 수평적인 불교의 생명관, 윤회사상이
융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대승계율에서 육식을 금지하는 이유는 윤회사상과 직결되
어 있다. 즉 끝없는 윤회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부모형제나 친지 등이 윤회하여 축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럴 경우 결국 육식은 부모형제
친지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경전을 근거로 폭넓은
해석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

5.
많은 자료를 나열하고 있지만 정리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필자가
시간이 부족하여 미처 정리하지 못했다고 양해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논평 역시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성격이 유사한 내용들을 항목별로 묶어서 그 특징과 전개양상을 정리한다면
삼국시대의 불교문화를 알려주는 훌륭한 논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혹여 논평에 결례가
있었다면 본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며 논평을 마치고자 한다.

하도겸선생의 ｢한국 고대 불교의 생명관｣에 대한 토론문(차차석) 253

古小說 人物 出生譚에 나타난 世界觀과 自然의 攝理
-出生譚과 福善禍淫 및 勸善懲惡의 관계를 중심으로김용기(중앙대)

1.
2.
3.
4.
5.

서론
서사문학 속 인물 출생담의 층차와 세계관의 변화
복선화음의 자연적 섭리와 출생담의 관계
인물 출생담과 권선징악 주제의식의 구현의 양상
결론

1. 서론
이 글은 고소설 인물 출생담에 나타난 세계관과 자연의 섭리를 천착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필자는 福善禍淫과 勸善懲惡을 출생담과 관련지어 해명한 후, 이것이 작품 속에
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선행 연구에서 고소설 인물 출생담은 이미 다양하게 논의된 바 있다.1) 하지만 대부분은
1) 출생담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 연구결과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趙東一, ｢英雄의 一生, 그 文學史的 展開｣, 東亞文化10집,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71, pp.165-212.
成賢慶, 韓國小說의 構造와 實相,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1, pp.2-188 참고.
朴大福, ｢고대소설 주인공의 출생과정과 민간신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pp.6-113.
朴大福, 고소설과 민간신앙, 계명문화사, 1995.
金炯敦, ｢春香傳의 傳記的 構造-春香의 출생담을 中心으로-｣, 明知語文學15집, 명지어문학회, 1983, pp.49-69.
金鉉龍, ｢崔孤雲傳의 形成時期와 출생담攷｣, 古小說硏究4집, 한국소소설학회, 1998, pp.1-28.
朴炳完, ｢天降型小說에 나타난 超越主義的 世界觀 硏究-<白鶴扇傳>‧<졍을선젼>‧<창난호연녹>의 경우를 중심으로｣, 檀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3, pp.15-235.
김승호, ｢羅末麗初期 탄생담에서의 神話素 개입과 탈락｣, 韓國文學硏究第17輯, 東國大學校 韓國文學硏究所,
1995, pp.167-195.
吳出世, 한국 敍事文學과 통과의례, 집문당, 1995, pp.219-250.
朴鍾翼, ｢고소설의 通過儀禮的 實相 연구｣, 忠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7, pp.1-191.
김용기, ｢인물 출생담을 통한 서사문학의 변모양상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p.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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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구조나 인물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된 논의였고, 부분적으로 개별 작품의 특징을
출생담과 관련지어 그 특징을 구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물 出生譚을 福善禍淫이나 勸善
懲惡과 관련지어 작품 속에 나타난 세계관이나 자연의 섭리를 밝히는 논의는 없었다. 어쩌
면 인물 출생담이나 권선징악․복선화음과 같은 주제가 고루하고 진부하게 느껴져서 더 이상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출생담이나 권선징악․복선화음과
같은 논제로 유명학술지에 게재 될 만한 글을 쓰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
또 이러한 주제는 연구자들이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어서, 새롭게 논의될 만한
것이 못 될 것이라고 하는 착시 현상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인물 출생담’이나 ‘勸善懲惡․福善禍淫’의 문제는 고소설에서 그리
간단하게 치부될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 화두는 서로 무관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상은 ‘인물 출생담’과 ‘복선화음’의 이치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왜냐하면 ‘복선화
음’의 이치에 따라 출생한 주인공은 작품 속에서 善을 실현하고, 세계의 질서를 바로 잡으
며, 위대한 과업을 성취한 후 다시 복선화음의 이치를 통해 권선징악의 주제의식을 실현하
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소설에서는 無子한 부모가 積善과 祈子致誠이라는 선을 행한 후 자
식을 점지 받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출생한 인물이 무질서한 세계를 바로 잡
는 역할을 함으로써 복선화음에 의해 권선징악이라는 큰 주제의식을 실현하게 된다. 따라서
고소설의 출생담은 ‘福善積善, 祈子致誠 => 주인공의 출생 =>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 발휘 => 福善
禍淫 => 勸善懲惡의 주제의식 구현’의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강재철은 이러한 고소설의 권선징악과 복선화음의 관계에 대해, ‘勸善懲惡은 주제이고,
福善禍淫은 하나의 이치로,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위한 결말 구조로 이용된다. 권선징악이
라는 목적론적인 주제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복선화음의 이치를 수단으로 택했으며, 이
것이 권선징악 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다’2)고 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福善禍淫 신봉의
논리적 근거를 誠感之理와 因果應報之理로 제시한 바 있다.
필자는 그의 이러한 이론적 토대3)에 인물 출생담을 접목시켜서, 당대 고소설 출생담에
함의되어 있는 세계관과 자연의 섭리에 대해 구명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고소설의 출생
김용기, ｢소현성록 인물 출생담의 특징과 서사적 기능｣,어문연구149호, 2011, pp.223-251.
김용기, ｢태원지의 서사적 특징과 왕조교체｣,고소설연구34집, 한국고소설학회, 2012, pp.187-215.
김용기, ｢원형 스토리의 변형과 교구를 통해서 본 영이록의 특징｣,고전문학연구43집, 한국고전문학회, 2013,
pp.193-222. 이 외의 연구사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자세히 소개하였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2) 강재철, 권선징악 이론의 전통과 고소설의 비평적 성찰, 단국대학교출판부, 2012, p.231.
3) 필자가 본고에서 사용하는 권선징악과 복선화음에 대한 이론, 그리고 誠感之理와 因果應報之理, 親子感應說, 三世
業報說, 지속의 논리 등과 같은 용어나 개념은 위에서 제시한 강재철의 저서권선징악 이론의 전통과 고소설의 비평적 성찰
를 참고로 할 것임을 밝혀 둔다. 그래서 직접적인 인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게서의 페이지를 밝히기로 하고, 부
분적으로 이들 용어를 참고로 하여 필자의 논의를 펼칠 경우에는 직접적인 주석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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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복선화음과 권선징악과 관련된다는 점은 전대의 신화나 영웅설화에서는 나타나지 않
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고소설의 세계관이나 자연의 섭리가 신화나 영웅설화와 변별된다
는 점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대의 신화나 영웅설화에 나타난 출생담의 특징을 간략
하게 살펴본 후, 고소설 출생담에 나타난 복선화음과 권선징악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 보기
로 한다.

2. 서사문학 속 인물 출생담의 층차와 세계관의 변화
건국신화와 영웅설화와 같은 서사문학에 나타나는 인물 출생담은, 큰 얼개에 있어서는 고
소설의 출생담과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출생담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세계관이나 방
식은 서로 조금씩 다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서사문학 속 인물 출생담은 일정부분 층차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층위의 차이는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는 세계관의 변화를 가능
하게 하였다고 생각된다.
먼저 건국영웅들의 출생담은, 건국 영웅의 신성한 출생과 비범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
기에서는 타국이나 다른 민족에 대한 배려나 존중보다는, 자국의 신성성과 우월성을 드러내
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으며, 다소 배타적인 성격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인물은
바로 신성하게 출생하는 주인공이다. 다만 신성성의 정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
도 한다. <단군신화>나 <혁거세 신화>, 그리고 <김알지 신화> 등과 같이 天神이나 이에 비
견할 만한 인물이 강림할 경우에는 특별한 시련이나 고난이 존재하지 않고, 聖俗一如의 세
계관이 나타난다. 이와 달리 <주몽신화>나 <탈해신화>와 같이 인물이 2차 출생을 하는 경우
에는 시련과 고난, 즉 투쟁을 거쳐 건국을 하거나 왕위에 등극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신이한 출생담을 거친 주인공이 건국주가 된다는 점과 어느 경우든
복선화음이나 권선징악의 세계관과 관련을 맺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영웅설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김유신설화>나 <강감찬설화>, 그리고 <서동
설화> 등에 나타나는 출생담을 보면, 주인공은 천신이나 이에 준하는 인물의 직접적인 출생
을 거치지 않고, 상징적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 상징성이 신성성이나 비범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건국영웅들과 큰 차이가 없으나, 지향하는 바는 다르다. 김유신이나 강감찬과 같
은 영웅설화 주인공들의 신이한 출생담이 지향하는 바는 건국보다는 호국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서동의 경우도 건국 자체보다는 영웅성의 실현을 통한 왕위 등극에 무게의 중심이
놓인다는 점에서 건국영웅들의 양상과는 다르다. 특히 이들의 출생담 역시 복선화음과 관련
을 맺지 않으며, 주인공의 행위가 권선징악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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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달리 고소설 출생담의 경우에는 주인공의 출생담이 福善禍淫, 특히 ‘복선’과 관련
이 깊고, 그렇게 비범하게 출생한 인물의 행위가 권선징악을 실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건국신화나 영웅설화의 출생담과 층차가 있다. 인물의 출생과 서사전개의 양상 자체
가 복잡해진 만큼 전체 서사에서 지향하는 세계관이 달라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
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건국영웅 출생담 : 신성한 혈통 => 신성한 출생 => 신성성의 인정 => 건국
[2]. 영웅설화 출생담 : 상징적 신성성 => 신이한 출생 => 비범한 능력 => 호국(왕위 등극)
[3]. 고소설 출생담 : 부모의 福善積善 => 기자치성 => 感應에 의한 신이한 출생 => 비범한
능력 발휘 => 복선화음 - 권선징악4)

이를 보면 고소설에서 추구하는 세계관이 건국영웅이나 영웅설화와 비교했을 때 많이 변
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건국영웅과 영웅설화 이야기가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과 실질적인
결과를 강조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고소설 출생담의 경우에는 福善禍淫의 이치가 다음 세대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그 결과 출생한 주인공이 다시 복선화음의 이치를 현실적으로
실현하여 권선징악의 주제를 드러낸다는 특징이 있다. 즉 고소설 출생담의 경우에는 복선화
음의 ‘福善積善’ 생명의 탄생과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생명의 탄생은 곧 당대 민중의 願望과
정신적 가치의 실현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3. 福善禍淫의 자연적 섭리와 出生譚의 관계
고소설에서 복선화음의 이치는 誠感之理와 因果應報之理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5)
이 두 가지의 이치는 인물 출생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서사 전개에
서 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 중에서 誠感之理는 불교와 유교의 공통적인 이치라
할 수 있고, 因果應報之理는 불교적 성격이 강하면서 동시에 민간신앙화 된 성격이 강하여
유교적이든 불교적이든 크게 구분 없이 인물 출생담에 녹아 있는 이치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치에는 다시 ‘지속의 논리’가 개입되어 있다. 강재철은 이러한 논리를 ‘親子感應說과
遲速의 논리’, ‘三世業報說과 지속의 논리’로 구분한 바 있다.6)
4) 고소설의 경우에는 작품 총량만큼이나 주인공의 출생담과 그 실현 양상이 다양하다. 따라서 모든 고소설에 이러
한 공식을 일반화 할 수는 없다. 대체로 이러한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다. 고소설의 경우에는 출생담의 실현 양상
이나 복선화음의 실현 양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
의하기로 한다.
5) 강재철, 권선징악 이론의 전통과 고소설의 비평적 성찰, 단국대학교출판부, 2012, pp.174-285 참조.

258 동아시아 고대 생명관의 현대적 계승과 변주 (東아시아古代學會)

먼저 誠感之理란, 지극한 정성至誠이 있으면 반드시 초월계의 반응感應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因果應報之理는 선악의 因에 응하여 화복의 되갚음을 받는 것을 말한다. 親子感應說
과 遲速의 논리는, 부모의 선악이 언젠가는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상으로서, 내 생명
의 연장이라 보았던 후손에게 부모의 선악이 영향을 미친다는 설이다.7) 三世業報說과 지속
의 논리는, 전세․현세․후세의 삼세를 업보에 따라 윤회하며 태어난다는 이론으로서, 내 생명
이 자식에게 이어져 累代로 전해진다는 유가의 생명관과는 달리 윤회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내 생명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윤회함으로, 선악의 인연에 따라 화복을 받기 때
문에, 자신이 착한 행동을 하여 業因業果에 의한 복을 받으라는 것이다.8)
고소설에서는 이러한 誠感之理와 因果應報之理, 親子感應에 의한 遲速의 논리, 三世業報
와 지속의 논리가 각각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福善禍淫의 이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예가 잘 나타나는 작품으로
<숙향전>을 예로 들 수 있다. 먼저 숙향의 출생담 전후 서사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A]. 숙향의 출생담과 福善禍淫의 이치
[가]. 福善禍淫
<1>. 김생이 벗을 전송하기 위해 반하수에 갔다가 어부들이 잡은 거북을 구워먹으려는 것을
보고, 비싼 값을 주고 사서 놓아주다.
<2>. 김생이 양양 땅에 벗을 찾아 보고 돌아 오는 길에 운교 다리를 건너다가 물이 크게 불어
다리가 넘어져 죽게 되었을 때, 반하수에 놓아주었던 거북이 살려주고, 입에서 제비알
같은 구슬을 토하여 주다.
<3>. 김생이 약관의 나이에 이르렀으나 가난하여 아내를 두지 못하였는데, 형초 땅 장회란
사람의 가세가 넉넉하고 슬하에 한 딸만 두었는데, 김생의 이름을 듣고 통혼하니, 김생이
허락하고 운교에서 얻은 구슬로 빙폐하여 결혼하다.9)
[나]. 誠感之理
<1>. 김생 부부가 일점혈육이 없어 매양 차탄하다가 名山大川에 정성으로 기도드리다.
<2>. 김생 부부가 완월루에 올라 달을 구경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흰 꽃 한 가지가 떨어져
장씨 앞에 내려오고, 장씨 부부가 이상히 여기가 있노라니 문득 광풍이 크게 일어나 그
꽃이 흩어지다.
6)
7)
8)
9)

강재철, 상게서, pp.217-222 참조.
강재철, 상게서, p.217.
강재철, 상게서, pp.221-222.
황패강 역주, 연강학술도서 한국고전문학전집5 <숙향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pp.17-21. 본고의
텍스트는 경판본 <숙향전>을 역주한 이 자료로 하며, 이하에서는 작품명과 페이지만을 밝히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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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씨가 차탄하고 들어와 자는데, 그 밤 꿈에 달이 떠오르며 금두꺼비가 장씨 품에 들고,
놀라 깨어난 장씨가 김생에게 꿈 이야기를 하다.
<4>. 김생도 꿈에 계화가 장씨 부인 앞에 떨어지고 금두꺼비가 품에 드는 것을 보았다고 한
후, 얼마 안 있어 자식을 낳을 것이라 하다.
<5>. 과연 그 달부터 잉태하여 십 삭이 차니, 그 날은 사월 초파일이며, 이 날 밤에 오색구름이
집을 두르고 향내 진동하며 선녀 한 쌍이 촛불을 들고 들어와 김생더러 “이제 부인이
오십니다”라고 하고 장씨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니, 이윽고 상서로운 기운이 집안에 가득
하다.
<6>. 김생이 들어가 보니, 장씨가 이미 순산을 하였고, 선녀가 유리병의 향수를 기울여 아기를
씻겨 누이다.10)
[다]. 三世業報와 지속의 논리
<1>. 숙향은 월궁소아로서 상제께 죄를 짓고 태을선군과 인간 세계에 적강하다.
<2>. 후토부인이, 숙향의 부모 또한 仙君으로 시한이 차면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시게 될 것이
며, 숙향은 장승상 집에 가서 규성선녀장승상 부인의 전생 은혜를 다 갚은 후에 태을을 만나야
부모의 거처를 알게 될 것이고 그 기간은 15년이 걸릴 것이라 하다.11)

위 예문은 <숙향전>의 여주인공 숙향의 출생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출생담
이라고 한다면, 기자치성이나 태몽, 출산과 같이 직접적인 것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지만 실
제는 그렇지 않다. 고소설에서 출생담은 전생의 이야기를 포함하여, 인물의 출생담과 관련
된 상징이나 예언 등이 실현되는 전체가 이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출생담
은 단순히 서두를 장식하는 관습적 장치에 머무르지 않는다.
위 예문 [A][가]와 [나]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예문 [A][가]는 숙향의 부친 김
전이 선을 행하여 그 구원의 대상인 거북으로부터 받은 구슬을 가지고 결혼을 하였다는 이
야기이다. 여기에는 김전과 거북이 각각 한 번씩 구원을 해주고 있는데, 애초에 선을 행하였
던 김전이 거북으로부터 구슬까지 받아 결혼에 성공함으로 인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난다. 이 거북은 동해용왕의 딸인데, 후일 숙향이 표진강에 뛰어들어 죽으려 할 때에
그녀를 구해주고, 자신이 부왕으로부터 반하수 내침을 당한 것과 반하수에서 어부들에게 잡
혀 죽을 위기에 처하였을 때 김전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숙향이 앞으
로 겪어야 할 액운을 이야기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龍女는 이러한 모든 것이 전일 숙향의
부친 김전의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고 한다.12)
10) <숙향전>, pp.21-23.
11) <숙향전>, p.2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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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숙향의 부친 김전의 積善으로 인해 초월적 존재인 거북동해 용
녀이

살 수 있었고, 그 행위로 인해 자신 또한 죽을 위기를 겪음은 물론 거북이 준 구슬로

결혼을 하여 주인공을 낳게 된다는 점이다. 또 후일 그 거북이 지속적인 은혜 갚음을 하여
김전의 딸 숙향을 죽을 위기에서 구해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앞서 범박하게 제시한 바와
같이, 강재철은 이러한 논리를 親子感應과 遲速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의하
면 부모의 선악이 언젠가는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내 생명의 연장이라 보았던 후
손에게 부모의 선악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고소설의 인물 출생이 단순한 出産 행
위나 儀禮에 그치지 않는다13)는 점을 말해 주고 있으며, 積善의 행위가 ‘福善禍淫’ 중 ‘福善’
으로 연결되어 한 생명이 탄생될 수 있다는 자연의 이치가 기저에 녹아 있다.
그리고 [나]는 김전 부부가 혼인은 하였지만 자식이 없어 기자치성을 드리고, 이에 초월
계의 感應에 의해 잉태하고 출산하는 장면이다. 이는 인간의 정성이 지극하면 그 정성이 하
늘에 닿는다는 誠感之理의 구체적 예에 해당된다. 書經 ‘大禹謨’에서 “지극한 정성은 귀신
도 감동시킨다”14)는 말은 誠感之理를 뒷받침해 주는 간접적인 예가 된다. 積善과 인간의 지
극한 정성이 결합될 때 비로소 ‘福善禍淫’의 ‘福善’이 비로소 구현되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
의 積善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일 수도 있어서 행위 대상자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致誠’과 같은 인간의 지극한 정성이 수반되어야 비로소 ‘福善’이 실현된다
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다.
[다]는 부모의 積善과 福善禍淫의 ‘福善’에 의해 잉태되고 출생하는 주인공이, 삼세의 업
보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그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액
운, 즉 시련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輪廻轉生을 복선화음
과 인과응보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佛家的 思惟의 일단으로서,
불교의 생명관으로 보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 무궁한 것으로 윤회하는데, 반드시 선악의 인
연에 따라 화복을 받고 윤회한다.15) 그러므로 이 논리에서 바라보면, 숙향은 반드시 자신이
12) <숙향전>, pp.47-49.
13) 민속학의 입장에서 보면 출생담은 儀禮, 通過儀禮의 한 양상에 지나지 않는다.(박환영, ｢한․몽 출생의례의 비교민
속학적 고찰｣, 비교민속학회제40집, 비교민소학회, 2009, pp.129-159. ; 변종현, ｢통과의례의 양상과 그 기능
-A.V.Gennep의 이론을 중심으로-｣, 국문학논집14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4, pp.193-219. ; 박찬옥․조희
진, ｢한국의 전통 출생의례｣, 한국여성교양학회지제16집, 한국여성교양학회, 2007, pp.1-31 등을 보면 인물의
출생은 의례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고소설의 관점에서도 출생담을 의례로 보는 경우도 있다
(오출세, ｢고전소설의 출생의례 考｣, 한국문학연구제13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0, pp.149-204). 하지
만 필자가 보기에, 고소설의 출생담은 그러한 의례적 성격을 함의하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인물 서사의 기
능적 역할, 주제의식의 구현 등에 더욱 긴밀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14) 書經,｢大禹謨｣, “至誠感神”. 강재철, 권선징악 이론의 전통과 고소설의 비평적 성찰, 단국대학교출판부, 2012,
p.178 참조. 誠感之理와 관련된 경전과 문집의 구체적인 예는 강재철의 다음 저서를 참고하기 바란다.(강재철, 상
게서, pp.178-186)
15) 강재철, 상게서, 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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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행동을 하거나 액운의 과정을 거쳐 業因業果에 의한 복을 받아야 한다. 숙향이 거치는
5가지 액운의 과정은 바로 그러한 업인업과의 과정을 통해,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윤회전생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숙향전>에서 복선화음의 이치를 구현하는 양상은 남주인공 이선에게 있어서도 두 가지
로 나타난다. 숙향의 부친 김전과 달리, 이선의 경우에는 그의 부친 이상서의 福善禍淫의 사
전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선의 출생담에는 誠感之理가 나타나고, 숙향과 함께 동시 적
강했다는 점에서 숙향과 유사한 三世業報 지속의 논리가 나타난다. 이를 간단하게 살펴보기
로 한다.
[B]. 이선의 출생담과 복선화음의 이치
[가]. 誠感之理
<1>. 이상서 부부가 일점혈육이 없어 한탄하다.
<2>. 부인이 친정에 갔다가 대성사 부처가 영험하다는 말을 듣고 향촉을 갖추어 아이 낳기를
빌고 돌아오다.
<3>. 이 날 밤 꿈에 한 부처가 나타나, 부인의 정성이 지극하므로 귀자를 점지한다고 하다.
<4>. 부인이 이상서에게 치성드린 것과 꿈 이야기를 하니, 이상서는 빌어서 자식을 낳을 것이
면 천하에 자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다.
<5>. 그날 밤 이상서의 꿈에 붉은 곤룡포를 입은 선관이 채운을 타고 내려와 재배하고, 자신은
옥제를 모시던 태을진인인데, 죄를 지어 인간세상으로 내쳐졌으며, 대성사 부처님의 지시
로 이리로 왔다고 하다.
<6>. 상서가 깨어나 부인에게 몽사를 이르고, 과연 그 달부터 잉태하여 십 삭이 차니 이때는
사월 초파일이다.
<7>. 문득 채운이 집을 두르고 이상한 향기가 집에 가득하며, 오시 쯤에 선녀가 부인의 방으로
들어오며 때가 되었으니 부인은 편히 누우라고 하다.
<8>. 부인이 누구냐고 물으니, 선녀가 자신은 해산을 돕는 선녀라고 하고, 오늘 태을선군이
하강하기로 왔으며, 이 아이의 배필은 남양 땅 김전의 딸 숙향이라 하다.16)(pp.75-77)
[나]. 三世業報와 지속의 논리
<1>. 부인의 꿈 속에 부처가 나타나, 이상서가 전생에 무죄한 사람을 많이 죽였기에 자식이
없도록 점지하였다 하다.17) (p.75)

16) <숙향전>, pp.75-77.
17) <숙향전>,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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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 [B][가],[나]는 이선의 출생담에 나타난 誠感之理와 三世業報 지속의 논리를 정리
해 본 것이다. 이상서의 경우에는 숙향의 부친 김전과 같은 積善 행위가 없고, 동시에 ‘福善
禍淫’ ‘福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숙향의 부친 김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상서의 경우도 誠感之理에 의해 자식을 얻는다. 이상서 부부는 대성사 부처가 영험하는
말을 듣고 향촉을 갖추어 지극 정성으로 기도하고 돌아온다. 그 날 밤에 부처가 나타나 부
인의 정성이 지극하여 자식을 점지한다고 한다. 실제로 이상서는 그날 밤에 붉은 곤룡포를
입은 선관이 내려오는 꿈을 꾸고 부인이 잉태하여 자식을 낳는다. 이는 부모의 지극한 정성
에 의해 초월계가 감응하여 자식을 점지하는 誠感之理의 구체적인 예에 해당된다. 어쩌면
부처에게 지극정성으로 祈子致誠하는 그 행위 자체가 積善이기에, 福善에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나]는 이상서가 전생에 무죄한 사람을 많이 죽였기에 자식이 없도록 점지하였다고 하여,
業因業果에 의해 그가 無子의 대상임을 드러내고 있다. 무죄한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것은
더할나위 없이 큰 죄에 해당되므로, 초월계는 그에게 후사를 이을 생명을 주지 않았던 것이
다. 이는 三世業報 지속의 논리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상서 부부는 초월적 존재에게 지극정
성으로 발원하여 초월계의 감응을 얻는다. 즉 誠感之理에 의해 三世業報 지속의 논리를 극
복하는 것이다.
주인공의 성격이나 서사의 지향점이 <숙향전>과 사뭇 다른 <유충렬전>의 출생담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치와 논리가 발견된다. 이해와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해당 출생담을 정리해 보
기로 한다.
[A]. 유충렬의 出生譚과 福善禍淫의 이치
[가]. 誠感之理
<1>. 개국공신의 후손인 정언주부 유심이 일점혈육이 없어 한탄하다.
<2>. 부인 장씨가 남악 형산 산신께 발원하여 정성을 드리자고 하다.
<3>. 유심 부부가 삼칠일 재계를 정히 하고 소복을 정제하며 제물을 갖추고 축문을 지어 남악
산을 찾아가 지성으로 기도하다.
<4>. 부부가 지극정성으로 발원하여 기도하니, 산중의 백발 신령들이 모두 그 정성에 감응하여
제물을 모두 흠향하다.
<5>. 발원 후 어느 날 한 꿈을 얻은 후 잉태하여 옥동자를 낳다.18)

18) 최삼룡․이월령․이상구 역주, 연강학술도서 한국고전문학전집24 <유충렬전>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pp.15-21. 본고의 텍스트는 완판본을 역주한 이 자료로 하며, 이하에서는 작품명과 페이지만을 밝히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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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三世業報와 지속의 논리
<1>. 기자치성 후 부인의 꿈에 한 선관이 청룡을 타고 내려와, 자신은 청룡을 차지한 선관인데,
익성이 무도하여 상제께 아뢰어, 익성을 치죄하여 다른 방으로 귀양을 보내었는데, 익성
이 이걸로 함심하여 백옥루 잔치시에 익성과 대전하여 상제에게 득죄하였다고 하다.
<2>. 옥황상제가 자신을 인간세상에 내치심에 갈 바를 몰랐는데, 남악산 신령들이 부인 댁으로
지시하여 왔다고 하다.
<3>. 부인이 그 달부터 태기가 있어 십 삭이 찬 연후 옥동자를 탄생하니, 방 안에 향취가 진동하
고 문 밖에 서기가 뻗치며, 한 선녀가 오운 중에 내려와 부인에게 과실을 주면서, 자신은
천상 선녀인데 상제가 분부하여 자미원 대장성이 남경 유심의 집에 환생하였으니 산모를
구완하고 유아를 잘 거두라고 했다 하다.19)

위 예문 [A][가]는 개국공신의 후손인 유심 부부가 일점혈육이 없어 남악형산에 기자치성
을 드려 자식을 얻는 대목을 정리한 것이다. 유심과 그 아내 장씨는 모두 자신들이 죄가 많
아 자식이 없다고 한탄하는 인물들이다. 죄가 많으면 자식을 점지 받을 수 없다는 세계관,
그리고 그러한 인물에게 자식을 점지하지 않는다는 생명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이러한 부정적 상황을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고 발원하는 것을 통
해 극복하고 있다. 남악 형산의 신령들이, 유심 부부의 정성에 감복하여 이들이 바친 제물을
모두 흠향한다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이는 곧 誠感之理라는 이치에 의해 자식 점지라는 복
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문 [나]는 유심 부부의 기자치성에 의해 태어나는 주인공이 전세에 죄를 지어 인간 세
상으로 적강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부모의 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전생에 지은 죄
에 대한 業因業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는 親子感應 遲速의 논리에서 해명되지 않고,
三世業報 지속의 논리 속에서 독해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전세와 이후 서사에서 나타나는
정한담과의 갈등이 온전하게 수용된다.
<유충렬전>의 三世業報 지속의 논리가 <숙향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전세의 직분이 현
세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전생에서 자미원을 지키는 대장으로서
상제 앞에서 다투던 주인공이, 현세에서는 자미원에 대응되는 천자의 안위를 지키고 국가를
수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유충렬의 출생담이 지향하는 바가 단순히 복선화음 그 자
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사 편폭의 확대 속에서 작용될 수 있도록 결구되었음을 의미한
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은 다음 장에서 출생담과 권선징악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9) <유충렬전>,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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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물 출생담과 勸善懲惡 주제의식의 구현 양상
고소설에서 인물 출생담은 福善禍淫과 관계를 맺으면서 勸善懲惡의 주제의식 구현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모든 작품에서 권선징악이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福
善禍淫의 강조가 권선징악의 주제의식을 대체하기도 한다. 주제인 권선징악을 드러내지 않
고, 하나의 理致인 福善禍淫을 통해 권선징악의 주제의식까지 아우르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
는 것이다. 물론 어느 작품이든 부분적으로야 권선징악의 주제의식이 녹아 있지만, 작품 전
체적으로 보면, 복선화음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기본 이치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
한 예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숙향전>을 들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소현성록>이나 <창선감의록>, <장화홍련전>과 같은 가문소설이나 가정소
설에서는 철저하게 福善禍淫과 勸善懲惡이 대등한 자격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아마도 齊家
를 강조하면서 복선화음과 권선징악을 통해 사필귀정이 자연의 섭리라는 세계관을 드러내
기 위한 의도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유충렬전>과 같은 영웅소설에서도 비슷하
게 나타난다. <유충렬전>과 같은 영웅소설의 경우 齊家와 治國의 문제와 함께 가문회복의식
이 함께 작동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차원의 복선화음과 권선징악이 사필귀정의 논리로 귀
결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복선화음과 권선징악, 사필귀정의 이치가 고소설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善
惡을 다스리는 일이 爲政과 治民 등 인간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20) 이는
모두 사람을 살리고, 또 잘 살게 하는 원리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고소설 인물 출생담은 단순한 儀禮나 서두를 장식하는 관습적 장치가 아니다. 출생담은 福
善禍淫과 誠感之理의 이치를 통해 聖俗一如 생명과 질서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
은 인간의 출생과 행복한 삶, 繼後에 관여하게 되고, 주인공은 비범한 능력을 바탕으로 爲政
과 治民을 통해 권선징악을 구현한다. 따라서 고소설 출생담은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세계
관의 초식이면서 초자연적 섭리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앞서 제시한 과정에 번호를
넣어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고소설 출생담 : ①부모의 福善積善 => ②기자치성 => ③感應에 의한 신이한 출생 => ④비
범한 능력 발휘 => ⑤복선화음 - 권선징악

이러한 공식을 본 장 서두에서 설명한 <숙향전>과 <유충렬전>에 대입하여 살펴보면, 지
금까지 설명된 내용들이 보다 분명하게 인지될 것이다. 먼저 <숙향전>에서는 ①,②,③,④번
20) 강재철, 상게서,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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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④번과 관련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없다.
여기서 문제는 ⑤번의 복선화음과 권선징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숙향이 다섯 번의
죽을 액21)을 만나 극복하는 것을 ‘福善禍淫’의 ‘福善’으로 볼 수 있다면, <숙향전>에는 ⑤번
의 ‘복선화음’ 중 ‘福善’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만약 그녀가 악인이거나 악한 행실을 했다
면, 그녀는 초월계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것이며, 동시에 액운을 극복하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승상 댁에서 숙향을 모해하던 사향이 옥제의 진노를 사서 벼락을 맞아
죽는데, 이를 ‘福善禍淫’의 ‘禍淫’이나 ‘勸善懲惡’의 ‘懲惡’으로 본다면 ⑤번의 권선징악도
나타난다고 하겠다.
하지만 <숙향전>에는 숙향 자체가 신이한 출생을 통해 선행을 주도하거나 권선징악을 구
현하지는 않고, 초월계의 의지에 따른 예정된 길을 갈 뿐이라는 점에서 다른 고소설과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인다. 다만 이선의 경우에는 황태후의 약을 구하기 위해 선계로 救藥旅行을
떠나고, 최종적으로 옥지환과 환혼수, 개언초, 계안주 등을 통해 황태후를 살리는 선을 베푼
대가로 초왕에 봉해진다.
이렇게 볼 때, 이선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복선화음’의 ‘福善’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숙
향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 그리고 초왕에 봉해진 이선과 정렬부인에 봉해진 숙향 부부는 후
일 2자 1녀를 두게 되고, 둘째 아들이 오랑캐를 물리쳐 형식적인 권선징악을 구현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반야산에서 숙향 자신을 구해준 도적이 오랑캐로
참전하였다가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숙향이 은혜갚음을 통해 구해주기도 하여 끝까지
‘福善禍淫’의 ‘福善’이 강조된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숙향전>에 나타난 출생담은 권선징악
보다는 福善禍淫 중 ‘福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사람을 살리는 相生의 기제로 작용함
을 알 수 있다.
<숙향전>에 나타난 출생담과 福善禍淫, 勸善懲惡의 관계 양상은 <유충렬전>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제시한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유충렬전>은 ②,③,④,⑤의 내용이 모
두 나타난다. ①번의 부모의 積善福善은 형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 인물출생담의 서
사는 ②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유심 부부는 지극 정성으로 祈子祈禱를 올리고, ③번
과 같이 초월계의 감응을 받는, 誠感之理의 이치를 실현한다. 본인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듯
이, 전생에 죄가 많아 無子한 상황을 誠感之理로 극복하여 비범한 주인공을 낳게 되는 것이
다. 여기서 ②번의 기자치성은 積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③번의 감응에 의한 신이한 출생
을 하는 誠感之理는 그러한 인간에 대한 포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유충렬전>에 나타난 출생담과 福善禍淫, 誠感之理와의 직접적인 관계 양상
이다. ④번의 비범한 능력 발휘와 ⑤번의 복선화음-권선징악은 ①-③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
21) ㉠전란으로 인하여 죽을 액운. ㉡명사계에서의 액운. ㉢표진강에서 죽을 액운. ㉣노전에서 화재를 만나 죽을 액
운. ㉤낙양 옥중에서 죽을 액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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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내용들이다. ①-③의 내용이 담보되지 않으면, ④,⑤의 실현은 실현되기 어렵거나, 전
혀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祈子致誠과 誠感之理에 의해 이루어진 유충렬의 출생담을 ④,⑤와 관련지어 해석해 보면,
이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충렬은 애초에 비범한 인물로 묘사되지만
실질적으로느 별다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후 백룡사 노승에게 수학을 하고, 그로부
터 戰爭神器와 천사마를 받은 후부터 비범한 능력을 발휘한다. 물론 이러한 비범한 능력의
발휘와 초월적 인물로부터의 수학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의 신이한 출생담과 관련을 맺는
다.
이렇게 획득된 유충렬의 비범성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위기에 처
한 국가와 천자를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체된 가족 구성원을 만나 가문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 반드시 거치는 것이 바로 정한담과 최일귀, 옥관도사 등의 악인을
징치하여 권선징악을 이루는 것이다. 실제로 <유충렬전> 하권의 전체는 유충렬이 악인들을
징치하고 어지러워진 질서를 바로잡아 권선징악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것을 중심으로 하
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리와 절개, 충성을 다한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들이 포상을
받고, 악인들은 벌을 받는 것이 사필귀정임을 드러내는 데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
다. 따라서 <유충렬전>은 인물의 출생담이 복선화음과 권선징악 각각에 대등한 비중을 두고
전개된다는 점에서 <숙향전>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복선화음과 권선징악의 주체가 주인공
유충렬이라는 점 또한 특징적이라 하겠다.

5. 결론
이상에서 논의된 잠정적 결론을 소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소설 인물 출생담은 건국영웅이나 설화적 영웅의 출생담에 나타나지 않는 福善禍
淫의 이치나 勸善懲惡의 주제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들과 층차를 가진다.
둘째, 고소설 출생담은 단순히 儀禮的 기능이나 서두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부모와 관련된 福善禍淫과 誠感之理의 이치와 관련되어 勸善懲惡의 주제의식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숙향전>에 나타난 출생담은 勸善懲惡보다는 福善禍淫 중 ‘福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사람을 살리는 相生의 기제로 작용한다.
넷째, <유충렬전>은 인물의 출생담이 복선화음과 권선징악 각각에 대등한 비중을 두고
전개된다는 점에서 <숙향전>과 차이가 있고, 복선화음과 권선징악의 주체가 주인공 유충렬
이라는 점 또한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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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선생의 ｢古小說 人物 出生譚에 나타난 世界觀과 自然의
攝理｣에 대한 토론문
조상우(단국대)

본 발표의 핵심은 고소설 출생담이 단순히 儀禮的 기능이나 서두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
라, 주인공의 부모와 관련된 福善禍淫과 誠感之理의 이치와 관련되어 勸善懲惡의 주제의식
을 구현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처럼 복선화음과 권선징악을 출생담에 맞추는 논의는 발표
자 언급대로 아직까지 활발한 편은 아니어서 이러한 작업은 유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표자의 논의에 다 수긍하면서도 질의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발표문을 읽으며 들었던 의
문 몇 가지만 여쭙고 질의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발표의 제목이 <古小說 人物 出生譚에 나타난 世界觀과 自然의 攝理>입니다. 과
연 제목과 관련하여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서 세계관을 福善禍淫과
권선징악으로 보고 계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4장에 쓰셨듯이 주제의 구현
양상이 제목으로 더 세밀하고 적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선생님은 강재철 선생님의 논의를 인용하시면서 “복선화음과 권선징악, 사필귀정의
이치가 고소설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善惡을 다스리는 일이 爲政과 治民 등 인간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소설 인물 출생담은 단순한 儀禮나 서두를
장식하는 관습적 장치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생담은 福善禍淫과 誠感之理
의 이치를 통해 聖俗一如 생명과 질서를 보여주고 이러한 세계관은 인간의 출생과 행복한
삶, 繼後에 관여하고, 주인공은 비범한 능력으로 권선징악을 구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담은 해당 주인공이 비범한 인물임을 예증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 보니 주인공 부모의 치성으로 인해 만득자로 출생을 하는 예가 많
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소설의 중심은 출생 이후 자라는 과정과 고난 극복과 영달에 초첨
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출생담은 관습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
의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선생님께서는 “고소설 출생담 : ①부모의 福善積善 => ②기자치성 => ③感應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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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한 출생 => ④비범한 능력 발휘 => ⑤복선화음 - 권선징악”의 구도를 말씀하고 계십니
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④와 ⑤까지를 출생담이라고 할 수 있나요. ①, ②, ③까지만 가지
고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넷째, 고소설의 출생담을 보면 하늘에 죄를 짓고 적강을 하거나, 부모의 적선으로 인해서
15세 죽을 운명을 타고 난다는 것<전관산전> 등 연명소설 등 다양한 예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논
의가 조금 나아지기 위해서는 출생담의 예를 영웅소설, 가문소설, 연명소설, 세태소설 등등
다양한 고소설 갈래에서 출생담을 더 수집하여 그 양상과 유형을 제시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의 질문은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생긴 의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우문은 제가 선생
님의 발표문을 잘못 이해해서 나온 것이니 넒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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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민속을 통해 본 어민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죽음관]
서종원(단국대)

1.
2.
3.
4.

들어가며
어촌 지역 생업환경의 전반적인 특징
죽음과 관련된 어로민속
어민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

1. 들어가며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잘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주목해서 볼 내용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비교적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도 인간만이 지닌 특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 역시 여느 동물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
나이가 들어 죽는 경우가 많긴 하나,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한
다. 물론 이러한 양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의도적으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
연유로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통과의례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환경에 주어졌느냐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 있다. 죽음을 다루
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은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혹은 긍정적으로 보느냐로 나눠 이야기
하고 있다. 즉 죽음이라는 현상을 살아 있는 사람들이 흑백 논리로 구분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흑백 논리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아마도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 점을 고민했겠지만, 쉽사리 해결
될 문제가 아님을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금번 연구 역시 기존의 연구들과 크게 차별되는 내용은 없을 것이다. 다만 어촌이
라는 지역적 상황과 이 지역의 생업 환경을 고려하여 어민들이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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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어촌 지역과 다른
지역은 생업 환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인식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그런 점
에서 본 연구는 어촌 지역에서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죽음과 관련된 민속을 토
대로 분석하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민속은 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오구굿수망굿·초분·산다위장례식
이다. 이들 내용을 토대로 어촌 지역에서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려고 한
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생업 환경에 따른 어촌 지역의 전반적인 특징을 농촌과 산촌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이 장에서는 특히 어촌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달리 생업 활동 과
정에서 위험한 요소가 많으며, 죽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피력하였다.

2 어촌 지역 생업환경의 전반적인 특징
특정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문·자연환경 등 지역의 전반적인 내용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필자는 이들 내용 이외에 지역민들의 영위하고 있는 생업 환경을 반드시 주
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생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산 활동이라는 말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런 점에서 인간
이 그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동대상에 투입시킴으로써 유용한 재
화나 용역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어업·수렵·광업·상공업 등이 바로
생업에 해당되며, 이런 생업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흔히 농부·어부·광부 등
으로 부른다.1) 결국 생업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직업 및 생산 활동을
말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생업이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다양한 민속에 영향을 직
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민들은 생업에 맞게 다양한 생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민속이 생겨난다.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계절의 변화를 잘 활용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적
기에 파종하고 적절한 시기에 거둬야 했다. 계절을 놓치면 일 년 동안 헛수고를 하거나 소
기의 수확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계절에 맞추어 관습적으로 농작을 해야 했다. 이러한 필
요성에서 생산양식에 맞는 생활양식인 세시풍속을 이루게 되었다.2)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생업이라도 갖게 된다.3) 어느 누구나 생업활동을 하지 않고
1) 생업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산 활동이란 말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간이 그의 정신적․육체적 노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동 대상에 투입시킴으로써 유용한 재화나 용역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생업은 보다 전문적이
거나 전업적인 면이 강하다 할 수 있다.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세시풍속),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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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생업활동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생업활동을 그만 둘 수는 있다. 하지만 평생
생업활동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생업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명이
다.4)
특정 지역의 민속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의 생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생업에 따라
각 지역의 민속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에서 전승되는 민속은 생업생산 주기와
민속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업 주기는 특정 생업에 맞게 진행하
는 생산 활동의 주기를 말한다. 농업의 경우는 작물의 파종을 준비단계에서부터 수확하고
이를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런 생업 주기는 작물배추·무·고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작물이라 할지라도 지역의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지역의 생업 주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민속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의 대표 명적인 단오는 벼를 파종한 이후에 행하는 것이며, 팔월
한가위는 벼의 수확과 관련 있다. 그리고 칠월의 세시풍속인 ‘호미씻이김매기가 끝날 무렵에 행해
지는 것으로, 이날에는 그동안의 힘든 노고를 달래며, 하루 술과 음식을 마시며 노는 날이다.’는

김매기와 관련이

있다.
생업에 따른 생활환경의 차이는 겨울철의 농촌과 어촌의 모습에서도 엿볼 수 있다. 농촌
은 비교적 한가하지만 사냥꾼이나 명태를 잡는 어부들은 정신없이 바쁜 계절이 바로 겨울이
다. 이렇게 상반되는 생업환경은 결국 세시풍속을 비롯한 민속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생업 환경을 토대로 어촌 지역이 지닌 전반적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특
히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고에
서 다루고자 하는 어촌 지역의 죽음관인식을 살펴보는데도 이 점은 중요하다. 막연하게나마
어촌 지역의 생업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위험한 요소가 많다는 사실을 누구나 아는 사실
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어촌 지역의 죽
음관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논농사와 밭농사을 중시하는 농촌 지역의 일상생활은 재배 작물에 따라 일 년 동안의 생
활 주기가 결정된다. 그리고 생업 시간이 대체로 주간에 많이 이루어진다. 일정한 토지에서
벼와 밭작물, 그리고 과수 등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
겠지만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큰 차이가 없다. 더불어 작업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비
해 위험요소가 적으며, 공동 노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는 무엇보다

3) 임동권, 위의 책, 12쪽.
4) 배영동, ｢축제와 생업｣, 축제의 이론과 현장, 월인, 2001, 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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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가 중요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산을 무대로 생활하는 산촌 주민들은 농촌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들은 작물의
주기 못지않게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약초나 산나물 채취, 양봉업, 고랭지 무
와 배추 등을 재배하는 주민들의 삶이 그러하다. 이들 지역 역시 생업 활동은 대체로 주간
에 이루어지는데, 험준한 산을 무대로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산을 무대로 생활하는 산촌 주
민들의 삶은 농촌에 비해 위험 요소가 많다. 맹수를 만날 수도 있으며, 험난한 산에서 작업
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농촌이나 어촌에 비해 개별적으로 행
하는 작업이 많으며, 겨울철이 길기 때문에 겨우살이의 어려움을 몸소 느끼며 살아가고 있
다. 특히 강원도 산간 지역은 남쪽 지방에 비해 서리가 일찍 내리는 관계로 일찍부터 겨울
을 대비해야 한다.
농촌·산촌 지역과 달리 바다를 무대로 생활하는 어민들은 어획 어종의 주기에 따라 생활
을 한다. 그런데 두 지역과 차별되는 내용이 바로 물때이다. 그래서 어촌 지역의 생업 시간
은 일정하지 않다. 보름을 주기로 물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어촌 지역은 개인이나 마을에 따라 수입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농촌에 비해 수입의
편차가 심하며, 단기간 벌어들인 수입으로 일 년을 버티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기가 많이 잡
히던 서해안 지역에서는 예전에 3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익으로 일 년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여러 지역에서 전해온다. 하지만 이러한 주기는 일정하지 않다. 특히 풍어와 흉어를 예측할
수 없다보니 몇 년 동안 빚을 내어 살지만,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경우에는 한 달 번 수입으로
2~3년을 살 수도 있는 게 생업 환경을 통해 본 어촌 지역의 특징이다.
하지만 어촌 지역은 작업 과정에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바다에서
의 생업 활동 과정에서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다.5) 예나 지금이 이러한 사
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일상생활
농촌

논농사, 밭작물 재배
- 벼(보리)와 밭작물의 수확 주기와 생
업 주기가 밀접하게 관련됨
- 생업 시간이 대체로 주간에 이루어짐

특 징
소득의 큰 차이가 없음(시간과 공간)
작업 시 위험요소가 많지 않음
비교적 다수의 공동 노동이 필요함(두레와 품앗이)
종자가 매우 중요함

5) 김효경은 어촌 지역의 이러한 환경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 바 있다.
바다에 잇대어 살아가야 하는 도서와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바다는 無限한 가치를 지닌 대상인 동시에 無時로
변화하며 삶을 위협하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잦은 풍랑과 해일 등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바
다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만으로도 두렵다. 어둡고 무서우며 규칙적이지 않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의
요소로 가득차 있다. 이러한 바다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위압갑이 크다(김효경, ｢水死 과련 신앙의
례 고찰-충남 해안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24집, 2012, 한국무속학회,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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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

- 약초 및 산나물 채취, 양봉, 고랭지
무 와 배추 재배, 탄광, 화전 등
- 산을 무대로 생활하는 경우 각 계절
에 맞는 다양한 삶이 가능함
- 생업 활동이 비교적 주간에 이루어짐

-

다소 수입의 차가 있음(시간과 공간)
비교적 위험한 편임 - 맹수, 험난한 산
비교적 개인적인 노동이 많음.
겨우살이의 어려움(식량, 땔감 준비 등)
서리가 일찍 찾아옴.

어촌

- 고기잡이, 어패류 채취 등
- 어종에 따른 지속적인 어업 가능
- 생업 활동 시간이 불규칙적임
(물때의 영향)

-

수입의 차이가 많음
늘 위험이 따름.
작업에 따라 노동의 차이가 있음.
도박성이 매우 높음.

벼농사와 논농사 비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바다를 터전으로 생활하는 어민들 대
다수는 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채취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바다에서의 생업활동 과정에서는
목숨을 잃는 사례가 농촌과 산촌 지역에 비해 많이 발생한다. 어류를 잡거나 항해를 하다
풍랑을 만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으며, 해변이나 갯벌 등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목숨
을 잃는 경우6)도 빈번하다. 또한 독이 있는 물고기를 먹거나 뾰족한 침을 가지고 있는 물고
기를 잘못 다뤄만져 목숨을 잃기도 한다.
이밖에 섬에서 사는 주민들은 과거에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줄었지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제 때 영양 섭취를 못해 질병으로 목
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실제로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바다는 바람이 많아서 사
라의 얼굴이 검기 쉽고, 똑 각기다리가 마비되고 부음, 수종물집이 살갗에 생기는 병, 장학풍토병과 같은 학
질의

병이 많다7)”라고 기록돼 있다. 그리고 해방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적이 출현하여 섬에

있는 귀중한 식량을 빼앗거나 아녀자들을 강간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해적
에 반항이라도 하면 가차 없이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어촌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생업 과정에서 위험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민들이 느끼는 죽음은 분명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이 느끼는 죽음은 또 다른 양상을 지녔을 것이 분명하다.

3 죽음과 관련된 어로민속
어촌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민속 가운데 죽음과 관련된 내용들은 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6) 고깃배를 타지 않는 부녀자들과 노인들은 생계를 목저그로 해변이나 갯벌에 나가 바지락은 물론 미역·해삼 등을
채취하다가 물때를 맞추지 못해 갑작스레 밀려오는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경우이다.
7) 이중환저, 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1993, 187-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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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주민들의 죽음 인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표적인 민속인 오구굿넋건지기굿, 초분, 산다
위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오구굿넋건지기굿
어촌은 농촌과 달리 조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조업 과정에
서 배가 전복되는 경우도 있으며, 앞서 소개한 바대로 패류를 채취하다 들어오는 물을 인식
하지 못하여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어로활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경우에는 육지와 달리 시신을 찾는 일이 쉽지 않
다. 다행스럽게 시신을 찾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시신을 찾지 못한 가족들은 평생
동안 죄를 짓고 사는 심정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특히 오랫동안 시신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넋이라도 바다에서 건져 올릴 목적으로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데, 이 굿을 ‘수망굿’ 혹
은 ‘진오귀굿’, 그리고 ‘넋건지기굿’이라 부른다.
어촌 지역에서 오구굿을 행하는 주된 목적은 죽음 영혼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측면이 강
하다. 하지만 바다에서 죽음을 당한 망자의 시신을 찾아 편안하게 저승으로 보내고자 하는
목적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위도 지역에서 행해졌던 오구굿넋건지기굿을 소개하
고자 한다.
위도면 대리에서 배를 운영하던 정◯◯ 씨남, 사망는 2002년도에 조업 과정 중 배에 함께 승선
한 선원이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바다에 빠진 선원은 외지에서 위도로 배를 타러 온
사람인데, 그 일이 있은 후 한 동안 시체를 찾지 못하여 선원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 넋건지기굿
을 하게 되었다. 넋건지기굿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당과 조율하여 좋은 날을 택한다. 그리고
정씨의 부인은 제물을 비롯해 굿에 사용할 도구 등을 준비해 놓는다. 굿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
한 제물은 돼지머리·메와 탕·과일·나물·사탕·소주·말린 생선[조기, 우럭] 등이다. 특히 바다에 빠진
영혼을 불러오기 위해 수탉이 필요하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제물을 해안에 차려놓고 무녀를
중심으로 굿을 진행한다. 무녀가 굿을 진행하면 선주는 무녀의 옆에 앉아 있고, 선주의 부인은
빗자루와 플라스틱 조리를 달아놓은 천을 바다에 던져놓고 천의 끝자락을 잡는다. 한참 동안
천을 잡고 있는데, 어느 순간 천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면 그 천을 천천히 잡아당긴다. 그렇게
하면 비로소 바다에 빠져 죽은 망자의 넋을 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점에서 보면 넋건지기
굿은 죽은 영혼은 시신은 찾지 못했으나 이 굿을 통해 망자의 영혼이 구천을 맴돌지 않고 무사
히 저승으로 갈 수 있기를 기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어로신앙으로 볼 수 있다.8)

8) 필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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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분
도서 지역을 대표하는 장례 문화의 하나가 바로 초분草墳이다. 초분이란 시신을 바로 땅에
묻지 않고 돌이나 통나무 위에 관을 얹어놓은 다음 탈육脫肉이 될 때까지 이엉 등으로 덮은
무덤에서 1-3년 정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초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화기
알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해안 지역에서 초분이 행해졌다는 흔적이 나타난다.
도서 지역에서는 초분을 초빈, 또는 초장이라고 부른다. 일부 지역에서는 풍장이라 부르기
도 한다.
초분과 관련된 초분장草墳葬은 임종에서 입관이나 출상까지의 상례식의 절차는 토장土葬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시체나 관을 일정 기간 지상에 놓아두었다가 육탈이
된 연유에 매장하는 게 상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 지방에서는 육탈된 유골이나 흩
어진 뼈를 모은 다음 일정 기간 동안 초분장을 하기도 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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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서해안과 남해안 여러 도서 및 해안 지역에서 초분을 하
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고, 위생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초분을 하는 풍습이 점차 사라졌다. 오늘날도 일부 도서 지역에서 초분을 행하고 있긴 하나,
이들 역시 암암리에 초분을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고군산도에 속한 오식도에서도 초분이 행해졌다고 한
다. 이 섬에 살고 있는 김영춘 씨는 조모와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초분을 만들어 장례식을
치렀다. 김영춘 씨 초분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식도 공도묘지 외각 5-6m되는 곳 솔밭 사이에 초분이 있다. 외형은 짚으로 이엉을 엮어서
지붕을 이듯이 덮고 위에다가 용마람을 엊은 다음 새끼줄로 망을 뜨뜻 세로와 가로로 얽어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 우로雨露를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높이는 약 80cm, 길이가 232cm,
폭이 90cm 정도인데, 2개의 크기나 외형은 동일하며 둘 사이의 거리는 대략 3m 정도의 간격이
다. 오식도에서는 지면이 높은 곳을 골라 물이 고이지 앟고 흘러버리기 좋은 곳에다가 화강암
원석 다섯 개를 디딤돌처럼 놓고서 돌 위에 竹官을 올려 놓은 다음 흰 광목천으로 덮고서 다시
비닐로 친 다음 마지막으로 이엉을 덮어서 끝마무리를 한다. 그리고 나서 한 해에 한번씩 날을
받아 이엉을 다시 덮어 개초를 한다. 초분이라 하여서 영결식 등 장례식을 치루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반 장례법과 똑 같은 절차를 밟는다. 또 추석 때나 한식, 단오 등 명일날이 되면
음식을 장만하여 차려놓고 간단한 제를 올린다. 다만 이웃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아침 일찍
또는 저년 늦은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다를 뿐 추석성묘 등을 결하지 않는다.10)

위에서 소개한 오식도 김영춘 씨의 사례가 일반적인 사례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
한 사실은 이러한 풍습이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지역에서 행해졌다는 것이다. 전라북
도에서는 1970년대까지 고창을 비롯해 부안과 옥구군 여러 지역에서 초분이 행해졌다.
어촌 지역 주민들의 죽음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초분 풍습이 어떤 연유로 행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순호는 전라북도 사례를 토대로 각 지역에서 초분이 행해지는 연유
를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11)
고창군

-

부모의 육신을 땅에 묻을 수 없어서
과거 호열자로 죽었을 때
명당을 잡으려고
육탈된 뒤에 선산에 묻으려고

부안군
-

명당을 잡으려고
육탈 후 선산에 묻으려고
개간사업 때문에
가정의 우환으로 파묘
자치라는 벌레가 뼈를 갈가 먹을
우려 때문에
- 조상의 초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옥구군
-

정월에 죽었기 때문에
출어시기에 땅을 파면 해가 되므로
명당을 잡으려고
망인의 유언 때문에
육탈 후 고향의 선산에 묻으려고

9) 박순호, ｢전북지방의 초분에 대하여｣, 한국민속학10, 한국민속학회, 1977, 163쪽.
10) 이규창, ｢오식도의 민속｣, 한국민속학보3, 한국민속학회, 1994, 375-3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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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통해 초분을 행하는 이유는 지역에 따라 유사한 것도 있지만 전혀 다른 내용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당을 잡으려고’, ‘육탈 후 선산에 묻으려고’ 초분을 했다는 점이 공통
적인 이유이며, ‘개간산업 때문에부안군’, ‘정월에 죽었기 때문에옥구군’, ‘부모의 육신을 땅에
묻을 수 없어서고창군’ 등이 개별 지역에서보이는 특별한 이유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례와 달리 앞서 살펴본 오식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전해온다. 이 지역
에서는 전해오는 초빈의 유래는 아래와 같다.
원래 해안이나 도서 지방에 사는 어민들은 옛날에 범선으로 고기잡이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익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죽은 주검을 객사하였다고 하는데 객사한 유해는 집에
들어올 수 없는 금속이 있었다. 그래서 유해를 집으로 들여오지 않고 솔밭 같은 데다가 시체를
놓고서 이엉으로 덮어 놓고는 이런 저런 이유로 매장을 못하게 된 것이 초빈의 유래라 한다.12)

또한 오식도에서는 표류하는 시체가 있으면 건져 올려 초빈 상태로 놓아두었다가 연고자
가 나타나면 건네주었는데 찾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곧 초빈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
이 죽어서 장례를 치룰 경우 마포나 관 등 장례 비품을 육지에 나가 사와야 하는데, 풍선으
로 내왕하던 시절이라 해상교통이 불편하여 태풍이라도 인다면 열흘도 기다리고 20일도 기
다려야 한다. 세대주를 잃고 남은 가족이라곤 애들과 능력 없는 부인뿐인 처지로 경제력이
없는 상황에다 풍수 사상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우선 초분을 해놓고 뒷날을 기
약하여 초분이 생겨났다는 설도 전한다.13)

3) 장례식에서 벌어지는 산다위
‘산다위’라는 용어가 지닌 의미는 몇 가지로 나눠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랑을 주고받
을 목적으로 벌이는 놀이판, 이별을 아쉬워하며 이루어지는 송별 목적의 놀이판, 장례식 이
후 상례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벌이는 놀이판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산다위는 바로 장례식에 치러지는 산다위를 말하는데, 지금까지 알려
11) 박순호, 앞의 논문, 165쪽초분장을 하는 경우
12) 이규창, 앞의 논문, 377쪽.
13) 이규창, 위의 논문, 377-378쪽 정리.
이와는 달리 전라북도 위도 지역에서는 자치라는 벌레 때문에 초분을 했다고 한다. 자치는 새카맣고 작은 벌레
인데 시체가 썩으면서 생겨 살과 뼈를 파먹고 종래에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아주 무서운 벌레라고 한다. 뿐
만 아니라 목관을 쓸 경우 금방 썩어 내려 안장 시신이 아주 지저분해지는데 그 역시 후손에게 좋지 않기 때문
에 박장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목관을 쓰지 않고 석관을 썼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이가 아플 때 초분 짚의
새꽤끼를 뽑아 아픈 곳을 지르면 낫는다고 한다(인병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짚풀문화, 현암사, 1995.
347쪽, 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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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바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여러 도서 지역과 제주도에 속한 추자도에서 장례식을 치루는
과정에서 산다위가 행해졌다고 한다. 이들 지역 중 추자도의 산다위는 비교적 자세히 소개
되어 있다. 자료에 따르면 추자도에서는 장지에 망자를 묻고 봉분을 마치면 진행되는데 특
이한 사항은 이 놀이판이 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추자도에서 행해졌던 산다
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지에서의 행사가 마무리가 되어 남자 운상계원들과 상주들이 마을로 내려올 무렵, 장지에
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갑작스레 비명소리가 들린다. 네 사람의 여인에 의해서 공중에
들려진 남자로부터 비명소리가 이어진다. 나머지 여자계원들 모두가 그 남자에게 모여들어서
무차별로 남자의 몸을 만진다. 어떤 부인들은 남자의 성기도 만진다. 남자는 숨넘어가는 비명
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한다. 여자들은 깔깔거리기도 하고 히히덕거리기도 하고 성기를
만지던 연자는 “이 물건은 내꺼야!”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한다. 남자의 괴성은 그칠 줄을 모른
다. 수 십 명의 여자들이 장례식에 참석한 남자를 윤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윤간이란
것은 남녀의 성기가 접촉하지 않는 상징적인 윤간이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하지만 여자들의 행동
은 실질적인 윤간의 효과도 충분하게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남자는 죽은
박씨의 조차사위로서 상포계원들의 산다위 행사에 제물로 선태된 것이다. 이 행사도중에 나누
는 여자들의 말과 행동이 모두 남녀의 성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제물이 된 남자의
부인은 멀찌감치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14).

추자도에서는 제물이 될 남자는 반드시 상가의 친척 중에서 선택한다. 이 행사가 일어날
때까지 상포계의 주동자 이외에는 아무도 누가 제물이 될지 모른다. 계장의 신호에 의해서
대상이 지목되면 행동대원으로 약속된 부인 넷이서 지목된 남자를 붙잡는다. 제물로 공중에
뜬 남자에게 계장이 흥정을 건다. 풀어주면 얼마나 낼 것이냐 하는 흥정이다. 윤관이라는 의
례적 고문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보석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계장의 요구가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흥정이 끝나면 남자는 땅에 내려지게 되는데 이와 동시에 남자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계장에게 건넨다. 이 모든 시간은 산신제와 평토제가 울려지는 약 30분간 거의
동시에 행사된다. “유세차--”하는 행제 과정의 주례 목소리와 상주들이 곡소리 그리고 파도
소리는 산다위의 제물인 남자가 지르는 괴성과 여자들의 성적으로 활기 넘치는 장난소리에
잠겨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15)

14) 전경수, ｢死者를 위한 의레적 輪姦:추자도의 산다위｣, 한국문화인류학24, 한국문화인류학회, 312쪽.
15) 전경수, ｢死者를 위한 의레적 輪姦:추자도의 산다위｣, 한국문화인류학24, 한국문화인류학회, 312-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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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민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
유럽 사람들이 대처하는 죽음에 대한 태도와 의식은 한국 사람들의 그것 또는 인도 사람
들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식으로 나타난다. 서양 사람들은 죽음학을 통해서 죽음이란
것의 생물학적인 현상과 처리에 대해서 추상적인 논의를 자주 한다. 특히 그들은 개인의 죽
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금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개인이 자신의 죽음을 위
해서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 치장하고 자신이 들어갈 관을 스스로 고루는 행위를 한다.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태도는 문화를 격하여따라 엄청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16)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는 부정할 수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
나 누구나 죽을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죽음 자체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죽음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민족이나 사회에 따라 반드
시 일치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어떤 민족은 죽음에 대하여 극히 부정적인가 하면 어떤 민족
은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하나의 인생지표로 삼기도 한다.17)
하지만 필자가 어민들의 죽음관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히 최길성이 언급하듯
죽음에 대한 부정과 긍정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민속을 통해 어민들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앞서 소개한 세 가지의 민속은 어촌 지역에서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
는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사례가 어촌 지역에서 죽음을 어떻게 생
각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어촌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사례를 통해 다른 지역과 다른 이 지역민들이 어떻게 죽음을 인식하는지를 보
여줄 수 있을 거라 사료된다.
먼저 고민할 부분은 어촌 지역, 특히 도서 지역에서의 죽음은 죽음을 당한 집이나 상주들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워낙 생업활동 과정에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어촌 지
역에서 이웃의 죽음은 마을 단위에서 볼 때 공동체가 해체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내륙 지역에 비해 인구가 많지 않고, 그들의 생활 터전인 바다에서 가족 혹은 마을 구성원
이 죽음을 당했다는 점은 어촌 공동체의 해체와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을 단
위로 진행되는 공동 어업 과정에서 가족 혹은 구성원의 죽음은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하나의
고비가 아닐 수 없다. 늘 함께 생활하던 구성원이나 가족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을 경우,
남아 있는 구성원들은 다시 바다에 나가 조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충청남
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서는 마을에 수사자가 생기면 다른 집에서 그를 위해 제물 등을 차

16) 전경수, ｢死者를 위한 의레적 輪姦:추자도의 산다위｣, 한국문화인류학24, 한국문화인류학회, 303쪽.
17) 최길성, 한국 무속의 이해, 예전사, 1994, 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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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고사를 지낸다. 수사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언제든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므로 수사자를 연민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18)
앞서 살펴본 추자도 지역의 산다위에서도 이러한 흔적을 쉽게 엿볼 수 있다. 전경수는 지
역에서 누군가가 죽으면 공동체 성원의 상실을 보상해야할 부분이 미해결의 상태로 남게 되
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이 미해결로 남겨질 수 있는 공동체 입장의 죽음이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만약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
로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하였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 매듭을 풀고 다음의 단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장례식에 보이는 산다위
라고 그는 언급하고 있다.19)
이러한 맥락에서 도서 지역과 어촌 지역에서 초분을 행하는 이유 역시 다른 관점에서 고
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신을 곧바로 땅에 묻지 않은 채 육탈이 될 때까지 지상에서 모셨
던 것은 死者가 지상에서 오래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의 표시로 보아도 무리
가 없을 것이다20). 구성원이 많지 않은 어촌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항해기술, 어업 기술 등 각종 노하
우을

지닌 조상을 오랫동안 함께 하고자 초분에서 그의 육체를 보관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

음으로 고민할 부분은 어촌 지역민들이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
과 달리 바다를 무대로 한 생업 활동 과정에서 죽음을 당할 확률이 높은 현실에서 죽음을
두려운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내용 역시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그들의 내면을 좀 더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촌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은 조업 과정에는 늘 위험 요소가 동반한다는 사실을 몸소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다. 우선 고려 때 있었던 기록을 살펴보자.
섣달 그믐날 섬[위도면 왕등도]으로 들어갈 제, 보안현에 사는 여러 벗이 잔치를 베풀어주어
너무 취하여 배에 오르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재밤 중에 뱃길로 갔을 대 ‘파선이 된다. 파선
이 된다’고 떠드는 뱃사람들의 말소리가 어렴풋이 들여왔다. 내 놀라 일어나서 술을 받쳐 놓고
하루에 무사하기를 빌고 곧 소기를 내어 울었더니 오래지 않아 풍랑이 멎고 바람이 고요하였
다.(東國李相國集17권 古律詩)21)
18) 김효경, 앞의 논문, 133-134쪽.
19) 전경수, 앞의 논문, 315-316쪽.
20)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시체를 완전히 처치하기까지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 죽음을 확인하는 의례를 행한다. 그리
고 죽음의 확인은 그 이면에 두가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는 적극적 긍정적 의미요, 다른 하나는 소극적 부정적
의미이다. 전자에서는 사자의 繼生 부활을 바라며 사자가 생자의 세계와 관계를 가지고 오래 머물러 있기를 바
라는 관념을 볼 수 있고, 후자에서는 사자의 死沒 不歸를 바라며 사자를 생자의 세계에서 차단하고자 하는 관념
을 볼 수 있다(한상복·전경수, ｢이중장제와 그 인간의 정신성｣, 한국문화인류학 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82쪽).
21) 十二月二十六日。將入猬島泛舟 是日將入島。以保安諸公大設祖筵。予醉倒。不覺乘舟。半夜至中流。睡中微聞舟
人喧言。舟將覆舟將覆。卽驚起。酌酒祈天。因大哭一聲。未幾。浪息風回。風又極順。俄頃至甲君臺。距島無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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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금을 막론하고 바다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어민들은 다
른 지역과 다르게 자연 현상에 민감하다. 기상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바다는 그들의
생활 터전이기 하나, 종종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온다. 이런 점에서 오랫동안 바다에서 생활
해온 어민들조차 바다운 무서운 존재이며, 또한 제어할 수 없는 대상이다. 과학이 발달한 오
늘날에도 태풍으로 바닷물이 마을을 덮치고, 조업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전복되는 경
우가 비일비재하다.22)
이런 점에서 보면 어민들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죽음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신속하게 벗어나고 싶어 했을 것이다. 특히 슬픈
현실을 추자도의 산다위처럼 웃음이라는 코드로 타계하고자 노력했을 수도 있다. 아마도 진
도씻김굿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민속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어민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죽은 시신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각 지역에서 시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는 좀 더 논의되어야 하겠
지만 여기에서는 어촌 지역에서 죽은 시신, 특히 바다에서 죽은 시신을 각별히 생각하는 모
습을 토대로 어민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엿보고자 한다.
어민들이 죽은 시신을 각별히 신경을 쓴다는 것은 무엇보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어 시신
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조업이나 항해 도중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거나 인근 해변
에서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시에는 시신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여
느 지역보다 더 어촌 지역에서는 시신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한다. 오랜 기간 목숨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별도로 넋건지기굿오구굿,

수망굿을

하기도 한다.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나무로 시신을 만들어 장례식을 치루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어촌 지역에서 넋건지기굿이나 나무로 시신을 만들어 장례식을 치루는 사례는 결국 바다
에서 목숨을 잃을 경우에는 시신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생각된
다. 시신을 찾아 장례식을 통해 망자의 넋을 달래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시신을 발
견하지 못해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못할 경우에는 살아 있는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커다란 짐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망자의 시신은 내륙에서의
죽은 시신과 달리 물고기 등으로 인해 해손이 심하다 보니, 혹여 시신을 발견하더라도 형태
里。自此篙工等目予曰.(幷序)
22) 이러한 환경에서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남자들이기 때문에 어촌 지역에는 과부가 많다. 실제
로 오늘날 도서 지역이나 어촌지역을 가게 되면 아버지 제삿날이 한 날인 경우도 흔하다. 예전에는 마을 주민들
끼리 선단을 꾸려 먼 바다로 어류를 잡으러 다니다 배가 전복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그래
서 경남 진주시에 속한 연도에서는 여자들이 신랑감 후보로 힘센 남자를 기피하였다. 힘이 센 남자는 바다에 나
가 생업 활동을 주로 하였는데, 그러다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생각 이상으로 흔히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이 마을에서는 여자들이 상여꾼이 되어 초상이 나면 꽃상여에 망자를 태우고 장지까지 모시고 간다(염기용, ｢외
딴섬을 지키는 여자 상여꾼｣, 진해문화5집, 진해문화원, 2007,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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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바다에서 시신을 건져내는 일에 전념을
다 한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신을 바다에서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망자의 가족
들은 죽을 때까지 죄책감으로 남게 된다. 그런 마음을 서로가 잘 아는 탓으로 어촌 지역에
서는 조업 과정이나 항해 과정에서 자기와 관련 시신을 발견하면 배를 멈추고 시신을 건져
배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귀항한 후에 시신을 땅에 묻어준다. 비록 그 시신이 누구고 시신과
관련된 가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바다
에서 목숨을 잃어 시신을 찾지 못하는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어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지금까지 어민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어민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
저변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어촌 전체의 문제라는 생각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발표자는 앞서 몇 가지 사례에서 간략하게 언급
하였지만 무엇보다 어촌 지역이 처한 환경적 특징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금번 연구를 통해 바다를 무대로 생활하는 어민들에게 있어 죽음은 누구에게
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며, 죽음 자체 역시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구성원
모두가 함께 헤쳐 나아가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접
근만으로 어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죽음관을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촌
지역의 생업환경과 몇 가지 어로민속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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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원선생의 ｢어로민속을 통해 본 어민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죽음관]｣에 대한 토론문
정연학(국립민속박물관)

이 글의 목적은 어민들의 죽음 인식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서종원 선생은
어민들의 죽음 인식은 농업, 광업 등 다른 생업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하고, 그
분석의 대상으로 오구굿수망굿, 초분, 산다위장례식 등을 삼고 있다. 토론자로서 몇 가지 질의
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서 선생은 농촌과 어촌의 죽음의 경우 죽음 인식이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 있다. 그
러나 죽음에 대한 인식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다만 생업 현장에서 시신을 찾지 못하거
나 시신을 건졌을 때 행해지는 의식은 어촌만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
민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생업현장과 관련지어 논하는 것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2. 초분은 어촌지역만이 행한 장례풍속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풍속이다. 그러나 현재 초
분이 남아 있는 곳이 전남 도서지역을 뿐이며, 농민들도 초분을 행한다. 따라서 어민들의 죽
음 인식 분석을 위해 초분을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논문 제목에 어민
이 아닌 어촌지역으로서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은 어떠한지 서 선생의 견해를 듣고 싶다.
3. 굿이나 장례식 등의 사례를 통해 어민들의 죽음 인식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민들
자체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오구굿의 경우 주관자도 무당이
고, 어민이 아닌 일반인이 물에 빠졌을 때도 행해진다. 산다위나 씻김굿도 현재 어촌지역에
서 행해지고 있지만 어민들만의 장례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4.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어업 조업 중 사망하거나 시신을 건져 올렸을 때 행해지는
지역별 다양한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장례의식에 등장하는 어민 관련 상징물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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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혼穀魂’ 신화와 ‘엽두獵頭’ 의례를 통해 본 생명관
- 와족을 중심으로 김선자(연세대)

1.
2.
3.
4.
5.
6.

들어가는 말
자연이 독립된 주체라는 시각
‘곡혼가’에 나타난 생명관 – 자연에게 ‘감사’하는 마음
‘금기’를 통한 자연과의 균형
생명으로 더 큰 생명 불러오기- ‘엽두獵頭’ 의례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중국 윈난성雲南省의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와족佤族과 징포족景頗族, 하니족哈尼族과 다이족傣
族

등에게 전승되는 노래가 있다. 곡식의 영혼을 위해 불러주는 노래인데, 그것을 ‘곡혼가穀

魂歌’라고

한다. 이 노래는 봄이 되어 모내기를 할 때,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할 때 주로 부른

다. 곡식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명에 대한 인식은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그들이 살고 있는 척박
한 자연환경과도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본 발표문에서는 윈난성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민족
들, 특히 와족과 하니족, 다이족의 ‘곡혼’에 대한 신화와 의례를 소개하고, 그것이 그들의 생
명에 대한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더불어 곡신穀神
에게 바쳐지는 특이한 의례인 와족의 ‘엽두獵頭’ 의례와 그 의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
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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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이 독립된 주체라는 시각
이들 민족은 공통적으로 자연을 독립된 주체로 파악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 자연계의 모
든 것이 인간과 동등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 곡식의 영혼을 위해 불러주
는 노래이며, 또한 곡신의 여신들에 관한 신화들이다.

(1) 하니족의 곡혼 신화와 의례
윈난성 남부 아이라오산哀牢山 일대 위안양元陽 지역의 산지에 거대한 다랑논을 개간하고
살아가는 하니족에게 있어서 벼는 가장 중요한 곡식이다. 해발 2천 여 미터 높이에 자리한
마을에는 새벽마다 영혼을 흡수해버릴 듯1)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낀다. 그 짙은 안개 덕분
에 마을 뒤의 산꼭대기 숲에 있는 나무들은 물을 머금게 되고,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을의 수로로 흐르게 하여 다랑논에 벼농사를 짓는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벼는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한다. 하니족은 벼를 ‘곡식 아가씨莊家娘’라고 부른다. 곡식의 신을 여신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모를 심는 법을 가르쳐 준 신도 천신의 딸이라고 생각한다.2) 하니족 사
람들은 봄이 되어 농사를 지을 때가 되면 이렇게 노래한다.
“황금 벼 아가씨, 창고에서 한 겨울 잘 주무셨지요.
하니족의 여주인이 와서 당신의 좋은 꿈을 깨우네요.
일어나세요, 하니족 황금벼 아가씨!
따뜻한 창고에서 계속 주무시지 말고요.
하니족의 드넓은 논에 어서 가셔서,
남자 수염처럼 튼튼한 뿌리를 내리셔야지요.
봄날의 물기를 빨아들여,
얼른 싹을 틔우셔야지요”
“일곱 개의 혀를 가진 베이마(발표자 주-하니족의 사제)를 모셔다가

1) 모를 심을 때면 남자들이 새벽에 나가 논을 가는데, 안개가 그들을 영혼을 끌고 가버릴 지 모른다고 하여 그 영혼
을 잡아두기 위해서 여성들이 모를 심으며 큰 소리로 노래하고 화려한 빛깔의 옷을 입는다고 한다.(史軍超, 金穀
魂-雲南稻作文化之自然觀, 166쪽, 雲南美術出版社, 2008)
2) 스췬차오史軍超가 소개한 하니족의 노래 ｢춰주어두마줘嵯祝俄都瑪佐｣‘하늘을 가리는 여신 나무’라는 뜻에 나오는 내용이다.
천신의 딸이 하니족에게 모를 심는 법을 가르쳐주었으나 게으른 사람들이 벼의 종자를 한 군데 묻어놓고 곡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분노한 여신이 모를 모조리 뽑아서 팽개치니 그때서야 사람들이 모를 하나하나 눌러 심어 비
로소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史軍超, 앞의 책,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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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세상의 곡식 아가씨 찾아오게 하네.
천신天神 더가를 보내어
인간세상의 곡식 신을 찾게 하네.
지신地神 러더를 보내어
인간세상 곡식 신을 찾아보게 하네.
해의 신 웨뤄를 보내어
인간세상 곡식 신 찾게 하네.
달의 신 웨바이 보내어
인간세상 곡식 신 찾아보게 하네.”
“벼의 영혼이여, 가세요!
뻐꾸기 아가씨가 돌아온 것을 보니 어느새 봄이 왔어요.
논으로 돌아가셔야만 할 때에요.
벼가 잘 자라도록 돌봐주셔야 해요,
벌레 먹지 않도록, 쥐가 와서 쏠아먹지 않도록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벼가 고량처럼 크게 자라기를,
벼이삭이 말꼬리처럼 튼튼하게 많이 달리기를,
거둬들인 낱알이 달걀처럼 커다랗기를,
해마다 풍년들어 먹고도 남음이 있기를.”3)

이것은 볍씨를 뿌리기 전에 하는 노래이고, 추수를 할 무렵이 되면 논에서 가장 낱알이
많이 달린 벼를 뿌리까지 뽑아내어 이렇게 노래한다.
“곡식의 신이시여, 조상님들이 당신을 멀리서부터 업고 왔지요.
대대로 저희들을 먹여 살리셨으니,
이제 저희도 당신을 업고 갈 거에요.
봄에 당신을 논으로 모셔왔으니,
이제 가을 되어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가야지요.
모셔다가 부뚜막 근처로 갈 터이니,
그곳에 머무시다가 내년에 다시 나오게 해드릴게요.”4)
3) 王亞君, ｢哈尼族“穀魂”信仰探微｣, 農業考古 2013年 1期, 303쪽.

앞의 노래 두 개는 哈尼族古歌에 나오는 것인데 王亞君의 논문

에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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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하니족 전통 주택에 가보면 2층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 옆에 커다란 곡식 저장 창
고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뒤주 같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규모가 크다. 그 안에 누런 벼
낱알이 가득 차있다. 그곳은 그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니족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장소이다. 곡식은 그들의 생명이기에 곡식의 영혼을 논에서부터 모셔오
는 날에는 많은 금기들이 있다. 음력 8월, 곡혼에게 제사지내는 날이 되면 제물을 챙겨 바구
니에 담은 뒤 논으로 갖고 간다. 가는 도중에는 절대 두리번거려서도 안 되고 남들과 말을
해서도 안 된다.5) 논에 도착하면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올해 풍년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곡혼께서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오늘은 상서로운 날,
일 년 내내 고생하신 곡혼께
함께 집에 돌아가시자고 청합니다.
곡혼께서 우리 집에 소와 말에 가득 실을 수 있는 곡식을 보내주시길.
이제 논의 신과 함께 저희들이 정성껏 드리는 제물 드시길,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곡혼님, 돌아오세요,
함께 집으로 가요”6)

그런 뒤에 논에서 가장 잘 자란 볏단을 택해 하얀 줄로 묶어 곡혼을 붙잡아 두었음을 표
시한다. 그리고 낱알이 가장 많이 달린 벼를 서너 줄기 택해 댕기 땋듯이 땋아 모시고 집으
로 돌아온다. 역시 돌아오는 길에도 사람들과 말을 하거나 돌아보면 안 된다. 곡혼을 놀라게
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뒤에 향을 피운 뒤 경건하게
창고를 연다. 그리고 “곡혼께서 돌아오셨어요!”라고 말하며 작년에 넣어놓은 낱알 달린 볏
단을 꺼내고 새 것을 넣어둔다. 그렇게 옛 곡식과 새 곡식이 만나면서 하니족의 가정에는
곡식이 대대손손 풍성하게 이어진다고 믿는 것이다.

4) 王亞君, 앞의 논문, 303쪽. 이 노래는 雲南省 新平縣 哈尼族 卡多人에게 전승되는 ‘벼의 영혼 보내기送稻魂’ 의례에
서 불리는 노래이다.
5) 이런 습속 역시 곡혼 의례를 행하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지눠족基諾族 사람들은 그 이유를
‘곡혼이 낯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史軍超, 앞의 책, 211쪽)
6) 陸建輝, ｢哈尼族背穀魂習俗｣, 今日民族 2011年 第3期,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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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이족의 곡식 여신에 관한 신화
한편 시쐉반나西雙版納 일대에 살면서 벼농사를 주로 짓는 다이족 역시 곡식의 신을 여신
이라고 믿는다. ‘야헝하오雅哼毫’‘곡혼

할머니[穀魂奶奶]’라는 뜻라고

불리는 그 여신7)은 자애로운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인 여신이다. 어느 날 석가모니가 설법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
두 무릎을 꿇고 앉아 경청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독 몸집이 거대한 할머니 하나가 무릎
을 꿇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앞을 가로 막는 것이었다. 석가모니 제자들이 할
머니에게 무릎을 꿇으라 하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석가보다 더 나이도 많고 석가보다
능력도 더 뛰어나다. 또한 힘도 더 세다. 그런데 날더러 꿇어앉으라고? 말도 안 된다!” 이 말
을 듣자 석가의 제자들이 할머니를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그러자 화가 잔뜩 난 할머니는 논
밭과 창고에 있던 모든 곡식들을 가지고 하늘로 가버렸다. 석가도, 석가의 제자들도, 인간들
도 모조리 굶어죽을 지경이 되니 사람들이 모두 석가를 원망하면서 당장 하늘로 가서 곡신
을 다시 돌아오게 하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석가는 하늘로 가서 곡식의 여신을 모셔오는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곡혼 할머니에게 제사를 올렸
다.8)
이 신화에 등장하는 신 ‘야헝하오’는 태초의 강인한 거인 여신의 이미지를 그대로 간직하
고 있다.9) 그러나 윈난성 징구景谷 다이족이족자치현傣族彝族自治縣에 전승되는 판본에 의하면
‘거인’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다. 이야기는 대략 비슷하지만 내용이 조금 더 다듬어진 형
태이다. 어느 날 부처가 설법을 하니 신과 용, 사람들이 모두 꿇어앉아 합장을 하며 귀를 기
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유독 푸른 옷을 입은 노부인 하나만 서있는 것이었다. 부처가 왜 서
있느냐고 물으니 자신은 멍바라나시勐巴拉那西의 곡혼인데 자신이 꿇어앉으면 곡식들을 거둘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부처가 분노하여 곡혼을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으로 보내버렸
7) 윈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곡식의 생장 과정을 인간의 탄생, 성장 과정과 같다고 여겨 곡식의 신을 ‘곡식 어머니穀
娘’, ‘곡식 엄마穀子媽媽’, ‘,곡혼 할머니穀魂奶奶’ 등 여성의 신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올해 거둔 벼를
내년에 거둘 벼의 ‘엄마’라고 생각한다.(管彦波, ｢穀魂信仰:稻作民最普遍的信仰形式｣, 貴州民族硏究 第25卷 總
第103期, 2005年 第3期, 98쪽)
8) 史軍超, 金穀魂-雲南稻作文化之自然崇拜, 99쪽, 雲南美術出版社, 2008. 봄에 파종을 할 때의 노래는 다음과 같다.
“곡혼님, 곡혼님! 당신은 우리의 기둥, 당신은 우리의 생명!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관심을 부탁드려요. 곡식 잘 자
라게 해주시고,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 곡식이 생기면 당신께 훌륭한 제물을 바치겠어요. 당신께 아름다운 노래를
바치겠어요.” 가을에는 이런 노래를 부른다. “겨울날 해가 붉고, 하늘은 더욱 맑군요. 별도 뜨고 달도 뜨네요. 곡혼
님, 당신은 왕이에요! 곡혼님, 당신은 주인님이에요! 찬란한 누런 곡식이 창고에 가득 찼네요. 수많은 곡식들이 쌓
였어요. 곡혼님, 얼른 집으로 돌아가요! 곡혼님, 얼른 창고로 돌아가요! 곡식 한 알이 천금보다 소중해요! 곡식 한
알이 돈보다 소중해요! 생명이 당신께 기대고 있어요, 인간이 당신께 기대고 있어요!”(앞의 책, 100쪽)
9) 곡혼이 거인의 이미지로 등장하는 다이족 신화가 또 있다. 더훙德宏 다이족징포족자치주傣族景頗族自治州에 전승되는
것으로, 곡신 부천타布岑塔가 ‘아주 크고 튼튼하며 검은 신’으로 등장한다.(雲南民族口傳非物質文化遺産總目提要
神話傳說卷(上卷), 368~3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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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때부터 백성들은 곡식을 거둘 수가 없게 되었다. 제물로 바칠 곡식이 없어지니 아무도
부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신과 용, 사람들이 모두 부처에게 곡혼을 데려와 달라고 부
탁했다. 곡혼은 농사가 바쁜 계절에는 사람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부처를 참배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돌아왔다. 그러나 곡혼은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부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서있었다고 한다.10)

(3) 와족의 곡혼 신화와 의례
와족 사람들은 벼가 익을 때가 되면 곡혼에게 제사를 올린다. 그 의례는 대부분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집에서 열리며 모바발표자

주-와족의 사제를

모셔다가 제사를 올린다. 그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새 옷을 입고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곡혼을 기쁘게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떠들썩해야 곡혼이 더 잘 돌아온다고 믿는다. 의례는 주로 집의 화덕 근처에서 이루
어지며 닭이나 돼지를 제물로 바친다. 모바가 부르는 노래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곡혼이시여, 돌아오세요!
강의 저편에서 오세요, 산의 저편에서 오세요.
비가 오는 날이면 당신에게 다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햇살 뜨거운 날이면 당신에게 새 집을 만들어 드릴게요.
끈으로 묶어 당신을 모시고 올게요, 노래 부르며 당신을 모시고 올게요.
숲 속에 숨어계시지 마세요, 언덕 위에 머물지 마세요.
마을 근처에서 맴돌지 마세요, 물속에 숨지 마세요.
우리를 떠나 멀리 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마을로 가지도 마세요.
저희가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벌레 먹지 않도록, 쥐가 물고 가지 않도록
조롱박에 물이 가득하듯, 그렇게 돌아오세요!
우리 창고를 가득 차게 해주세요, 우리 곡식 바구니가 찢어질 정도로 담아 주세요.
집이 터져나가도록 담아 주세요, 서까래에까지 닿도록 채워주세요.
곡혼이시여, 얼른 돌아오세요!
당신께 식사를 대접할게요, 당신을 위해 노래 부르고 춤을 출게요.
10) 雲南民族口傳非物質文化遺産總目提要｢神話傳說卷(上卷), 369쪽. 雲南少數民族神話選(李子賢 編, 雲南人民
出版社, 1990)에도 ｢穀魂奶奶｣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곡혼 할머니가 “나는 먼 곳에서 온 신이 아
니다. 나는 이곳 출신이야.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 어떤 신에게도 빌지 않는다. 인간과 동물에게
한없는 도움을 주고 있지. 쓸데없는 말은 사람들 배를 채워주지 못해. 나는 천신이든 지신이든 믿지 않아. 물론
종이 위에 쓰인 경문 따위는 더 믿지 않지.”라고 말하는 대목이 들어 있다.(181~182쪽) ‘民以食爲天’이라는 말을
생각나게 하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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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노래 소리 따라, 함께 즐겁게 돌아오세요.”11)

또한 와족 사람들이 부르는 ‘곡혼가’를 보면 곡식을 인간과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 바
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좁쌀아, 좁쌀아!
너희들이 땅에서 자라나 우리를 먹여 살리지.
너희들을 먹고 우리는 자란단다.
곡식 한 알, 좁쌀 한 알 함부로 진흙탕 속에 버리지 않지.
물속 발자국에 떨어뜨리지 않지.
너희를 타작마당에 흘리지 않고 너희를 나무 밑에 버리지 않아.
너희를 강물 속에 흘러가게 하지도 않지.
우리는 너희를 싣고 돌아가 건조한 집에 둔단다.”12)
“벼의 영혼, 좁쌀의 영혼, 옥수수, 메밀, 기장, 홍미紅米 등 여러 가지 곡식들과 각종 작물들!
너희들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지. 너희들이 우리를 길러준단다. 우리는 너희들을 꼭 움켜쥐고
너희들을 꽉 붙잡는단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있고 너희들의 어머니가 우리 창고에
있어. 우리가 너희를 데리고 집으로 가네, 우리가 너희를 창고로 데리고 가네.”13)

3. ‘곡혼가’에 나타난 생명관- 자연에게 ‘감사’하는 마음
(1) ‘곡식’과 ‘알’의 유사성
앞에서 소개한 신핑현新平縣 하니족 카둬인卡多人에게 전승되는 ‘벼의 영혼 보내기送稻魂’
의례를 보면 봄이 되어 모를 심기 전, 작년에 추수하고 남은 벼이삭에 붙어있는 거미 알蜘蛛
蛋을

보고 올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14) 벼의 영혼에 대한 의례는 거미 알을 대바구니에 담

아 경건하게 논으로 돌려보내는 일에서 시작된다. 추수를 한 뒤에는 “업고 갈게요, 우리 집
곡혼이 집으로 돌아가요”라는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간다. 집으로 가져간 벼 이삭에서 세
개의 낱알을 떼어내어 껍질을 벗기고 그것을 묵은쌀과 섞어 밥을 지어 먹는다. 그렇게 하면
11)
12)
13)
14)

王世雄,
趙富榮,
趙富榮,
王亞君,

｢佤族“叫穀魂｣, 今日民族 2005年 第11期, 19쪽.
中國佤族文化, 民族出版社, 2005.
中國佤族文化, 民族出版社, 2005.
앞의 논문, 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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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쌀이 영원히 생겨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서 하니족이 벼 이삭에 붙어있는 거미 ‘알’을 논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통 하니족 의례에서는 그릇에 담은 쌀 위에 올려놓은 ‘달걀’이
곡혼의 상징물이 되는데15) 신핑현에 거주하는 하니족의 경우에는 거미 알이 곡혼의 상징물
이 된 것이다. 한편 진사강金沙江 허구河谷의 다이족에게 전해지는 상신절嚐新節 습속 중에 눈
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 새로 거둬들인 벼를 빻아 밥을 지을 때 잘 씻은 자갈을 함께 넣는
것이다.16) 밥을 지은 후 곡신에게 바치고 그 다음 개에게 먹이는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
갈을 먹는 척 한 후에 비로소 밥을 먹기 시작한다. 여기서 ‘알’, 혹은 알 모양의 ‘자갈’이 곡
혼의 상징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하필 ‘알’이 곡혼의 상징물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알’이 갖고 있는 생명의 상징과 관
련이 있다. 많은 창세신화에서 민족의 시조나 최초의 신들이 ‘알’에서 탄생하는 것은 다 이
유가 있다. ‘알’이란 수많은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알’이 아니라 살아있
는 존재인 것이다. 곡식의 종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곡식의 종자 역시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그것은 말라 죽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품고 있는 유기체이다. 곡혼의 상징물로 ‘알’이
등장하는 것은 단순히 ‘둥글다’는 형태의 유사성 때문만은 아닌 것이다.

(2)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날 지은 밥은 개에게 먼저 먹인다.17) 개가 하늘에서 볍씨를 가져왔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18) 징포족 신화에서도 원래 곡식에 껍질이 없어서 거두면 바로 먹을 수 있었다
15) 陸建輝, 앞의 논문, 53쪽.
16) 劉祖鑫ㆍ楊甫旺, ｢傣族原始宗敎硏究的新視點-金沙江河谷傣族的稻作與祭祀｣, 楚雄師專學報 第16卷 第2期, 47
쪽, 2001.4.
17) 윈난 지역의 여러 민족들이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전승한다. 지눠족에게도 ‘허시짜오禾希早’신미절新米節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진다. 아득한 옛날, 곡식이 없어서 모두들 채소만 먹고 살아갈 때 그들이 기르던 누렁이가 집을 나가
더니 며칠 만에 돌아왔는데, 개의 꼬리 밑에서 곡식의 종자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것을 심어서 마침내 지눠족 사
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윈난 여러 민족들은 개를 ‘도작신稻作神’으로 생각한다.(史軍超, 앞의
책, 210쪽)
18) 雲南省 金平 苗族瑤族傣族自治縣의 하니족 지역에 전해지는 신화이다. 오곡의 종자를 천신 모미摩咪가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이 굶는 것을 보고 가엾게 여긴 천신의 딸 모미란미摩咪然咪가 곡식의 종자를 훔쳐내어 인간에게 가져다
주고 농사짓는 법도 알려주었다. 그러자 화가 난 천신이 딸을 개로 만들어 인간세상으로 보내어 영원히 돌아오
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하니족 사람들이 모미란미를 영원히 잊지 못하고 지금도 개에게 먼저 밥을 주는 것이라
고 한다.(雲南民族口傳非物質文化遺産總目提要神話傳說卷(上卷), 299쪽) 雲南省 富源縣 水族에게도 곡식의
종자를 찾아오고 곡신이 된 하오어우치[蒿歐其]에 대한 신화가 전승되는데, 거기서도 개가 꼬리 밑에 곡식의 종
자를 숨겨와 사람들을 굶지 않게 해준다.(李子賢 編, 雲南少數民族神話選, 520쪽, 1990) 라후족拉祜族에게도 하
늘에서 내려온 개의 꼬리 아래에서 곡식 종자가 나왔다고 말한다.(雲南民族口傳非物質文化遺産總目提要神話
傳說卷(下卷),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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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먹기만 하고 일은 하지 않으니 신이 화가 나서 곡신
을 하늘로 돌아오게 해버렸다. 그러자 사람, 소, 말, 돼지 등이 순서대로 곡신을 부르러 하늘
로 갔으나 모두들 곡신을 다시 모셔오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개를 보냈더니 곡신이 인간세
상으로 돌아왔다. 그때 태양신이 곡신에게 옷을 한 벌 주어서 그때부터 곡식에는 껍질에 있
게 되었다고 한다. 징포족 사람들은 그 이후 신미절新米節을 행할 때 언제나 개에게 먼저 밥
을 주었다고 한다.19)
그 해에 처음 거둔 곡식으로 지은 밥을 개에게 준다는 것 역시 의미심장하다. 와족 신화
에서도 홍수 이후에 물에 잠긴 곡식의 종자를 건져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뱀과 거머리이
다.20) 그래서 뱀에게는 사람의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거머리에게는 사람의 피 한 방울
을 빨아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 사람은 자연계에서 무소불능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 인간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영역에서 동물이 출현하는
것이다. 다이족의 곡식 기원 신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홍수가 지나간 후 인간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신이 곡식을 내려준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이 먹는 것인 줄 모
르고 있었다. 그것을 처음으로 먹은 것은 쥐와 새였다. 쥐와 새가 먹고 싼 똥에 들어있는 곡
식 알갱이를 사람이 보고, 우리도 먹어보자고 하며 그것을 물에 씻어 먹었고, 마침내 곡식을
기르게 되었다. 사람은 쥐와 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곡식이 익을 무렵이 되면 날아
오는 새에게 낱알을 먹게 해주었고, 창고 안에 있는 곡식을 쥐가 먹어도 내버려두었다.21)
개가 곡식의 종자를 가져온 이야기도 여러 가지 전승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추슝楚雄 지
역에서 수집된 이족彝族의 신화는 매우 흥미롭다. 개가 돼지에게 “인간은 우리의 친구인데
봄이나 여름엔 먹을 것이 있지만 겨울이 되면 동물도 다 숨어버리고 열매도 없으니 춥고 배
고프잖아. 만약 스스로 길러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면 저장해두었다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며 멀리 양식 종자를 가지러 떠나자
고 한다. 망설이는 돼지를 달래어 머나먼 길을 떠난 개가 우여곡절 끝에 벼의 종자를 꼬리
밑에 숨겨 갖고 오는데, 강물을 건너다가 그만 돼지 꼬리 아래 있던 것은 떠내려 가버렸고,
민첩하게 강물을 건넌 개의 꼬리 밑에만 십 여 개의 곡식 종자가 남아있었다고 한다. 그러
니까 곡식 종자는 인간의 친구인 개가 모험 끝에 가져온 선물이라는 것이다.22)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은 자연계의 공동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생명의 가치를 갖는다. 곡식
과 관련된 신화에 등장하는 동물과 인간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균형, 공생관계를 말하고 있
19) 雲南省 德宏 傣族景頗族自治州 景頗族 지역에 전승되는 신화이다.(앞의 책, 하권, 155쪽) 비슷한 내용이지만 雲
南省 文山 壯族苗族自治州 瑤族 지역에서는 개가 아닌 쥐가 곡식을 다시 찾아오는 것으로 나온다.(앞의 책, 하
권, 136쪽)
20) 畢登程ㆍ隋嘎 搜集整理, 司岡里(佤族創世史詩), 119쪽, 雲南人民出版社, 2009.3.
21) 雲南民族口傳非物質文化遺産總目提要神話傳說卷(上卷), 367~368쪽.
22) 李子賢, 雲南小數民族神話選,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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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와족 사람들이 곡식을 파종할 때나 추수할 때 부르는 노래들에는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좁쌀 덕분에 먹고 살며, 여러 가지 곡식들이 자신들을 길러준다
고 믿는다. 그것은 자연계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23)으로 확장된다. 그래서 그들은
집을 짓고 난 후에도 이렇게 노래한다.
“마셔라! 우리들 마시면서 소와 개를 잊지 말자! 먹으면서 불과 칼을 잊지 말고, 배불러져도
대나무와 나무를 잊지 말아야지. 우리가 잘 지낼 때에도 산과 물을 잊어서는 안 된다네.”24)

그들은 또한 추수를 하기 전에 행하는 신미절에서도 소와 개에게 ‘감사’25)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마을 근처 신수림神樹林의 나무들을 함부로 베지 않는다든가 샘물의 물길을 막지 않
는다든가 하는 것들도 모두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러한 금기들은 대개 생존환경을 지키기 위
한 그들의 절박한 심리의 반영이기도 하다. 금기는 그들의 생태환경을 유지시켜주는 일종의
법률 역할을 했다. 공동체의 규율을 어긴 자에게 가혹할 정도로 큰 벌금을 매겼던 것 역시
생존 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혜였다고 볼 수 있다.26)

3. ‘금기’를 통한 자연과의 균형
만주의 다싱안링大興安嶺산맥 일대에서 살아갔던 에벤키나 오로첸, 다우르족 등의 산신인
바인 아차에 대한 신앙 역시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산의 주인인 산신의
영역에서는 새끼 밴 암컷을 잡는다든가 어미를 잃은 새끼를 잡는다든가 재미로 사냥을 한다
든가 숲속의 물을 더럽힌다든가 하는 일은 절대적 금기였다. 동물과 식물을 비롯해 자연계
의 모든 것들은 각각의 기능을 하면서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니, 그들이 인간보다 못하다는 인식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동물이나 식물 모두가 스스로
23) 둥화이핑董淮平 역시 와족의 곡혼가를 소개하면서 와족의 자연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자연
을 ‘하나의 계통을 가진 독립적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 사이의 대응정도가 매우 높다’고 말한다.
둥화이핑은 레슬리 화이트의 이론을 인용하면서 이런 것을 ‘비인간중심주의 환경윤리철학’이라 부르고 있다.(董
淮平, 佤族傳統生態觀的當代解讀, 杜巍 主編, 文化宗敎民俗, 243쪽, 雲南大學出版社, 2008.4.
24) 董淮平, 앞의 책, 242쪽.
25) 와족 작가 이멍훙무伊蒙紅木 류위훙劉玉紅 “와족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날을 잡아 영혼을 부를 수
있었다. 사람의 영혼이든 오곡의 영혼이든 소와 양의 영혼이든. 이런 자유로운 행위는 자연에 대한 그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伊蒙紅木, ｢悠悠穀魂曲｣, 民族文學 2007年 10期, 86쪽, 2007年 10
期)
26) 말하자면 그들은 대개 ‘도덕적 규범을 중시하는 민족’들이다. ‘촌민 규약’은 신성불가침이었고 그것은 때로 성문
법보다 우선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王國祥의 民族文化生態村(雲南大學出版社, 2008), 23~24
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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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하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나카자와 신이치가 말한 바 ‘대칭성사회’
의 인식 아니겠는가. 말하자면 그들은 자연에게 ‘감사’27)하며 자연과 인간의 균형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신화는 자연과의 균형을 깨뜨리면, 즉 금기를 위반하면 자
연이 혹독한 징벌을 내린다고 말한다.
라후족 신화에 보면 최초의 세상에서 인간이 먹을 것이 없어 굶는 것을 보고 천신이 벼의
종자를 대지에 뿌려주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물속에서 자라는 것은 ‘벼’水稻, 산에서 자라는
것은 ‘밭벼’旱稻라고 불렀다. 당시에는 곡식 한 알이 오리 알만큼이나 커서 한 번에 너덧 개만
먹으면 배가 불렀다. 그런데 베이스구이背時鬼라고 불리는 사람이 양식이 아까운 줄을 모르
고 곡식을 갖고 엉덩이를 닦았다. 이에 천신이 분노하여 모든 곡식을 거둬 가버렸고 사람들
은 다시 채소와 열매를 먹으며 배고픔을 달래야 했다. 한동안의 시간이 흐른 뒤, 신은 양식
을 아끼지 않는 인간이 어쨌든 소수일 뿐이라고 생각해 다시 인류에게 곡식의 종자를 내려
주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커다란 것이 아니라 잘게 부순 곡식을 내려주었다고 한다. 그때부
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를 ‘베이스구이 같은 놈’이라고 욕했다.28)
신이 내려준 곡식을 함부로 낭비하여 신이 분노해서 곡식을 모두 거둬 가버리는 이야기
는 윈난 룽촨현隴川縣 일대의 징포족에게도 전승된다. 아득한 옛날에는 어떤 풀에든 모두 열
매가 달려있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실컷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동물들이 곡식을
밟고 다녀도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쌀로 바바발표자 주-밀가루나 메밀 등으로
둥글게 만든 주식를

만들어 아이들 방석을 만들어 주었다. 이에 신이 분노하여 곡식을 몽땅 거

두어 갔다는 것이다.29) 비슷한 이야기는 야오족瑤族에게도 전해진다. 원래 조롱박처럼 큰 벼
들이 다 자라면 사람들 집에 제 발로 찾아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점점 게을러지더니 급기야는 집에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낱
알을 시끄럽다면서 대막대기로 때려 쫓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곡식은 분노하여 하늘로
돌아가 버렸고, 사람들은 곡식의 여신이 노했다는 사실을 알고 참새를 보내어 곡식의 종자
를 다시 얻어오게 했다. 참새는 돌아오다가 곡식을 먹어버렸고, 우여곡절 끝에 쥐와 거머리
가 곡식 종자를 무사히 갖고 돌아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30)
이상에서 소개한 신화들 역시 자연과 인간의 균형을 말하고 있다. 자연이 준 것들을 낭비
27) 와족의 창세서사시 쓰강리司岡里를 보면 와족이 동굴 속에서 최초로 걸어 나오게 된 것도 새 덕분이며, 언어를
배우게 된 것은 소 덕분이고 긴 머리카락을 휘두르며 추는 춤도 한조에게서 배웠다고 노래한다. 그들의 신화가
동물에게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다. 아이빙여우艾兵有는 ‘감사’가 와족 문화 특질 중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艾兵有, ｢人與自然“平等對話”的文化反思-略論佤族生態倫理觀的當代價値｣, 臨滄師範高等
專科學校學報 第20卷 第4期, 9쪽, 2010.12.)
28) 雲南民族口傳非物質文化遺産總目提要神話傳說卷(下卷), 68쪽.
29) 李子賢 編, 雲南少數民族神話選, 400쪽
30) 李子賢 編, 雲南少數民族神話選, 358~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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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은 곡식을 잃게 되는 징벌을 받는다. 와족 신미절의 유래 역시 마찬가지이다. 와족이
동굴에서 나온 뒤 동물을 잡아먹고 살았는데, 와족의 조상인 셴뤄무 할머니先若木奶奶가 벼와
소홍미小紅米편집자 주-와족 지역에서 자라는 붉은 좁쌀 종자를 찾아와 그것을 심게 되었다. 후에 셴뤄
무 할머니와 곡식의 종자가 다투다가 곡식 종자가 모욕을 당하자 그만 산속으로 가서 숨어
버렸다. 그러자 사람은 배를 곯게 되었고, 마침내 물소와 나무타기도마뱀이 숨어버린 곡식
을 찾아왔다. 그 후 사람들은 해마다 곡식을 거두면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주었다.31) 이
신화 역시 자연과 인간의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계약’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 사이의 ‘균형’이란 일종의 ‘계약’이다. 윈난의 나시족納西族 신화에도 보면 인
간과 자연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천신인 딩바스뤄가 인간에게는 아홉 개의 영역을 주고
자연에게는 한 개의 영역을 준다. 그리고 숲에 들어가 사냥을 할 때에는 자연신에게 수탉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일종의 ‘계약’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것을 어겼을 경
우, 즉 자연과의 균형을 위해 설정해놓은 계약이 깨졌을 경우 자연이 그 어떠한 반격을 가
해도 인간은 감수해야 한다. 신화와 그 안에 들어있는 금기들은 자연과 인간의 균형을 유지
하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지혜였다고 볼 수 있다.

5. 생명으로 더 큰 생명 불러오기- ‘엽두獵頭’ 의례
이러한 균형 잡기는 어찌 보면 와족의 독특한 의례인 ‘머리를 잘라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기엽두제곡獵頭祭穀’에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의 머리를 잘라 곡식의 여신에게 바
친다는 이 신화32)와 의례는 지금까지 소개한 동화적 상상력을 가진 이야기들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일종의 ‘잔혹동화’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불러온다는 주
술적 사고를 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풍성한 머리카락과 수염을 가진 사람의 머리를 잘라
거기서 흘러내린 피에 곡식 종자를 섞어 뿌리면 풍요로운 수확을 가져온다는 믿음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물론 피가 갖고 있는 생명력이라는 것에 중점을 둔, 일종의
‘혈제血祭’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윈난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 중에서 와족에게만 이러한 습속이 전
승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리쯔셴李子賢은 링춘성凌純聲의 연구 성과33)를 바탕으로 하여
31) 雲南民族口傳非物質文化遺産總目提要神話傳說卷(下卷), 91쪽
32) “아득한 옛날, 하늘과 땅의 사이가 너무 가까워 사람들이 양식을 기를 수가 없었다. 천신 무이지木依吉-필자주: 와족의
최고신가 사람들에게 “사람의 머리를 잘라 제사를 지내면 곡식이 자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의 양자집안의 노예를 죽여 머리를 잘라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랬더니 하늘이 높아지면서 양식
이 자라났다.“(李子賢, ｢佤族與東南亞“U”形古文化帶-以神話系統的比較爲切入點｣, 思想戰線 2010年 第2期 第36
卷,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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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족의 엽두 기원에 관한 ‘신성서사神聖敍事’를 타이완의 저우족鄒族이나 타이야족泰雅族의 엽
두 습속과 비교한 바 있다.34) 리쯔셴은 와족의 신화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저강氐羌이나 백월
百越

계통 민족의 신화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들을 보인다고 하면서 와족의 엽두 습속이 타이

완臺灣과 연결되는 지점에 주목했다.35) 그는 와족이 거주하는 윈난성 남부에서부터 인도차이
나반도를 거쳐 필리핀과 타이완으로 이어지는 ‘U형 고문화대’의 존재를 주장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제주도 신화큰굿

열두 거리 중의 ‘맹감본풀이’에 등장하는 사만이 신화에

골’이 풍요를 가져다준다는

이야기36)와도

등장하는, ‘백년 해

관련지어 연구해볼만한 대목이다.

한 개인의 생명을 희생하면 더 많은 집체集體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의도에서 시작되
었을 엽두 의례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공리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시킬 수 있는 의례였을 것
이다. 그래서 엽두 의례는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어
쩔 수 없는 것이었고 비장하면서도 고상한 것’37)이었다. 물론 엽두 의례의 시작에 대해서도
한족이 시킨 것이라든가,38) 심지어는 제갈공명이 시킨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승되고 있지만
기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그들이 엽두를 하러 떠나기 전에 닭을 잡
아 제사를 지내고 길흉을 점치면서 천신이 그들을 도와 순조롭게 머리 사냥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하거나, 자신들의 만들어놓은 함정에 제물이 순조롭게 빠져들기를 기원하는
노래‘엽두제사獵頭祭詞’, 머리 사냥을 하여 돌아올 때 마을에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잘린 머리
에게 제사를 지내며 부르는 노래 등이 남아있어 엽두의 목적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머리 사냥을 해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 그 잘린 머리는 이제 단순
한 제물로서의 머리가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신직神職을 부여받은 영험한 존재가 된다.

33) 凌純聲, ｢雲南卡佤族與臺灣高山族的獵首祭｣, 中國邊疆民族與環太平洋文化, 臺灣聯經出版事業公司, 1979.
34) 李子賢, 앞의 논문, 33쪽
35) 楊兆麟은 ‘렵두’ 습속을 ‘조상 숭배’, ‘인간희생제의’ 등과 더불어 ‘동남아 고문화의 특징東南亞古文化特質’이라고 설
명한 바 있다.(楊兆麟, ｢臨滄佤族文化中的東南亞古文化特質｣, 民族藝術硏究, 2003年 S1期, 89쪽.)
36) 이것과 비슷한 전설이 구이저우성貴州省 투쟈족土家族에게도 전승되고 있다. “옛날에 양치기 소년들이 산에서 해골
을 주웠는데 그것을 머리에 쓰고 놀았다. 그런데 그때부터 마을의 전염병이 사라졌고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다
나았다. 그래서 이때부터 가면을 쓰고 사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습속이 생겼다.”라는 것이다.(王勝華, ｢西盟佤族
的獵頭習俗與頭顱崇拜｣, 中國文化 1994年 第1期, 75쪽)
37) 董曉京, 生存與信仰-雲南稻作文化之鬼神崇拜, 58쪽, 雲南美術出版社, 2008.12.
38) 雲南省 勐連 傣族拉祜族佤族自治縣 지역에 전승되는 것으로서, 와족 소녀가 한족 마을에 시집갔는데 파종 계절
이 다가오자 소녀의 동생이 매부에게 곡식의 종자를 좀 달라고 했다. 그러나 매부는 익은 곡식을 처남에게 주었
고 만약에 곡식을 얻고 싶으면 자신의 머리를 바쳐 제사를 지내라고 했다. 후에 누이의 도움으로 동생은 좋은
곡식의 종자를 얻었으나 몇 달 후 자란 것이 누렇게 떠버렸다. 어떤 와족 아이가 뱀 머리를 잘라 밭에 제사를
지내기 심은 곡식이 잘 자라는 것이었다. 이 일을 동생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사람
머리를 잘라 곡식에게 제사를 지냈다.(雲南民族口傳非物質文化有産總目提要史詩歌謠卷(上卷),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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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사람, 이것은 머리카락.
우리의 닭 점이 아주 영험했구나!
우리는 운이 좋구나, 신께서 보호하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 얻었으니!
우리가 당신을 맞아들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오래도록 지내면서, 우리를 편안하게 도와주세요.
사악한 귀신과 병마를 쫓아내주시고, 재난을 없애주세요.
마을을 강성하게 해주시고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39)

윈난성 멍롄勐連 지역에 전승되는 ｢엽두가獵頭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사람
머리를 사냥하여 돌아오면 와족 마을 촌장이 붉은 천을 잘라온 머리에 덮고 쌀과 달걀을 그
머리의 입에 넣어준다. 머리에 대한 환영과 위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부녀자들은 심
지어 사람 머리를 빗겨주며 곡을 하는 흉내를 내고, 마을 사람들은 사냥해온 머리를 둘러싸
고 노래하며 춤춘다.
“머리여, 머리여! 우리를 원망하지 말아요.
당신 머리를 자른 칼을 원망하지 말아요.
어머니가 당신을 그리워하겠지요,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세요.
아버지도 당신을 생각할 거에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세요.
어머니는 산에 가서 나물을 캐어 당신에게 제사를 지내줄 거에요.
아버지는 당신 영혼을 데리고 당신을 지켜줄 거에요.
머리여, 머리여! 우리가 당신을 받들어요.
우리가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에요.”40)
“사람들에게 발이 있다면 당신에게도 발이 있는데,
내가 당신 머리를 자르게 되다니, 내가 당신을 잡도록 하다니.
당신은 눈이 달렸음에도, 내가 당신의 머리를 자르게 하다니!”41)
“가엾구나, 정말로 가엾구나!
너희 가족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니. 그때 너는 왜 도망치지 못했니.

39) 雲南省 西盟 佤族自治縣 지역에 전승되는 노래이다. 雲南民族口傳非物質文化遺産總目提要史詩歌謠卷(上卷),
715쪽
40) 雲南省 勐連 傣族拉祜族佤族自治縣의 와족 지역에 전승되는 노래이다. 앞의 책, 상권, 715~716쪽
41) 羅承松, ｢佤族的祈豊巫術及其文化功能｣, 思茅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第26卷 第1期, 2쪽, 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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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네 머리를 잘라 내다니!
이제 가족도 만나지 못하겠네, 이미 죽었으니”42)

말하자면 머리를 자른 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하
면서 이해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이 노래는 만주 지역에 거주하는 오로첸족이나 에벤
키족이 곰을 사냥하여 고기를 먹고 난 뒤 뼈를 모아 곰의 영혼을 보내는 의례를 거행하면서
부르는 노래와 매우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냥 당한 곰의 영혼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
한 사람들이 행했던 ‘금기’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와족의 엽두 신화와 의례는 타이완 저우족鄒族의 엽두 의례처럼 ‘마을을 보호하고
곡식의 풍작을 기원하며 가축이 잘 자라고 사악한 것을 쫓아내어 주기를 기원하는’ 등, 거의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링춘성凌純聲은 와족과 타이완 거주 민족들이 ‘동일한 문화유형’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문화유형이 바로 <U’자형 고문화대>라고 리쯔셴이 이름
붙였다. 특히 논에 벼를 기르는 농업 형태가 이 지역에 들어오기 전에 이곳은 대부분 밭벼
를 기르는 지역이었으며 ‘영험한 힘’에 대한 숭배 문화가 있었다고 한다.43)
왜 하필이면 사람의 머리를 제물로 바쳤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머리라는
것이 사람의 영혼이 깃든 장소이기 때문에 머리에 많은 영험한 힘영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보편적 견해이다. 그러니까 적의 머리이든 노예의 머리이든, 어쨌든 이미 잘린 머리는
‘영혼과 생명의 상징’44)이 되는 것이다. 물론 숱이 많고 긴 머리카락이 농사의 풍요를 가져
온다는 ‘유감주술’과도 분명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것은 와족 여성들이 긴 머리를 휘두르며
‘솔발무甩髮舞’를 추는 것과 동일한 상징성을 지니는 것이다.45) 사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머
리를 잘라오는 방식으로는 ‘원수를 죽여서 얻는 머리仇頭’, ‘길에 함정을 마련해놓고 걸려드
는 낯선 이를 죽여 얻는 머리路頭’, ‘무덤을 파서 잘라오는 머리鬼頭’, ‘돈을 주고 사는 머리購
頭’

등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가장 훌륭한 것으로는 원수 집안 지도자의 머리, 얼굴

가득 수염으로 덮인 머리, 긴 머리카락을 가진 머리여인 등을 꼽는다.46) 엽두의 목적이 풍요
를 기원하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42)
43)
44)
45)

王勝華, ｢西盟佤族的獵頭習俗與頭顱崇拜｣, 中國文化 1994年 第1期, 73쪽.
李子賢, 앞의 논문, 36쪽.
王勝華, 앞의 논문, 76쪽.
羅承松 역시 그렇게 말했다.(｢佤族的祈豊巫術及其文化功能｣, 思茅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第26卷 第1期, 2쪽,
2010.2.)
46) 王勝華, 앞의 논문, 7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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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오는 말
윈난 지역은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진 곳이다. 농사를 짓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땅이 많고,
‘도경화종刀耕火種’이라고 불리는, 화전을 주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화전이라는 것이
생태환경을 파괴한다고 하여 ‘원시적’이고 ‘야만적’이라는 비판까지 받아야 했지만, 그들에
게 있어서 화전이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칠고 험한 땅에서 어렵게
농사를 지으며 생존하기 위해서는 화전을 일구더라도 땅을 쉬게 해야 했으며 물을 머금은
마을 뒤의 숲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했다.47) 즉 자연과 균형을 이루며 공생하는 수밖에 없었
던 것이다. 그러한 생존 환경에서 그들은 자연 만물에 영혼을 부여하였고 그들과 인간의 영
혼의 가치가 같다는 인식 하에 자연에 기대어 사는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서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곡식의 영혼을 위한 노래가 나온 것이며 곡식의 여신에 대한 신화들이 나왔다. 또
한 가혹한 자연 환경에서 생존에의 간절한 기구는 엽두 의례로 나타났다.48)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잔혹한 의례이지만 그들에겐 처절한 생명에의 욕구를 보여주는, 절박한 생존의 수단
이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행위는 ‘나무 북 끌기拉木鼓’49) 의례와 더불어 마을 사람들을 하
나로 단결시켜주는 기제가 되기도 했다.
상황은 변하여 이제 ‘곡혼가’를 부르는 사제들도 사라져가고 마을과 민족 사이에 잘린 머
리를 두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복수의 전쟁도 엽두 의례의 소멸과 함께 사라졌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침투와 더불어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났으니, 약탈적 농업 개발이 곳곳에서 일어
나 심각한 재앙을 초래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50) 새로운 지자智者들이 나타나 문화의 다양성
을 보존하고 전통을 지키면서 새로운 생존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윈난
성 산골 마을 민족들이 직면한 숙제이다. ‘환경보호는 사람의 현대화를 필요로 한다’51)는 왕
47) 尹紹亨은 ‘도경화종’을 ‘산지 생존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인류의 생산 방식’이라고 하면서 ‘도경화종’을 원시농업
의 ‘잔존물’이고 ‘고루한 습속’이며 ‘환경 파괴적’인 농경 방법으로 치부하는 경제학자나 과학자들의 단순한 연구
방식을 통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尹紹亨, 雲南山地民族文化生態的變遷, 10~23쪽, 雲南敎育出版社, 2009.6. )
48) 와족이 살아가는 阿佤山 지역은 비가 내리는 계절인 5월에서부터 10월 사이에 일 년 강우량의 80퍼센트가 내리
고 나머지 계절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 게다가 평지는 4.8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전형적 산지이다. 그래서
해마다 양식이 부족한 戶數가 80퍼센트에 달한다. 양식이 모자랄 때에는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할 수 밖에 없었
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재해 등을 만나면 해결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신령의 힘으로 재앙을 물리쳐 보려는
신앙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으며, 거기서 ‘엽두제곡’의 습속이 나타났을 것이다.(王盟, ｢生存環境與原始宗敎信仰
的關係初探｣, 學海縱橫 205쪽) 하지만 엽두의례가 곡식의 영혼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조상신이자 천신인 무이지에게 바쳐졌던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付愛民, ｢佤族木鼓文化解析硏究｣, 文化硏
究, 76~77쪽)
49) 잘라낸 머리를 목고방木鼓房에 두기 때문에 목고와 엽두 의례는 긴밀한 상관성을 지니지만 본 발표문에서는 ‘곡
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목고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50) 雲南省 新平縣에서 사탕수수 밭을 개간하면서 발생햇던 2001년 6월의 심각한 홍수와 환경 재앙에 대해서는 王
國祥의 책 35쪽 참조.
51) 王國祥, 앞의 책,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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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샹王國祥의 말대로, 사라져가는 ‘곡혼가’와 그것이 담고 있는 정신을 그들은 과연 어떤 방
식으로 현대에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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