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아시아 古代學會
春季(第53回) 全國 學術大會

기획 주제
전북지역의 역사·문화와 문학

▣ 日 時 : 2014년 5월 17일(토) 10시 30분 ～ 5.18(일)15시 40분
▣ 場 所 : 군산대학교 종합교육관 대강당(131-214호) 종합교육관(01-11115(1
층), 01-1118호(1층), 131-221호(2층), 131-218호(2층)
* 휴게실 : 01-11119호(1층), 131-217호(2층)
▣ 主 催(공동주최) : 東아시아古代學會 / 군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53회 학술대회를 즈음하여
정말 싱그러운 오월입니다. 가정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좌장과 발표, 토론, 사회 등으로 학
회에 참여하시기 위하여 동북아의 중심 새만금과 함께 지역의 중심대학으로 거듭 성장하고
있는 군산대학으로 달려오신 연구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셔
서 우리 학회와 대한민국 인문학의 미래는 밝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한 발표와 열띤 토론으로 한 차원 높은 학술대회가 되길 기대하고, 내일은 군산 지역
문화와 역사 유적지를 답사하시면서 군산의 전통과 문향을 즐기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학회 장소를 흔쾌히 제공해 주시고, 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을
위해 격려와 축하를 하러 왕림해 주신 나의균 군산대학교 총장께 학회 전 회원을 대표해서 감
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총장님의 건승과 군산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를 총 기획하신 우리 학회 부회장님이시기도 한 군산대학교 남이숙 교수님과 곽장근 교수님
을 비롯한 군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관계자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리 학회지가 scopus 체제를 갖춘 국제 학술지로 나아가기 위하여, 학회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부가 지난번 강원대학 학술대회와 이번 군산대
학 학술대회인 것입니다. 「동아시아 문화와 지역원형의 재인식」이라고 하는 기획주제로, 전
북 군산지역을 비롯해, 동아시아 각 지역의 원형에 대한 논문을 서른 네 분의 학자님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옥고를 발표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토론자과, 사회, 좌장 등으로
동참하였습니다. 각 파트별로 개별적인 발표 후, 지역원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도해 보는
종합토론도 가질 것입니다.
학회란 모름지기 학술대회 개최와 학회지 발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권위
있는 학회지 발간을 위한 선결과제는 회원 분들이 학술대회에서 좋은 논문을 발표하시고,
치열한 논쟁을 거친 후, 수준 높은 논문을 투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학회를 위하여, 학술대회 기획과 발표, 사회, 토론, 좌장의 발굴 등 하나에서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해 주신 총무팀과, 기획연구이사님들, 학술이사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
합니다.
끝으로, 동아시아고대학회 학술지인 『동아시아 고대학』이 등재지 학술지를 넘어선 국제
학술지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
두 힘을 합하여 우리 학회지를 국제 학술지로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도 여러분께 학회동참
호소로 학술대회의 개회사를 가름할까 합니다.

2014. 5. 17.
이 상 준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년 춘계(제53회) 전국학술대회

전북지역의 역사·문화와 문학
▣ 日 時 : 2014년 5월 17일(토) 10시:30분 ～ 5월 18일(일) 15시 40분
▣ 場 所 : 군산대학교 종합교육관(4개 분과별 장소 필히 확인)
▣ 宿 所 : 아네스빌호텔(총무이사에게 개별 신청 - 2인 1실 호텔 숙박비 1인 3만원
(조식 포함) : 총무이사 연락처(010-6207-7741)
▣ 主 催(공동주최) : 東아시아古代學會, 군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행사일정과 내용
◎ 대회 1일차 (5월 17일-토요일)
• 접수 및 등록 :
시간: 2014. 05. 17(토) 오전 10시 ~ 10시 30분
장소: * (개회식 장소)군산대학교 종합교육관 대강당(131-214호)
*

분과별

발표

:

종합교육관(01-11115호(1층),

01-1118호(1층),

131-221호(2층), 131-218호(2층)
• 開 會 式
시간: 10시 30분 ~ 10시 50분
장소: 군산대학교 종합교육관 대강당

사회: 김용기 총무이사(중앙대)

• 국민의례
• 회장 인사 : 이상준(인천대)
• 내외빈 소개 :
• 축사 : 나의균(군산대학교 총장)
• (기획/자유) 주제발표
시간: 10시 50분 ~ 18시 00분
장소: 종합교육관(01-11115호(1층), 01-1118호(1층), 131-221호(2층), 131-218호(2층)

◎ 대회 2일차(5월 18일, 일요일)
시간 : 9시 30분 ~ 15시 40분
장소 : 문화유적답사(군산시내 근대문화유적지 및 오성산과 익산 입점리 고분군)

Ⅰ.기획주제
발표(1분과)
종합교육관
(01-11115호

☞ 첫째 날 학술 발표 일정 ☜
-------------------분과별 연구발표(10:50～)-------------------새만금 관방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1.조명일(군산대
(10:50 ～11:30)

토론 : 강원종(전주문화유산연구원)

(1층)

고고학으로 본 군산의 역동성

2.곽장근(군산대)
(11:30 ～12:10)

토론 : 이도학(한국전통문화대)
--------------점심시간(12:10～13:20)---------------

司會
이규홍
(군산대)
오전:

백제 부흥운동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

3.이규홍(군산대)

토론 : 송완범(고려대)

(13:20 ～14:00)

4.이도학(전통문화대)

(14:00 ～14:40

후백제 전주 立都와 미륵사 開塔

토론 : 송화섭(전주대)

5.진정환(국립전주 고려 말~조선 초 고창·부안지역 지장보살상 연구
박물관)

토론 : 김인희(목포대) -

(14:40 ～15:20)

오후1:

곽장근

(군산대)

----------------휴식(15:20～15:30)------------------6.오은석(전통문화

백제 ‘은화관식’의 검증

대)
(15:30 ～16:10)
7.정상기(전주박물

오후2:
김인희(목포대)

토론 : 이송란(덕성여대)
후백제와 오월의 교류관계-교역항으로서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관)
(16:10 ～16:50)

토론 : 노기환(미륵사지유물전시관)
전근대 군산만의 해양사적 고찰

8.윤명철(동국대)
(16:50 ～17:30

토론 : 조명일(군산대)
----------------휴식---------------

종합토론 (종합토론은
공지사항

좌장님 사회로 발표자를 비롯한 모든 참가 선생님들이 함께 하는 장입니다.)

만 찬: 추후공지

Ⅱ.기획주제
발표(2분과)
종합교육관
01-1118호(1
층)

司會

☞ 첫째 날 학술 발표 일정 ☜
-------------------분과별 연구발표(10:50～)-------------------한국의 전통정원과 전주 덕진 연못

1.송화섭(전주대)
(10:50 ～11:30)

토론 : 이선(전통문화대)
호남 인물 유자광 전승의 양상과 의미

2.유형동(한신대)
(11:30 ～12:10)

오전: 정한기
(전주교대)

토론 : 김월덕(전북대)
--------------점심시간(12:10～13:20)---------------

<유효공선행록>의 서사철학 연구

3.정혜경(협성대)
(13:20 ～14:00)

토론 : 장예준(고려대)
<춘향전> 속 남원 시주연회의 풍류적 성격과 서사적 기능-중

4.김용기(중앙대)

오후1: 홍성남
(한신대)

국 배경 고소설의 시주연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4:00 ～14:40)

토론 : 권기성(경희대)
조선시대 신위 소악부 한역 연구

5.염군록(홍익대)
(14:40 ～15:20)

토론 : 안영훈(경희대)
----------------휴식(15:20～15:30)------------------

오후2: 장영창

17세기 남원의 시가문학 – 광해혼조에 대한 문학적 대

(우송대)
6.이상원(조선대)
(15:30 ～16:10)

응을 중심으로-

토론 : 양승민(선문대)

<임진록>의 초월성 연구

7.황병홍.(중앙대)
(16:10 ～16:50)

8.안영훈(경희대)
(16:50 ～17:30)

토론 : 홍성남(한신대)
최치원 군산 출생설로 본 기억과 전승의 문제
토론 : 송하준(선문대)
----------------휴식---------------

종합토론 (종합토론은 좌장님 사회로 발표자를 비롯한 모든 참가 선생님들이 함께 하는 장입니다.)

공지사항

만 찬: 추후공지

.자유주제
발표(1분과)
Ⅲ

종 합 교 육 관
131-221호(2층)

☞ 첫째 날 학술 발표 일정 ☜
-------------------분과별 연구발표(10:50～)-------------------일본 헤이안 와카 속의 연가 고찰

1.남이숙(군산대)
(10:50 ～11:30)

司會
오전: 김근태
(한국외대)

토론 : 홍성목(한국외대)

2.윤영수(경기대) 人麻呂의 詩歌에 나타난 일본신화의 양상
(11:30 ～12:10)

토론 : 박정의(원광대)
--------------점심시간(12:10～13:20)---------------

3.홍성목(한국외대)

오후1: 김상원
(동국대)

동물의 이미지와 신앙에 관한 일고찰-여우를 중심으로
토론 : 배관문(한림대)

(13:20 ～14:00)

마쿠라노소시에 나타난 별에 관한 연구

4.이상준(인천대)
(14:00 ～14:40)

토론 : 남이숙(군산대)
한국한자음 함심섭운의 모태별 층위에 대하여 – 일본

5.최지순(동국대)

한자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14:40 ～15:20)

토론 : 송재한(동국대)
----------------휴식(15:20～15:30)-----------------오후2: 이상준
(인천대)(6.7) /
정효운(동의
대)(8.9)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왜(倭)

6.배정렬(한남대)
(15:30 ～16:10)

토론 : 정효운(동의대)
常用漢字表 通韻의 字音分類

7.송재한(동국대)
(16:10 ～16:50)
8.서한용.(한국외대)
(16:50 ～17:30)

9.정효운(동의대)
(17:30 ～18:10)

토론 : 이시야마데스야(동국대)
정약용의『주역사전(周易四箋)』에 보이는 한자자형에
대한 인식 연구

토론 : 허선영(안산대)
한국 고대국가와 사생관 -『삼국사기』 용례를 중심으로

토론 : 이상준(인천대)
종합토론 -

(종합토론은
공지사항

좌장님 사회로 발표자를 비롯한 모든 참가 선생님들이 함께 하는 장입니다.)
만 찬: 추후공지

.자유주제
발표(2분과)
Ⅳ

종합교육관

☞ 첫째 날 학술 발표 일정 ☜
-------------------분과별 연구발표(10:50～)-------------------장희빈 관련 고전소설의 전개와 특징적 양상

1.이기대(고려대)
(10:50 ～11:30)

토론 : 김형준(경희대)

131-218호(2
층)

司會
오전: 양승민
(선문대)

조선후기 고전소설에 나타난 외국인 인식 변화
2.홍현성(아주대)

연구

(11:30 ～12:10)

토론 : 윤승준(단국대)
--------------점심시간(12:10～13:20)---------------

백거이의 주다론

3.박병선(군산대)
(13:20 ～14:00)

토론 : 송행근(군산대)

4.주수민(한국학중앙

<현수문전>의 창작 연원 연구

연구원)

오후1: 홍현성(아
주대)

(14:00 ～14:40)

5.김송죽(대림대)
(14:40 ～15:20)

토론 : 송하나(경희대)
중국 고대사에 나타난 리더십 연구
토론 : 서한용(한국외대)
----------------휴식(15:20～15:30)------------------

동시화의 성격과 의미-시화 속에 등장하는
6.허원기(건국대)
(15:30 ～16:10)

오후2: 윤승준
(단국대)

7.공병석(계명대)
(16:10 ～16:50)

8.김동건(한국학중

어린이들의 형상과 문학관토론 : 양진조(국립문화재연구소)
선진유가의 상복제도
토론 : 김이식(계명대)
음주 문화를 통해 본 <翰林別曲>의 일고찰

앙연구원)
(16:50 ～17:30)

토론 : 양승민(선문대)

---- 휴식 --종합토론
(종합토론은

좌장님 사회로 발표자를 비롯한 모든 참가 선생님들이 함께 하는
장입니다.)

공지사항

만 찬: 추후공지

☞ 둘째 날 학술 답사 및 견학일정 ☜
--- 둘째 날 일정 --07 :30

기상 / 아침 산책(숙소 주변 산책)

～
08 : 00

인솔 : 총무팀

08 :00

아침 식사(식사 장소 별도 공지)

～

Ⅴ.
군산시내근
대
문화유적지
답사 및
오성산과
익산입점리
고분군
답사

09 : 00

안내 : 총무팀
09시 30분까지 숙소 앞 집결 후 차량 탑승(인원 배정)

09 :30

군산시내 근대문화유적지 답사

～
12 : 30

안내 : 남이숙 교수님 안내(군산대)

12 :30

군산지역 맛집 체험

～
13 : 30

안내 : 곽장근 교수님, 남이숙 교수님 안내(군산대학교)

----------------담소 및 다음 일정 준비(13:30～13:40)------------------

13 :40

오성산 / 익산 입점리 고분군 답사

～
15 : 40

안내 : 곽장근 교수님 안내(군산대학교)

해산 및 지역별 이동(귀가) - 회장

폐회

숙소

아네스빌호텔(군산대 인근 – 도보 15분거리 - 개별적으로 총무팀에게 신청 바
람)

[기획주제발표(1분과)-1]

새만금 관방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조명일(군산대학교박물관)

〈목

차〉

Ⅰ. 머리말
Ⅱ. 새만금권역 산성의 분포양상과 특징
Ⅲ. 새만금권역 봉수와 연안항로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새만금권역은 행정구역상 전북의 군산시, 부안군, 김제시 일원에 해당되는데, 그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호남최대의 곡창지대인 김제평야와 만경평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서해와 금강·만경
강·동진강 등을 끼고 있다. 이렇듯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선사시대 해양문화의 거
점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삼국시대 이후로는 바다와 내륙을 연결하는 수륙교통로 가교이
자 대외교류의 창구로서 주목받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새만금권역에는 교통로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고고자료인 관방유적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새만금 권역 내 산성은 모두 37개소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봉수는 연안지
역 9개소, 도서지역 7개소 등 모두 16개소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체계적인 학술조사
가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개별 유적에 대한 정확한 구조
및 형태,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본 발표의 Ⅱ장에
서는 새만금권역 내 산성을 금강, 만경강, 동진강, 줄포만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산성의 개
략적인 위치와 현황을 토대로 분포상의 특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Ⅲ장에서는 새만금권역에 분포되어 있는 봉수에 대해 조선시대 5봉수로의 5거루
트(순천 돌산도〜서울 남산) 상의 연안봉수와 도서지역 봉수로 나누어 간략한 현황과 분포양
상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해역 연안항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새만금권역 산성의 분포양상과 특징
1. 금강유역권
금강유역권에는 모두 8개소의 산성이 분포되어 있다. 이 산성들은 금강하류의 남안을 따라 형
성된 산줄기 상에 위치하는데, 이 산줄기를 통과하여 군산 임피·서수면 일원으로 이어진 교통
로 상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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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새만금권역 관방유적 위치도

먼저 금강하류에서 가장 넓은 ‘나포들’에서 임피면 일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통로 상에 오
성산성과 용천산성이 있다.
오성산성은 나포들의 서쪽에 우뚝 솟아 있는 오성산(228m)의 정상부를 한 바퀴 두른 테뫼식
산성으로, 산성의 둘레는 436m로 알려져 있다. 현재 공원 및 둘레길의 조성 등으로 인해 심
하게 훼손되어 산성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산성 내부에 건물지와 우물지
등이 남아있으며, 삼국시대 토기편 등이 수습되고 있다. 오성산의 정상부에는 ‘오성인의 묘’가
있는데, 당나라 소정방의 백제 침공 당시 다섯명의 성인과 관련된 전설1)이 전해 진다.

【표 1】 금강유역권 제산성 현황
연
번

산성명

위

치

해발
(m)

축성재료

형 식

둘레
(m)

조사현황

1

어래산성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202

석성(?)

테뫼식

490

지표조사

2

도청산성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192

석성(?)

테뫼식

320

지표조사

비

고

1) ‘읍지에 말하기를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칠 때, 이 산 아래 주둔하였는데 누런 안개가 해를
가리어 헤매어도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때 홀연 다섯 노인이 와서 진 앞에 이르므로 정방이 길
을 물었는데 노인들이 말하기를 네가 우리나라를 치고자 하는데 가르쳐줄쏘냐하였다. 정방이 화내어
다섯 노인을 죽이고 갔다. 회군하는 날에 뉘우치고 신령스런 사람으로 생각하여 이 산에 장사지내고
이어 오성산이라 불렀다 한다. 산꼭대기에는 지금도 五聖의 터가 있다.’『輿地圖書』, 臨陂縣, 古跡條,
五聖山 ;『湖南邑誌』, 臨陂縣邑誌, 古跡條, 五聖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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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성산성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228

토석혼축

테뫼식

436

지표조사

4

용천산성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41

토성(?)

포곡식

1,417

지표조사

5

창안토성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88

토성

평산성

(4,000)

일부 발굴 진성창 관련 산성

6

관원산성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130

석성(?)

테뫼식

650

지표조사

7

임피읍성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50

석성

평산성

1,200

지표조사

8

남산산성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150

석성(?)

테뫼식

500

지표조사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용천산성은 나포들에서 임피면 일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거점재’의
남쪽에 있는 용천산(141m)에 위치한다. 이 산성은 금강유역권에 분포되어 있는 산성들 중, 평
산성인 임피읍성과 창안토성을 제외하고는 규모가 가장 크다. 산성의 둘레는 1,000m 내외이
며, 용천산 정상부와 동남쪽 계곡부를 아우르는 포곡식 산성으로, 성벽과 성벽을 따라 형성된
회랑도가 잘 남아있으며, 2개소의 문지가 확인된다. 산성의 내부에는 우물지가 남아있으며, 삼
국시대∼고려시대 토기편 및 기와편이 산재되어 있다.
두 번째로, 금강하류역에서 가장 큰 포구인 ‘나리포’가 있었던 원나포마을에서 나포면 장상리
에 있는‘수례재’2)를 넘어 임피면 일원으로 나아가는 교통로로, 수례재의 동쪽에 관원산성이
배치되어 있다.
관원산성은 둘레 650m 내외의 테뫼식 석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은 대부분 붕괴되어 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산성의 내부에는 성벽의 축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석
재가 남아있으며, 삼국∼통일신라시대 토기편과 기와편이 일부 수습되었다.
세 번째로 웅포면 일원에서 백제 고분군이 밀집되어 있는 입점리를 지나, 임피·서수일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통로로, 이 교통로의 주요 고갯길인 칠목재의 서쪽에 어래산성과 도청산성
이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 두 산성은 테뫼식 산성이며, 둘레는 400m 내외로 비슷하다.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는 석축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석축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
고, 土壘의 흔적만이 일부 남아있다.
이 밖에도 임피 일원에서 서쪽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인 다리실 재의 북쪽에는 창안토성이 자
리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통하는 아홉골재의 서남쪽에 있는 남산의 정상부에도 산성이 자리하
고 있다.
창안토성은 둘레가 4,000m 내외의 토축성으로,『文獻備考』에는 고려시대 12조창 중의 하나인
진성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004년 (재)전북문화재연구
원에 의해 동쪽 성벽 일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성벽은 토축으로 확인되었으며
성벽의 내부에서 고려∼조선시대 기와편과 자기편이 출토되었다.
남산산성은 임피면소재지의 남쪽에 우뚝 솟아 있는 남산(150m)의 정상부를 한 바퀴 두른 테
뫼식 산성으로, 둘레는 대략 500m 가량 된다. 성벽은 대부분 붕괴되었으나 남쪽에 일부 토단
의 흔적이 남아있다. 성 내에서는 삼국∼고려시대 이르는 기와편이 확인된다.
이상의 분포양상을 통해 볼 때, 금강유역권의 산성들은 군산 임피·서수 일원으로 진출하기 위
한 적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 지역이 삼국시대 금강의

2) 마을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수례재는 옛부터 큰 수레가 다니던 큰 고갯길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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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안을 따라 공주·부여 등 백제의 중앙으로 나아가는 육로의 시점임과 동시에, 서해안과 금강
하류를 통해 익산·전주 등 전북 내륙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상
의 요충지로서 금강방어의 핵심거점지역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백제 때, 임피·서수일원은 마서량현(옥구), 부부리현(회현), 감물아현
(함열)을 관할했던 시산군의 치소가 설치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옥구군으로 통합되기까지 금강
하류권(현 군산지역과 익산시 북부권 일원)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 이 일원에 분포되어 있는 산성들은 체계적인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개략적인
위치와 현황만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구조 및 규모, 축성시기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실
정이다. 이로 인해, 백제 시산군의 치소성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산성의 분포상과 규모, 수습유물 등을 통해 볼 때, 현 임피면 소재지에 있는 임피읍성과 용천
산성, 남산산성 등이 그 후보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천산성은 성 내 가용공
간이 매우 넓은 편이며, 내부 평탄대지에서 백제시대 유물이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남문지의 경우, 육안 상 백제의 특징적인 성문이라 할 수 있는 어긋문의 형태가 확인되고 있
어 매우 주목된다. 용천산성이 백제의 치소성이 맞는다면, 그 규모로 보았을 때, 방성급 치소
성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백제 산성은 둘레가 700m이하이며, 방성급
이상의 치소성만이 700m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3), 용천산성의 경우 둘레가 1,000m
내외이기 때문에 방성급으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다산 정약용의 백제 오방성 위치비정이 아닐까 한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옥구지역(지금의 군산)을 백제의 5방성 중 서방성으로 추정한 바 있는
데4),

그간의 무관심으로 인해 이 설은 학계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백제 오방성 중 그 위치비정이 이루어진 곳은 중방(전북 정읍 고사부리성), 동방(충남 논산),
북방(충남 공주 공산성) 등이며, 남방은 대체로 전북 남원일대로 비정하고 있다. 또한 서방은
충남 서산설, 예산설 등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금강이 백제의 수륙교통의 거점인 동시에
수도방어 핵심지역인 점, 임피 일대에 입점리 고분군을 비롯한 대규모 백제 고분군이 밀집되
어 있다는 점, 그리고 백제 북방성으로 비정되고 있는 공산성도 금강의 이남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본다면, 백제 서방의 후보지로서 임피 일원 역시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을 생각된다.
한편 2005년 (재)전북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임피읍성
서쪽 외곽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된 바 있는데, 당
시‘屎山官草’명의 명문와가 출토되었다. 여기에 새겨
진‘屎山’은 백제시대 때 임피의 지명으로 신라 경덕왕
때, 임피현으로 고쳐지게 된다. 그런데 이 기와는 백
제가 아닌 흔히 나말여초기라 불리는 9∼11세경의 기
와의 속성과 부합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명문와
는 전라남도 광양시에 있는 마로산성에서 출토된‘馬
사진 1. 임피 출토 ‘屎山官草’명 명문와

老官’명 기와, 충남 홍성 석성산성에서 출토된‘沙良

官’명 기와,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金馬著官’기와 등이 보고되어 있다. 이들 기와의 공통
된 특징은 모두가 이미 멸망한 백제의 지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와의 제작시기가 비슷하다
는 점이다.
이에 대해 그간 학계에서는 통일신라 말기 지방호족의 정체성을 반영한 결과로 나타난다거
3) 서정석, 2002,『백제의 성곽 -웅진·사비시대를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4)『與猶堂全書』, 第六集地理集第三卷, 疆域考, 八道沿革總敍下.

- 4 -

나5), 혹은 신라 혜공왕 때의 관호복고의 결과6)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
와가 출토되고 있는 지역을 잘 살펴보면, 백제의 고토로서 후백제의 견훤과 밀접한 관련성이
보이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즉 마로산성이 자리하고 있는 전남 동부지역은 견
훤의 핵심적인 측근인 김총, 박영규의 근거지임과 동시에 견훤이 신라의 중앙군에 입대한 후,
파견된 서남해의 방수처로서 비정되고 있는 곳이다7). 또한 충남 홍성지역은 운주전투가 있었
던 곳으로, 후백제 금강이북의 핵심 거점지였다. 미륵사지가 있는 익산 금마지역은 922년 견
훤의 미륵사 개탑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이 일대에는 후백제와 관련된 불교유적이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8). 이처럼 백제지명+官 자명 기와는 후백제에 의해 제작·공급되었을 가
능성이 높으며, 관청을 의미하는‘官’자 앞에 백제의 지명이 새겨진 것으로 보아, 백제를 계승
한 후백제에 의해 백제지명이 짧게나마 재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이 맞는다면, 임피 일원은 후백제 때, 금강을 통해 전주로 들어가는 거점지역으로서 행정
치소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일대에 있는 대다수의 산성에서 나말여초기의 기와
가 확인되는 있는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2. 만경강유역권
만경강 유역권에는 모두 8개소의 산성이 분포되어 있다. 이 산성들은 대체로 삼국시대 현치소
지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만경강 본류와 지류를 통해 전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먼저 삼국시대 마서량현이 있었던 군산시 옥구읍 일원에 성산토성, 대산산성, 옥구읍성이 자
리하고 있다. 성산산성은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에 있는 성산(85m)의 정상부를 한바퀴 감싼 테
뫼식 산성으로 추정되나, 대부분 훼손되고 토루의 흔적만이 일부 남아있어 자세한 현황을 살
피기가 어렵다.
대산산성은 옥구읍 소재지에서 서남쪽으로 2.5㎞ 가량 떨어져 있는 테밋산(50m)의 정상부와
남쪽의 경사면을 아우르는 테뫼식 산성으로, 둘레는 320m 가량 된다. 산성의 북벽은 토루의
형태로 비교적 잘 남아있으며, 그 외곽으로 회랑도와 같은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이 산성을
『文獻備考』에

기록된

古縣城으로

추정9)되기도

하지만,

기록에는

석축성이면서

둘레가

1,000m(3,490尺)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
서 이 산성을 기록에 나오는 고현성으로 비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산성의 형태가 삼태기식
에 가까우며, 둘레가 400m 내외의 토성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삼국시대 마서량현의 치소성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표상에서 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
옥구읍성은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에 있는 광월산의 남쪽 봉우리(75m)를 정점으로 동쪽과 서
쪽에 날개처럼 흘러내린 구릉의 정상부를 따라 축조되어 있는 평산성으로,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축조되었다. 성곽의 전체적인 형태는 타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둘레는 1,200m
가량 된다. 옥구읍성과 관련된 각종 문헌에는 석축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성벽 상부에
흙이 덮여 있으며 수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어 육안으로는 석축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다만
5) 車順喆, 2002,「官子銘 銘文瓦의 使用處 檢討」,『慶州文化硏究』제 5집.
順天大學校博物館, 2005,『光陽 馬老山城 Ⅰ』, 光陽市.
6) 서정석, 2008,「洪城 石城山城에 대한 고찰」,『百濟文化』39.
7) 문안식, 2008,『후백제 전쟁사 연구』,혜안
8) 진정환, 2014,「후백제 불교유적의 특징과 정비 방안」, 후백제유적의 정비방안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9) 群山大學校博物館, 1985,『沃構地方의 文化遺蹟』, 全羅北道 沃構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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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만경강유역권 제산성 현황

연
번

산성명

위

치

해발
(m)

축성재료

형 식

둘레

조사현황

1

성산토성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85

토성

테뫼식

320

지표조사

2

옥구읍성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75

석성(?)

평산성

1,200

지표조사

3

박지산성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250

토성(?)

포곡식

(1,000)

지표조사

4

대산산성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70

토성(?)

테뫼식

400

지표조사

5

회미현성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90

토성

테뫼식

400

지표조사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52

토성

테뫼식

300

지표조사

6

동지산리
토성

7

만경읍성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60

석성(?)

평산성

900

지표조사

8

사창산성

김제시 용지면 구암리

55

석성(?)

테뫼식

?

지표조사

비 고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회미현 치소성
추정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성벽의 일부 구간에는 토축 사이로 성석이 노출되어 있어 본래 석축성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한편, 서벽 구간 성벽의 하부에 2단의 토단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주변의 경작지에서 격자문
과 선문이 타날된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적갈색 연질토기편 등 원삼국〜삼국시대의 유물이 다
량으로 수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읍성 이전에 초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두 번째로, 삼국시대 부부리현의 치소지로 비정되고 있는 군산시 회현면 일원에 박지산성과
회미현성이 있다. 박지산성은 현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내류마을 동쪽에 위치한 금
성산(250m)의 정상부를 두른 테뫼식 산성이다.『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따르면,‘토축으로 둘
레가 1,635m이다.’라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일부 토루의 흔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훼손되어
개략적인 현황조차 살피기가 어렵다.
회미현성은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에 있는 대정산(90m)의 정상부에 자리한다. 대정산은 크게
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성은 이 봉우리 중 가장 높은 서쪽 봉우리와 그 남쪽의 8
부 능선을 감싸고 있다.
현재 성벽이 대부분 허물어져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둘레는 대략 400m 내외이
며, 정상부와 동쪽, 남쪽 구역에 높이 3m 내외의 토단이 남아 있어 토성임을 짐작케 한다. 또
한 동쪽 성벽 구간의 외측에는 폭 2m 내외의 회랑도가 둘러져 있다. 성 내 평탄지는 남쪽 구
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건물의 부재로 보이는 석재 일부와 통일신라〜고려시대 기와
편 등이 수습된 바 있다.
지표에서 수습된 유물을 근거로, 산성의 운영 시기는 통일신라〜고려시대로 추정되는데,『世宗
實錄地理志』등 조선시대 문헌기록에 등장하는‘회미현폐성’이 이 산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비록 삼국시대 유물이 수습되지 않았으나, 산성의 규모와 형태가 백제산성의 속성에 부
합되고 있으며 이 일대에서 다른 산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회미현성이 부부리현의 치소성
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세 번째로, 백제시대 두내산현이 설치되었던 김제시 만경읍에는 만경읍성이 자리하고 있다.

- 6 -

만경읍성은 만경읍사무소 바로 북쪽에 있는 동산(60m)의 남봉을 기점으로 그 남쪽의 평지를
아우르는 평산성이다.
『世宗實錄地理志』에는‘읍성은 돌로 축조되었으며, 둘레는 2,820척, 높이 12척이며, 내부에는
6개의 샘이 있고 성 동쪽으로 토성의 옛터가 있다.’라고 기록되어있으나 일제강점기 초에 허
물어져 석축성의 형태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현재 동·서쪽 성벽 토축이 일부 남아 있어 이
곳이 산성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산성의 둘레는 900m내외이며, 평면 형태는 반원형으로 추정
된다.
한편, 읍성의 북쪽 봉우리 정상부에는 읍성으로 사용되기 이전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토성의
흔적이 남아있다. 토성은 동산(60m)의 정상부를 감싸고 있는 테뫼식으로, 현재 북쪽 성벽이
일부 남아있다. 잔존성벽의 길이는 180m 내외이며,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타원형이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성 내부에는 넓은 평탄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격자문이 타날 되어
있는 회청색 경질토기편, 집선문이 시문된 기와편, 그리고 자기편 등 삼국시대∼조선시대까지
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수습된 유물과 산성의 규모 및 형태로 볼 때, 이 토성이 두내산현의
치소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백제 수동산현의 치소인 김제시 용지면에 사창산성이 자리하고 있으며, 아혜현의 치
소로 비정되고 있는 청하면에는 동지산리 산성이 있다. 사창산성은 현재 산성인지조차 의심스
러울 정도로 대부분 훼손되어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동지산리 산성은 만경강 본류의 남안에 인접해 있는데, 해발 52m 내외의 낮은 구릉의 정상부
를 감싼 테뫼식 토축성이다. 성벽의 둘레는 300m 내외이며, 토루의 흔적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있다. 산성 내에서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지만, 청하면 일대의 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산
성이기 때문에 수동산현의 치소성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동진강유역권
동진강 유역권에는 모두 14개소의 산성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2013
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10)에 따르면, 일부 산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기초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
존의 보고된 산성의 위치를 토대로 개략적인 분포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진강 유역권의 산성들은 크게 두 갈래의 교통로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먼저 동진강의 지류인 원평천과 두월천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로, 동진강하구에서 후백제 도성
이었던 전주의 서쪽 관문인 금구, 이서지역으로 나아 갈 수 있는 최단거리루트이다. 이 루트
상에는 고대 토목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벽골제(사적 111호)가 위치하는데, 벽골제의 남
쪽과 북쪽에 5㎞내외의 거리를 두고 명금산토성지와 성산성지가 자리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성산성지는 백제시대 벽골현의 치소지였던 김제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성산(42m)의 정
상부를 두른 테뫼식 토성으로, 성벽의 둘레는 546m이며 성 내부는 매우 평탄한 대지를 이룬
다. 또한 성 내에는 삼국시대 기와편과 토기편이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성산
성지는 백제시대 벽골현의 치소성일 가능성이 높으며, 벽골제의 관리·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산성지의 동남쪽에는 두월천을 사이에 두고 난산성지와 월성토성이 자리하고 있다. 난산성
10) 국립군산대학교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 2013,『새만금지역 역사문화 자원조사 연구 –군산·김제·부안
의 봉수대와 산성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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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동진강유역권 제산성 현황

연

산성명

번

위

치

해발
(m)

축성재료

형 식

둘레

조사현황

1

성덕산토성

김제시 성덕면 성덕리

26

토성(?)

테뫼식

?

지표조사

2

성산성지

김제시 교동

42

토성

테뫼식

546

지표조사

3

난산성지

김제시 난봉동

121

석성(?)

포곡식

(2,000)

지표조사

4

월성토성

김제시 월성동

10

토성(?)

평지성

?

지표조사

5

금구산성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293

석성

테뫼식

500

지표조사

6

명금산토성

김제시 부량면 신두리

55

토성

테뫼식

?

지표조사

7

상두산성

김제시 금산면 선동리

575

석성

포곡식

1,980

지표조사

8

반곡리토성

부안군 동진면 반곡리

61

토성(?)

테뫼식

?

지표조사

9

수문산성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32

토성

테뫼식

?

지표조사

10

용정리토성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84

토성

테뫼식

?

지표조사

11

용화동토성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50

토성(?)

평산성

?

지표조사

12

구지리토성

부안군 동진면 당상리

52

토성

평산성

(386)

지표조사

13

역리토성

부안군 행안면 역리

60

토성

테뫼식

?

지표조사

비 고

군사 지역

전라북도 기념물
제 85호

잔존상태 양호

성벽 일부 잔존
남벽 100m 내외
잔존

지에 대해서는 1985년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간된『김제지방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에‘황산
(121m)을 중심으로 하여 백제시대 원형의 석성을 쌓았는데 그 둘레가 2㎞에 달하였다.’라고
보고되어 있지만, 현재는 군사관련시설로 인해 진입이 불가하여 확인할 길이 없다. 월성토성
또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성벽의 일부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고11)되어 있으나, 현재는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한편, 백제의 구지산현의 치소이자 전주의 서쪽 거점인 김제시 금구면에는 금구산성이 자리하
고 있다. 금구산성(전라북도 기념물 제85호)은 금구면 소재지의 동남쪽에 우뚝 솟아 있는 봉
두산(293m)의 정상부와 북쪽 경사면에 두른 테뫼식 산성으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깝다.
이 산성의 북쪽에는 전주와 금구를 잇는 주요 길목인 쑥고개가 있다. 성벽의 둘레는 500m 내
외이며, 대체로 석재를 사용하여 축조되었으나 일부 구간은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또한 구간별로 성벽의 축조기법 및 재료면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성 내부에는 1개소의
우물지가 남아있으며, 유물은 격자문이 타날된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광구호 편을 비롯하여 통
일신라∼조선시대에 이르는 기와편 등이 산재되어 있다.
산성의 규모 및 형태, 유물 등을 근거로 볼 때, 금구산성은 삼국시대 구지산현의 치소성으로
초축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수축을 통해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
단된다.
다음으로 동진강의 본류와 지류를 따라 형성된 내륙교통로의 초입인 부안군 동진면과 계화면
11)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07,『文化遺蹟分布地圖 –金堤市-』, 金堤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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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에 6개소의 산성이 밀집 분포되어 있다.
이 산성들은 대체로 해발 50〜80m 내외의 나지막한 구릉상에 입지한 소규모의 토성으로, 성
내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확인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보인다. 이를 근거로 이 산성들이 모두 삼
국시대 축조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산성의 규모와 현황을 볼 때, 그 개연성은 충분
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삼국시대 치소지도 아니었던 곳에 이렇듯 많은 수의 산성이 분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加耶浦’의 존재가 아닐까
한다. 가야포는 조선후기에 제작된『東與圖』에 그 위치가 표기되어 있는데, 산성이 밀집 분포
되어 있는 동진면과 계화면 일대에 해당된다.
이 일대는 1960년대 계화면 일원의 간척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서해와 만경강이 만나는 수
륙교통의 거점으로서 50여 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포구가 존재했었는데, 그 중앙에 가야포가
있다12). 물론 현재로서 이 가야포와 삼국시대 가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이 일대에서도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가야계 토기가 수습된 것으로 보고13)된 바 있
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동진강
남안에 있는 산성을 비롯한 많은 유적의 체계적인 학술조사를 통해 밝혀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줄포만권
줄포만권에는 모두 8개소의 산성이 분포되어 있다. 줄포만권은 서해안을 통해 백제 중방성으
로 비정되고 있는 정읍시 고부면의 고사부리성(사적 제494호)으로 지리적인 장애요인 없이 곧
장 나아갈 수 있는 교통상의 요충지이다. 또한 백제 부흥운동의 최대 거점인 주류성으로 비정
되고 있는 우금산성이 위치하는 곳이기도 하다. 줄포만권 산성의 분포권 크게 2개로 나누어진
다. 먼저 줄포만의 서북쪽 연안인 부안군 보안면과 줄포면 일원으로, 이곳은 백제의 흔량매현
의 치소가 있었던 지역이다. 이 일대에는 성산리토성, 유천리토성, 영전리토성, 장동리 토성이
밀집되어 있다. 이 산성들은 모두 해발 45m∼65m 내외의 나지막한 구릉상에 입지하며, 토성
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현재 장동리토성을 제외하고는 훼손이 심하여 그 현황을 파
악하기 어려우며, 산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유물도 수습되지 않아 축성시기를 추정하기도 쉽지
않다. 다만 이 일대가 백제 중방성의 서쪽 관문임을 고려해 볼 때, 백제시대 거점방어를 위하
산성의 축조는 당연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장동리 토성은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 신월마을의 서북쪽에 자리한 천배산(68m) 정상부를 감
싸고 있는 테뫼식 토성으로, 전체적인 형태는 타원형에 가깝다. 성벽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는데, 산성의 둘레는 300m내외이며, 성벽의 높이는 3∼7m가량 된다. 성벽의 단면은 사다
【표 4】 줄포만권 제산성 현황

연
번

산성명

위

치

해발
(m)

축성재료

형 식

둘레

조사현황

1

의산산성

부간군 변산면 백련리

508

석성

포곡식

2,000

지표조사

2

사산리토성

부안군 주산면 사산리

105

토성

테뫼식

300

지표조사

비 고
변산반도국립공원
내 위치

12) 곽장근, 2011,「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韓國古代史硏究』63.
13) 全榮來, 1975,「扶安地方 古代圍郭遺蹟과 그 遺物」,『全北遺蹟調査報告』제4집, 全羅北道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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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금산성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330

석성

포곡식

3,724

정밀지표

4

소산리산성

부안군 주산면 소산리

140

토성

테뫼식

350

지표조사

5

성산리토성

부안군 보안면 부곡리

68

토성(?)

테뫼식

(750)

지표조사

6

유천리토성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45

토성(?)

평산성

?

지표조사

7

영전리토성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45

토성(?)

테뫼식

(530)

지표조사

8

장동리토성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

68

토성

테뫼식

300

지표조사

‘주류성’ 비정

내부에 유천리
도요지 자리함

리꼴을 이루는데, 상당부 폭 1∼2m, 하단부 폭 4∼6m 내외이다. 성벽의 내측을 따라 회랑도
가 마련되어 있으며, 2개소의 문지가 확인된다. 성 내부에서 유물이 수습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부안군 상서면에는 주류성으로 비정되고 있는 우금산성이 있으며, 그 동쪽으로 사
산리산성과 소산리산성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다.
우금산성은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에 있는 개암사의 서북쪽에 우뚝 솟아 있는 울금바위를 기점
(329m)으로, 여기에서 이어진 산 능선과 남쪽 계곡부를 아우르는 포곡식 산성이다. 산성의 둘
레는 3,724m 이며,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사다리꼴을 이룬다.
성벽은 기본적으로 석재를 사용하여 쌓았는데, 일부구간은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또
한 축성기법은 대체로 협축식이나 각 구간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성벽관련시설로는 雉城
과 5개소의 문지가 확인되며, 내부시설은 우물지와 건물지가 남아있다. 산성의 내부에는 통일
신라∼고려시대 유물이 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1999년 전주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실시된 우
금산성 내 건물지 발굴조사 결과, 지표상에서 백제시대 삼족토기 편이 수습된 바 있다14). 산
성의 내부에는 3개의 큰 굴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굴들은 관련된 전설들 중에는 백제말의 왕
자인 부여풍과 그의 신하인 복신, 도침이 등장하는 것이 많다.
우금산성과 관련하여 1920년대 일인학자 今西龍은 이 일대를 직접 답사한 후, 이곳이 백제
부흥운동의 최후거점성이었던 주류성이라는 주장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여러 가
지 미흡한 점을 내포하고 있어 널리 수긍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95년 故전영래 교수는
여러 차례의 현지 답사와 문헌사료의 재검토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삼국 통일의 무
대가 전북 부안지방의 우금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동진반도 일대라는 주장을 내세워 우금산성
을 주류성으로 비정하였다15). 이후 이 학설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異見도 적지 않다. 왜냐하면 우금산성을 백제산성으로 보기에는 산성의 규모가 매우 크
며, 산성 내부에서 백제시대 유물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향후 우금산성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조사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5년 우금산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결과, 산성의 내부에서 ‘○寧’명이 새겨진 고려시
대 명문와 2점이 수습되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고려시대 부안군의 행정지명이었던‘扶寧’일
것을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이 맞는것이라면, 우금산성은 고려시대 부안군의 행정치소성일 가
능성이 높다.
우금산성의 동쪽으로 4∼5㎞의 거리를 두고 사산리산성과 소산리산성이 남북 선상으로 분포
14) 전주대학교박물관, 1999,『부안 우금산성내 건물지 발굴조사 보고서』, 전라북도 부안군.
15) 全榮來, 1995,「周留城·白江, 位置比定에 關한 新硏究」,『우금(周留)山城 關係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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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이 두 산성은 모두 테뫼식 토성으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성벽의 둘레
역시 사산리산성 300m, 소산리산성 350m 내외로 비슷하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두 산성은
비슷한 시점에 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
내부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백제에 의해 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산리산성과 소산리산성의 사이에는 넓은 충적지가 펼쳐져 있다. 이곳은 동진강의 지류인 영
은천과 고부천을 지리적 장애요인 없이 직선상으로 연결해 주는데,

백제 중방성인 고사부리

성과 우금산성을 이어주는 최단거리 교통로이다.

Ⅲ. 새만금권역 봉수와 연안항로
1. 새만금권역 봉수의 현황
1) 연안봉수
(1) 부안 월고리 봉화산 봉수
월고리 봉수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궁항마을 서
북쪽에 있는 봉화봉(174.2m)의 정상부에 자리한다.
『東國輿地勝覽』34권, 扶安縣 月古里 烽燧條에는
“月古里烽燧 在縣西北十五里 南應茂長所應浦山 北
應占方山”이라 하였고,『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는
“山內 格浦 烽燧山 圓形 徑五間”이라 하였다.
이곳에서는 남쪽에 고창 소응포 봉수, 북쪽에 부안
점방산 봉수와 개화도 봉수 등이 한눈에 조망된다.
사진 2. 부안 월고리 봉화산 봉수

정상부는 장타원형의 평탄한 대지가 남아있으나 오
래전 ‘해넘이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일부 훼손된 것

으로 보여진다. 대지의 규모는 남북 길이 150m, 동서 폭 40m 내외이며, 정상부 곳곳에는 봉
수대의 축조에 이용된 것으로 보여지는 석재가 산재되어 있다.
한편 정상부 남쪽에는 봉수대의 연대가 복원되어 있다. 복원된 연대의 하단부는 본래 있었던
연대의 석축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기초부인 토단 위에 자연석을 이용하여 직
경 5m 내외의 원형 석축을 쌓았다.
(2) 부안 점방산 봉수
점방산 봉수는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마을 동북쪽에 있는 해발 280m 내외의 산 정상부에 자
리하고 있다.『東國輿地勝覽』에는 “在縣西六十里 南應月古里 北應界火島”라 하였고,『조선보물
고적조사자료』에는 “山內面大頂里 烽火山 圓形徑五間”이라 하였다. 조선시대 5봉수로 중 제5
직봉에 해당된다.
점방산 봉수는 서해쪽으로 돌출된 형상을 하고 있어 남쪽의 부안 월고리 봉수, 북쪽의 부안
계화도 봉수 등이 잘 조망된다. 정상부에는 봉수의 기초시설로 보이는 동서길이 50m, 남북
폭 20m 내외의 타원형의 토단이 마련되어 있으며, 토단의 테두리는 자연석를 이용하여 약
1m 가량 쌓은 흔적이 일부 확인된다. 토단 위에는 무너진 원형의 석축이 남아있는데, 연대시
설로 추정된다. 연대는 직경이 5m 내외이며, 자연석을 쌓아 축조한 것으로 현재 남아있는 석
축의 높이는 1.5m 내외이다. 한편 연대시설의 서남쪽은 인위적으로 평탄하게 조성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봉수와 관련된 건물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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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안 계화도 봉수
계화도 봉수는 부안군 계화면 계상리 양지마을 서남쪽에 있는 봉화산 정상부(246.3m)에 자리
한다.『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北應萬頃吉串 南應占方山”이라 하였고,『世宗實錄地理志』에는
“界半伊 北應萬頃吉串” 이라 하였다. 조선시대 5봉수로 중 제5직봉에 해당된다.
봉수가 위치하고 있는 봉화산은 계화도의 주산으로 사방이 트여있어, 북으로는 김제 길곶봉수
와 멀리 군산 오성산․ 점방산봉수까지 조망되며, 남으로는 부안 점방산․월고리 봉수 등이 조망
된다. 또한 북쪽으로 동진강과 만경강, 금강이 한 눈에 들어와 지리적으로 천혜의 요충지를
이루고 있다.
정상부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타원형의 평탄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평탄지의 규모는 남북길이
40m, 동서 폭 20m 내외이다. 평탄지에는 현재 석재가 깔려 있으나 본래는 부안 월고리․점방
산 봉수와 마찬가지의 토단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평탄지의 중앙에는 직경 3m, 높이 5m 내외의 연대가 복원되어 있다.
한편 정상부에서 북쪽으로 50m 가량 떨어진 곳에 방형의 석축이 확인되는데, 봉수와 관련된
건물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김제 길곶산 봉수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거전마을 서쪽에 있는 봉화
산(해발 83.2m)의 정상부에 자리한다. 정상부에는
연대가 시설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평탄부가 마련되
어 있으며, 평탄부 주변으로는 약간의 석축이 남아
있다.
평탄부의 규모는 남-북 방향 10m, 동-서 방향 9m
50cm 가량 되며, 남아있는 석축의 높이는 1m
10cm 내외이다. 이 봉수대는 부안의 계화도 봉화
산 봉수를 받아 옥구에 위치한 사자암 봉수에 연결
사진 3. 김제 길곶봉수 석축

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거전마을 주민
에 의하면 “60∼70년 전에만 해도 어린 아이 팔 지

름으로 조금 넘는 굴뚝이 여러 기가 남아있었으며, 불 먹은 검은 흙도 나왔다. 또한 많은 양
의 돌들이 봉수가 있던 자리에 넓게 흩어져 있었다.” 고 한다. 수습된 유물로는 자기편과 분
청사기편이 있다.
(5) 군산 사자암 봉수
군산 월명공원의 장계산(11.7m)과 월명산(105m)에서 남북으로 뻗은 산줄기의 끝자락에 대마
산(100.2m)과 영병산(116.8m)이 있다. 『군산시 문화유적분포지도』16)에는 영병산으로 표기된
산봉우리에 사자암 봉수대지가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면담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현
재 00부대가 들어서 있는 산봉우리가 본래 영병산으로 밝혀졌다. 부대가 들어서기 전 영병산
정상부는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였고, 편평한 대지를 이루고 있었으며 중앙에는 움푹
패여 있었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영병산 정상부를 ‘봉구터’ 또는 ‘봉화터’라 불렀다고 한다.
지금은 군사시설로 인해 완전히 그 흔적을 잃어버렸다.
(6) 군산 화산 봉수17)
화산 봉수대는 옥구반도의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화산(해발 50.9m) 정상부에 입지를 두고
16)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1, 『문화유적분포지도 -군산시-』, 군산시
17)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1, 『문화유적분포지도 -군산시-』,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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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행정구역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에 해당된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화산은 동으
로 사자암에 응하고, 북으로 점방산에 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적조사 자료에는
‘화산 봉수대는 화산에 있으며, 직경 7간의 원형 토축이 남아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이 일대
는 군사시설 지구로 설정되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현재 토축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7) 군산 점방산 봉수
군산시 소룡동 군산저수지 북쪽에는 천방산(139.5m)이 동서방향으로 2개의 봉우리를 형성하
며 자리하고 있다. 점방산 봉수대는 2개의 봉우리 중 서쪽에 위치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있었
으나 지금은 모두 훼손되어 유지를 찾을 수 없으며 군산문화원이 1992년에 세운 점방사 봉수
대 사적비만이 남아있다.
문헌 사료를 살펴보면,『新增東國輿地勝覽』에 제 34권 옥구현 봉수조(條)에는東應臨陂縣五聖
山 南應花山 北應忠淸道舒川郡 雲銀山으로 기록되어 있다.
점방산 봉수대에서는 봉수로가 두 곳으로 갈라져 하나는 충남 서천의 운응산 봉수대를 지나
북상하여 경기도에 이르고, 다른 하나는 금강을 따라 오성산 봉수대, 불지산 봉수대를 거쳐
함라의 소방산 봉수대와 연결된다. 이것을 볼 때, 점방산 봉수는 서해연안을 따라 올라가는
충청도 연안선과 다시 이곳에서 금강을 따라 이어가는 금강 남안선으로 분기시키는 봉수 통신
망의 요충지인 셈이다. 이를 입증하듯 정상부에 세워진 전망대에서 사방을 바라보면 동서남북
이 트여 있고 남쪽으로 사자암봉수와 화산봉수가, 동쪽으로는 오성산봉수가, 북쪽으로는 금강
하구와 서천지역이, 서쪽으로는 서해바다가 한 눈에 들어온다.
(8) 군산 오성산(도진) 봉수18)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환동마을 서쪽 오성산에서 남쪽으로 1.3km 가량 떨어진 산줄기의 정상
부(해발 160m)에 오성산 봉수가 있다. 이곳은 산봉우리가 칼끝처럼 뾰쪽하여 일명‘도진봉’혹
은‘봉화산’이라 불리고 있다.
도진봉의 정상부는 그 주변지역이 인위적으로 다듬은 것처럼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범위는 길이 110m, 폭 20m 내외이다. 장타원형의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북쪽과 서쪽 기슭
의 9부 능선에는 자연 경사면을 깎아서 만든 토단이 돌려졌는데, 토단의 높이는 대체로 110
∼200cm 내외이다. 그리고 산봉우리의 남쪽에는 가파른 경사면을 깎아서 만든 장방형의 대지
가 조성되었는데, 여기서 불에 그을린 돌과 기와편이 수습되어 봉수와 관련된 건물지가 있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9) 군산 불지산 봉수
전북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외곤마을 동쪽에 봉화산(171m) 정상부에 자리한다. 불지산 봉수
와 관련된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불지산봉수는 소방산봉수와 연계되고 정상부에 3층의 토단이
있으며, 북쪽에 凹부 형태가 뚜렷하며 우물이 있다19)고 한다.
현지 조사결과, 정상부는 민묘가 들어서면서 본래의 지형이 상당한 훼손되었으며, 경사면에는
석재와 기와편이 혼재되어 흩어져 있다.
정상부의 규모는 동서 13m, 남북 14m 가량되며 문헌상에 기록된 3층의 토단은 현재까지도
잘 남아있으나 凹부와 우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불지산 봉수는 정상부에서 바라보면 서남쪽으로는 오성산봉수와 멀리 점방산봉수와 금강하구
가 한눈에 조망된다. 동북쪽으로는 소방산 봉수가 한눈에 들어오며, 금강의 인근의 평야가 넓
18) 군산대학교 박물관, 2004, 『군산 오성산과 그 주변지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군산대학교 박물
관.
19)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1990,『한국의 성곽과 봉수』,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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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조망된다. 정상부와 경사면 주변에서 기와편,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이상과 같이 새만금권역에 분포되어 있는 9개소의 연안봉수는 조선후기에 쓰여진 각종 기록
및 고지도에 조선시대 5봉수로 중 5거 직봉에 해당되는 루트 상에 위치하는 연변봉수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봉수들은 대체로 12∼16㎞의 거리를 두고 배치되
어 있으면서 서해의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다가 군산 점방산 봉수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
나는 충남 서천 운은산 봉수로 이어져 서해의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뻗어 나가는 루트이며,
다른 하나는 동쪽으로 금강변을 따라 군산 불지산 봉수로 이어지는 루트이다.
『世宗實錄地理志』,『新增東國輿地勝覽』,『增補文獻備考』,『大東輿地圖』등 각종 문헌사료에도 봉
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문헌마다 봉수의 수치는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 문헌에 기록된 새만금권역 연변 봉수
봉 수 명

세종실록지리지
(1425)

신증동국여지승람
(1432)

증보문헌비고
(1770)

대동여지도
(1861)

부안 월고리봉수

扶安 月古伊

扶安 月古里山

扶安 月古里山

扶安 月古里

부안 점방산봉수

扶安 占方山

扶安 占方山

扶安 占方山

扶安 占方山

부안 계화도봉수

扶安 界伴伊

扶安 界火島

扶安 界火島

扶安 界火

김제 길곶봉수

萬境 吉串

萬境 吉串

군산 사자암봉수

沃構 獅子巖

沃構 獅子巖

군산 화산봉수

沃構 花山

沃構 花山

沃構 花山

沃構 花山

군산 점방산봉수

沃構 占方山

沃構 占方山

군산 오성산봉수

沃構 刀津

臨陂 五聖山

臨陂 五聖山

臨陂 五聖山

군산 불지산봉수

臨陂 鷹旨

臨陂 佛智山

臨陂 佛智山

【표 5】에서 보면, 가장 이른 기록인『世宗實錄地理志』에는 9개소의 봉수가 분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있으며, 다음으로『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8개소, 조선 중기 이후에 편찬된『增補
文獻備考』,『大東輿地圖』에는 6개소의 봉수가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432년과
1770년 사이에 김제 길곶봉수, 군산 사자암봉수, 군산 점방산 봉수는 폐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이 기간 동안에 봉수의 재정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이 임진왜란을 전후한 봉수제의 폐단을 들 수 있다. 이 시기『朝鮮王
朝實錄』의 봉수에 관한 기록들은 대부분이 봉수의 폐단 또는 봉수군의 처벌과 관련된 기록
들20)이며, 특히 연산군 10년에는 일시적으로 봉수제를 폐지하였으며21), 중종대에 다시 복구하
기도 하였다22). 또한 선조대에 이르러서는 봉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파발제를 도입하여
봉수의 역할이 크게 감소되기도 하였다23). 그러다가 숙종대에 이르러서 봉수 변통론이 일어나
전국 각지의 봉수에 대한 재편이 이루어져 숙종 이후에는 봉수제와 파발제도가 군사적 통신의
20)『中宗實錄』 卷 45, 17年 7月 22日 丙寅條.
『中宗實錄』 卷 73, 27年 9月 20日 乙丑條.
『明宗實錄』 卷 4, 1年 9月 25日 戊子條.
21)『燕山君日記』 卷 56, 燕山君 10年 11月 1日條.
22)『中宗實錄』 卷 1, 1年 9月 4日 庚辰條.
23)『宣祖實錄』 卷 85, 30年 2月 25日 丙戌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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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함께 담당하게 되었다24).
이러한 봉수의 재편과정에서 비교적 대응봉수와의 거리가 짧은 김제 길곶봉수, 군산 사자암
봉수, 군산 점방산봉수는 봉수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25).
한편 군산 오성산봉수가『世宗實錄地理志』에는 옥구 도진봉수로 표기되어 있으며, 다른 기록에
는 임피 오성산 봉수로 나타나 있다. 종래에는 두 봉수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大東輿
地圖』에 옥구 도진봉과 임피 오성산이 서로 다른 지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오성산만이 봉수
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둘은 서로 다른 봉수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종래에 오성산
봉수로 알려져 있는 곳이 옥구 도진봉수로 추정되며, 오성산 봉수는 오성산 토성지26)로 알려
진 곳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오성산 토성지의 서북쪽 일부에서는 일부 석축의 흔적이 확인되
는데 이곳이 봉수와 관련된 흔적으로 추정된다.
2) 도서지역 봉수
(1) 군산 어청도 봉수
어청도는 전북 서해상의 가장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섬으로, 군산에서 서북쪽으로 60㎞ 가량
떨어져 있다. 본래는 충청도의 홍주목에 속해
있었던 것이, 1901년 오천군(현재 충청남도 보
령시 오천면)이 생기면서 오천군에 편입되었다
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군산시에 편입
되었다.

봉수대는

어청도의

주산인

당산

(173.1m)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다.『조선보물
고적자료』에

의하면,“청도리(어청도)봉수대는

어청도의 당산인 서방산상에 있으며, 높이 7척
2간으로 원추상으로 석축하였다.”라고 기록되

그림 2. 어청도 봉수 실측도(김중규, 『2001년 군

어 있다. 봉수대가 자리하고 있는 곳은 현재

산지역 봉수대 조사보고서』에서 인용함)

군부대가 들어서 있으며, 봉수대는 무너져 있던 것을 국방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하
여 훼손시키지 않고 군부대에 의해 일부가 복원되어 관리되고 있다.
(2) 군산 연도 봉수
연도는 군산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섬으로, 군산에서 25㎞ 가량 떨어져 있으며, 뱃
길로는 2시간 가량이 소모된다. 연도의‘煙’자는 연기를 뜻하는 것으로 화창한 날에 연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중국 산동성까지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27). 연도 봉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최근에 군산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고군산군도 지표조사28)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고군산군도 주민들에 의하면, “연도의 중앙에 있는 산 봉우리에 봉화가 있었는데, 고군산군도
의 대장도 봉수와 신호를 주고받았다고 전해진다.”라고 제보해 주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현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위치 및 형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연도 봉
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의 동쪽 기슭에는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수습
24)『肅宗實錄』卷 15, 10年 8月 14日 丁未條.
25) 실제로 김제 길곶봉수는 부안 계화도봉수와 6.5㎞, 군산 사자암봉수는 군산 화산봉수와 4㎞, 군산
점방산 봉수는 군산 오성산봉수와 6.7㎞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다른 봉수에 비해 대응거리가
매우 짧다.
26) 군산대학교박물관, 2001, 『군산시문화유적분포지도』, 군산시.
27) 군산문화원, 2009, 『군산의 지명유래』.
28) 군산대학교박물관, 2010, 『고군산군도의 문화유적 -선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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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바 있는데, 이 가운데는 비교적 시기가 빠른 적갈색 연질토기편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29)되
어 있다.
(3) 군산 대장도 봉수
대장도는 고군산군도 중심섬인 선유도의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섬으로, 옛날에 남쪽의
장자도를 거쳐 선유도까지 현수교로 연결되어 있다. 대장도 봉수는 대장도의 중심 봉우리인
장자봉(140.8m)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산줄기의 끝부분에 자리하고 있다30). 이곳은 그리 높지
는 않지만 동쪽으로 돌출된 지형을 하고 있어, 고려시대 군산도의 중심지였던 선유도의 망주
봉(116.3m)과 조선시대 고군산진이 설치되었던 선유도 남섬의 진말마을 일대가 한 눈에 조망
된다. 현재 등산로의 개설 등으로 인해서 봉수대의 원형은 대부분 훼손되었으나 일부 석축이
잔존하고 있어 봉수대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군산 방축도 봉수
방축도 봉수는 방축도 선착장의 서북쪽에 우뚝 솟아 있는 산 봉우리(114.5m)에 자리하고 있
다. 이곳은 현재 송신탑이 들어서 있어 많은 부분이 파괴가 되었고, 연대로 추정되는 일부 석
축만이 잔존되어 있다. 봉수 주변에는 외풍을 막기 위해 동백나무를 심었으며, 그 밑으로 봉
수에서 생활했던 군사들의 병영터로 추정되는 대지가 마련되어 있다. 방축도 봉수에서는 주변
의 대장도, 연도, 어청도, 위도가 한눈에 조망되어 고대부터 서해안을 통해 항해하는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선시대 선유도에 고군산진의 설치함에 따
라, 대장도봉수와 더불어 고군산진과 관련된 권설봉수로서의 기능을 담당했을 것으로 판단된
다.
(5) 군산 개야도 봉수
개야도는 고군산군도에 속해있는 섬 중의 하나로 군산과는 직선거리로 약 10㎞가량 떨어져
있다. 섬은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서쪽에는 주로 민가와 경작지가 자리하고 동쪽으로 야트막
한 구릉이 섬 전체를 두르고 있다. 봉수는 이 구릉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당산 (66m)에 위치
한다. 현재 봉수와 관련된 석축이 일부 남아있다.석축은 현재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수풀이 우거져 있는데, 석축의 잔존높이는 50cm내외이며, 3∼4단이 남아있다. 잔존하는 석축
의 양상으로 보아 봉수의 평면 형태는 원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6) 부안 하왕등도 봉화산 봉수
부안군 위도에서 북서쪽으로 15㎞(8해리) 가량 떨어진 곳에 왕등도가 위치한다. 왕등도는 크
게 2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북쪽이 상왕등도이고, 남쪽에 있는 것이 하왕등도이다. 봉화산
봉수는 하왕등도의 남쪽에 우뚝 솟아 있는 봉화산의 정상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지금은
그 유지만 남아있을 뿐 봉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도면 대리마을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하왕등도 봉화산과 위도면 도제봉은 예전에 불을 피워 신호를 주고
받던 봉화터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하왕등도 봉화산 봉수와 위도 도제봉 봉수, 부안군 월고리 봉화산 봉수는 동-서로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서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선박의 항로 안내 및 감시 목적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7) 부안 위도 봉화산 봉수
위도면 치도리에서 북쪽으로 진리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600m가량 가다보면 동쪽에 도
제봉(봉수산)이 위치한다. 봉수는 도제봉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금은
29) 군산대학교박물관, 2001, 『군산시문화유적분포지도』, 군산시.
30) 대장도에 봉수가 있다는 사실은 선유도 문화유산해설사인 윤연수님의 제보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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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의 개설 등으로 인해 그 유지만 남아있다. 다만 도제봉 정상부의 주변에는 봉수의 축조
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산재되어 있다. 도제봉은 봉수산으로 불리고도 있는
데, 이는‘예전에 부안 월고리 봉수와 신호를 주고받던 봉화가 있었고 전한다.’는 것에서 유래
되었다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다.
도제봉 봉수는 위도에 있는 다른 봉우리에 비해 비교적 높이가 낮기는 하지만 진입이 매우 용
이하며 사방으로 서해가 한눈에 조망되는 곳에 위치하여 동쪽의 부안 월고리 봉수, 서쪽의 부
안 하왕등도 봉수 등과 함께 서해 연안으로 진입하는 선박의 감시 또는 안내의 역할을 담당했
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이 도서지역에는 그간의 지표조사를 통해 7개소의 봉수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봉수와 관련된 각종
기록에도 그 내용이 확인되지 있어 그 형태나 구조, 그리고 축조시기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어청도 봉수에 대해서는 17세기에 쓰여진 『備邊司謄錄』을 그대로 옮겨 적은『增補
文獻備考』에 나타난 숙종 33년(1667) 1월 16일 기사에는 어청도 봉수가 외안도(지금의 보령
시 외연도), 녹도, 원산도 봉수와 함께, 충청수영의 본거지였던 보령시 오천면의 망해정 봉수
로 신호를 전달하던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세말에 쓰여진『大東地
志』에는 어청도 봉수가 충청수영과 관련된 권설봉수로 기록되어 있어, 전신전화가 도입되어
우리나라의 봉수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19세기 말까지 운영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권설봉수란 本邑외에 군사적으로 중요하였던 本鎭, 行營, 水營에서 주변의 정보를 신속히 획
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한 봉수를 말한다31). 따라서 이 봉수들은 주로 해상
의 주요 섬에 위치하여, 섬 주변으로 항해하는 선박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해상에
적이 출몰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鎭이나 水營에 신속하게 그 소식을 전달하여 방어하는 기
능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大東地志』에 나타난 각 도의 권설봉수들은 대부분이
수군기지와 가까운 섬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새만금 권역 봉수와 연안항로
앞 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새만금권역에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9개소, 도서지역 7개소 등
모두 16개소의 봉수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봉수들
은 대부분이 해발 100∼300m 내외의 비교적 높은 산봉우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김제 길곶산
봉수만이 해발 100m가 되지 않은 낮은 산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김제 길곶산 봉수
는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해 쪽으로 돌출된 지형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대응봉수는 물론
주 감시권인 서해가 한 눈에 조망되는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부안 월고리 봉수∼군산
화산 봉수는 서해안에 맞닿아 있거나 서해 쪽으로 돌출된 지형에 자리하고 있으며, 군산 점방
산 봉수∼군산 불지산 봉수는 금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하여 금강을 통해 내륙으
로 들어오는 선박을 감시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새만금권역 봉수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선박이 닿았던 주요 포구와 매우 인접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변방의 소식을 중앙에 신속하게 전하는 봉수의 주된 임무와 동시에, 포구를 통해 드나드는 각
종 선박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의 등대와 같이, 해안선이 매
우 복잡한 서해를 따라 항해하는 조운선이나 무역선등의 안전한 항해를 돕는 길잡이 역할도

31) 보령시, 2009, 『보령시 소재 봉수대 정비 기본계획』,「保寧地域의 烽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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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도서지역에 자리
하고 있는 봉수들은 이러한 기능이 더욱 중요시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도서지역에 있는
봉수들 대부분 서해 연안항로가 통과하는 주요지
점과 기항지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
다.
이러한 봉수의 기능은 비단 조선시대에 국한된 것
만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서해 연안항로는 고
대부터 이용되고 있었음이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
과 고고학적 자료 등을 통해 증명되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해안가나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봉수들은 조선시대 이전에 체계화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운영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봉수가 도입
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북 서해안 지역
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과 문헌자료, 유적 등을 기
초로 서해 연안항로를 추정해 보고, 연안항로와
봉수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백강전투와 서해 연안항로
주지하다시피, 백강전투는 660년 당나라의 소정방
그림 3. 조선시대 5봉수로도

이 13만 대군을 거느리고 백강(기벌포라고도 함,
지금의 금강하구)에 백제군과 벌인 전투를 말한

다. 660년 6월 18일 당나라 장수 소정방은 유백영·방효태 등과 함께 13만 대군을 이끌고 중
국 산동성 내주(萊州) 성산(城山)을 출발,

6월 21일 덕물도(德物島, 현재의 인천광역시 옹진

군 덕적도)에 도착하여 신라의 김법민 등과 조우하여 7월 10일 사비성의 남쪽에서 합세하여
사비성을 도모하고자 결의 하였다32). 이에 소정방은 서해 연안을 따라 남쪽으로 항해하여 7월
9일 기벌포에 상륙하였다. 그러나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항해기록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三國遺事』, 太宗春秋公條에는 소정방이 1,900여척의 함선을 이끌고 온 것
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선단이 20여 일 간 바다에 머무르기에는 식수와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소정방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강과 가까운 곳에 정박하였
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고군산군도의 선유도이다. 선유도는 백강으
로 추정되는 금강하구에서 서남쪽으로 25㎞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으며, 선유도
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섬이 둘러쌓고 있어 풍랑을 피해 배를 정박하기 좋은 곳33)이다. 또한
그간의 지표조사를 통해 선사시대의 패총을 비롯하여 많은 수의 고분군, 유물산포지 등이 발
견되는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유도에서 10여일간 정박해 있던 소정방의 함대는 7월 9일 드디어 백강에 이르러 백제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며, 이에 승리한 소정방은 웅진강(지금의 금강)을 거슬러 사비성 남쪽 20리
지점까지 이르게 된다.
위에 설명한 백강전투에서 소정방이 항해한 항로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소정방은 서해 중부
32) 『三國遺事』 1, 紀異 2, 太宗春秋公條.
33) 『新增東國輿地勝覽』卷 34, 萬頃縣, 山川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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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항로를 지나 인천 앞바다의 덕물도에 이르게 된다. 덕물도에서 소정방은 남쪽으로 큰 장
애물이 없는 연안항로를 따라 충청남도 태안군 신진도 서쪽해역을 지나 보령시 외연도와 군산
시 어청도를 거쳐 고군산군도의 선유도로 정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금강하구에 상륙한
소정방은 금강과 육지를 따라 수륙 양동작전으로 사비성까지 진격하여 함락시키기에 이른다.
백강전투를 위해 소정방이 이용한 서해 연안항로는 삼국시대 뿐 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꾸준
히 사용되는 대표적인 연안항로로서 이 항로 상에 있는 외연도, 어청도, 연도, 개야도 등에 봉
수대가 자리하고 있어, 항로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정방
이 정박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유도의 서쪽에 있는 대장도에서도 봉수의 존재가 확인되었는
데, 특이한 것은 대장도의 최고봉이 아닌 동쪽에 돌출된 산줄기의 정상부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분히 선유도로 항해하는 선박을 길 안내를 위한 것으로, 서해 먼 바다에서 선유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대장도의 북쪽 연안에서 시야확보가 유리한 곳에 봉
수를 설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선유도에서 금강하구로 진입하는 길목에는 남쪽에 군산 점방산봉수와 북쪽의 서천 운은
산 봉수가 있으며, 금강변의 남쪽 강안(江岸)을 따라 오성산·불지산 봉수가 배치되어 있어, 이

그림 4. 새만금권역 봉수 및 해저유적의 위치와 연안항로

봉수들이 서해에서 금강을 따라 들어오는 선박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찍부터 사용되었
을 가능성이 높다.

그도 그럴 것이 금강변에 자리하고 있는 봉수의 주변에는 다수의 고대 산

성34)이 분포하고 있으며, 익산 입점리35), 군산 여방리·장상리 고분군36)을 비롯한 많은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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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고분군 자리하고 있다. 특히 오성산 봉수의 경우에는 오성산 토성지로 알려진 곳과 인접
해 있는데, 이곳에서는 격자문이 타날 되어 있는 연질토기편과 회청색경질토기편 등이 수습되
어 오성산 봉수가 이른 시기부터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2) 고려시대 서해 연안항로와 봉수
1123년 송나라에서 사신으로 고려에 파견된 서긍은 자신의 일정 및 고려의 문물, 실정 등을
『宣和奉使高麗圖經』에 비교적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특히 서긍이 흑산도에 다다랐을 때, 흑
산도에서부터 왕성까지 산 정상부에서 봉화를 피워 길을 안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배가 항
해하는데 있어 봉수가 매우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서긍은 중국 명주를 떠난 지 10일 만에 협계산-흑산-빈랑초-죽도 등을 거쳐 새만금해역에 진
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새만금 해역으로 진입하기 바로 전인 6월 4일 배가 정박한 죽도
는 지금의 영광군 낙월면 죽도리로 추정되는데, 이곳에서 고섬섬(苦苫苫, 지금의 부안군 위도)
이 멀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도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섬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일 병술일에 날씨는 청명하였다. 고섬섬을 지나가는데 죽도에서 멀지 않았다. 산들은 모두
엇비슷하였고 주민들도 있었다. 고려에서는 찌를듯한 고슴도치 털의 모양을 고섬섬(苦苫苫)이
라 한다. 이 섬의 나무들이 무성하나 크지 않아 바로 고슴도치 털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날 이 섬에 정박하자 고려사람들이 배에 물을 싣고 와 바치므로 쌀로 사례하
였다. 동풍이 크게 불어서 전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묵었다.
(『宣和奉使高麗圖經』, 권 36, 海道

3, 苦苫苫)

이상의 내용과 같이 고섬섬(苦苫苫)은 고슴도치 털의 모습과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전라북도
부안군에 속해 있는 위도의‘위(蝟)’자는 고슴도치를 뜻하는 것으로, 섬의 형세가 고슴도치와
닮아 위도(蝟島)라 하였다. 따라서 위의 기록에 등장하는 고섬섬은 위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
는데, 서긍이 고섬섬을 지나 정박한 곳이 군산도(지금의 고군산군도)임을 감안하면 이는 더 확
실해 진다.
위도는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읍 격포리에서 서쪽으로 15㎞ 가량 떨어진 해상에 자리하고 있
는데 그 북쪽에는 식도가 인접해 있으며, 서쪽으로 13㎞ 가량 떨어진 곳에는 상왕등도와 하왕
등도가 있다. 위도 봉수는 위도의 중앙부에 우뚝 솟아 있는 도제봉(166.3m)의 정상부에 자리
하고 있다. 현재 등산로의 개설 등으로 인해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유지만이 남아있으
며, 주변에 봉수가 있었음을 짐작케 해 주는 석재들이 산재되어 있다.
2009년 군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위도를 대상으로 학술지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도의 곳곳에
는 패총을 비롯한 삼국시대 고분군, 다수의 유물산포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
히 유물산포지에서 수습되는 고려시대 청자편들 중 상감청자를 비롯한 최상급 청자들이 섞여
있어 주목된다. 이는 고려시대 위도가 해상교역의 중심지로서 전남 강진과 더불어 우리나라
청자 생산의 메카인 전북 부안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자를 수도 개경으로 실어 나르던 연안항로

34) 금강변을 따라서 동쪽으로 군산 오성산토성·도정산성·어래산성·관원산성 등이 자리하고 있다.
35)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01, 『益山 笠店里 百濟古墳群』, 益山市.
36) 圓光大學校博物館, 2001, 『群山 余方里 古墳群』, 韓國道路工社.
圓光大學校博物館, 1992, 『沃構 將相里 百濟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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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점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위도 봉수는 서쪽의 왕등도37) 봉수와 동
쪽의 부안 월고리 봉수와 함께 청자운반선을 비롯한 무역선들의 뱃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
했을 것으로 보여 지며, 서긍도 당시 청자운반선의 항해로를 따라 북쪽으로 항해하여 개경까
지 들어갔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고려시대 이전에도 이 항로의 중요성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부안 월고리 봉
수의 북쪽 맞은 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죽막동 유적을 통해 알 수 있다. 죽막동 유적은
1991년 국립전주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 되었는데, 조사결과, 4세기 이후부터 조선시대 이르
는 해양제사유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출토된 유물을 보면, 백제토기를 중심으로 가야, 신라,
일본, 중국제 유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삼국시대 이 지역이 국제무역의 최대 거점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38).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부안 격포와 위도사이를 잇는 뱃
길의 이용이 성행하였다. 현재 위도면 치도리에는 청나라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문인석 1
쌍이 남아있다. 구전에 의하면, “위도와 격포사이에 작은 무인도인 임수도는 본래 인수도(人受
道)라 불리웠는데, 청나라 상인들이 오고갈 때 인수도 앞바다에서 배가 자주 침몰하자, 이를
막기 위해 사람을 바다에 빠뜨려 용왕님께 제를 올렸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을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이후부터는 사람형상의 돌을 만들어 빠뜨렸다.”라고 전해진다.
이 구전에 등장하는 임수도는 위도와 격포를 잇는 항로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도 위
도와 격포를 잇는 여객선은 이 항로를 이용하여 운행되고 있다.
서긍이 고려를 방문했을 때, 위도를 떠나 다음으로 정박한 곳이 바로 군산도(群山島)이다. 군
산도는 지금의 고군산군도,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선유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군산도에 관해
『高麗圖經』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6일 정해에 아침 밀물을 타고 운항하여 진각(오전 7∼9시)에 군산도에 이르러 정박하였다. 그
산은 열두 봉우리가 잇달아 연결되어 있는데, 둥그렇게 둘러쳐져 있는 것이 성과 같다. ……
배가 섬으로 들어가자 해안에서 깃발을 잡고 늘어서 있는 자들이 1백여 명이나 되었다. 동접
반이 서신과 함께 정사, 부사 및 삼절의 조반을 보내왔다. 정상와 부사가 접반에게 이첩하여
국왕에게 그들의 도착을 만나기 전에 먼저 알리는 서장을 보내니, 접반이 채색 배를 보내어
정사와 부사에게 군산정(群山亭)으로 올라와 만나주기를 청했다. 그 정자는 바닷가에 있고 뒤
에는 두 봉우리가 받쳐주고 있는데, 그 두 봉우리는 나란히 우뚝 서 있고 높은 절벽을 이루어
수백 길이나 치솟아 있다. 문 밖에는 10여 칸의 관아(官衙)가 있고, 서쪽의 가까운 작은 산 위
에는 오룡묘(五龍廟)와 자복사(資福寺)가 있다. 또 서쪽에 숭산행궁(崧山行宮)이 있고, 좌우 전
후에는 민가 10여 호가 있다. ……
(宣和奉使高麗圖經 권36, 海道 3, 群山島)
위의 기록을 통해 살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항로와 관련된 내용만
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서긍이 말하고 있는 군산도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볼 필요
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 것이 선유도에 있는 망주봉의 위치이다. 서긍은 당시 영접
행사가 열렸던 군산정(群山停)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정자는 바닷가에 있고 뒤에는 두 봉우
리가 받쳐주고 있는데, 그 두 봉우리는 나란히 우뚝 서 있고 높은 절벽을 이루어 수백 길이나
치솟아 있다.”라고 하였다. 망주봉은 선유도의 북섬39) 남쪽에 우뚝 솟아있는 2개의 암산(巖山)
37) 주민들에 의하면, “왕등도는 왕이 올랐었다고 해여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제보해 주었다.
38) 國立全州博物館, 1994,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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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위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으며, 동쪽 봉우리
의 중단부에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오룡묘가 자
리하고 있다.
2010년 1월 선유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지표
조사와 최근 숭산행궁 추정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다수의 청자편과 고려시대 기와편을 출토되
었는데, 청자편 중에는 청자양각토철문향로편을
비롯한 최상급의 상감청자가 포함되어 있어, 당시
사진 4. 군산 선유도 망주봉 전경

군산도의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수습된 유물 중에는 중국제 청자가 일부 포
함되어 있으며, 선유도 인근에서 수습된 것으로
보이는 송나라의 청자발과 원나라의 청자병이 국
립전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 고려시대 군산도
가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
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고려시대에는 망주봉을 중심으로 한 선유도
북섬 일대가 군산도의 중심지였을 것으로 판단된
다.

사진 5. 망주봉 주변에서 수습된 상감청자

위도에서 선유도의 북섬으로 가는 연안항로는 크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선유도의 서쪽에 있
는 관리도와 방축도를 사이를 지나 항해하는 루
트이며, 다른 하나는 위도에서 비안도, 신시도 등
을 경유하여 항해하는 루트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고군산군도의 동쪽에 있는 섬들을 우회
하여 돌아가야하기 때문에 항해시간이 길며, 선유
도·대장도 봉수와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순조로
운 항해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전

자의 경우는 거의 직선상의 항해루트로 선유도·대
사진 6. 선유도 인근에서 수습된 중국제 청자
(左: 송나라, 右: 원나라, 국립전주박물관소장)

장도 봉수와의 시야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
항로를 통해 항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

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서긍은 6월 5일 위도에 정박하여 하루를 묵고, 6일 아침 8
시에 군산도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위도에서 동틀녘에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3시간 가
량의 항해 만에 군산도에 도착한 것인데, 비안도, 신시도 등으로 우회하여 항해하는 루트를
이용해서는 이 시간 안에 군선유도의 북섬에 도착하기는 어렵다40).
이상과 같이 서긍은 위도에서 직선항해루트를 통해 선유도의 북섬에 도착하였으며, 군산정에
서 영접행사를 가진 뒤, 다시 북쪽으로 항해하여 부용산41), 마도42) 등으로 거쳐 예성항까지
39) 선유도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남섬과 북섬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금은 해변을 따라 시멘트로 포장
된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1960년대 선유도의 사진을 보면, 밀물 때는 물이 드러와 남섬과 북섬이
단절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0) 실제 현재의 동력선으로도 이 항로는 이용할 경우, 2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된다.
41) 『高麗圖經』에는 부용산에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高麗史』에 나오는 전남 영광군의 부용창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高麗圖經』에 기록된 부용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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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한 것이다. 그러나 서해를 따라 남북으로 항해하는 모든 선박이 서긍의 항로를 이용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같다. 왜냐하면 2000년대 이후 새만금 간척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서해상
의 수중발굴조사 결과, 비안도, 야미도 해역에서 청자를 실어 나르던 난파선이 발견되었기 때
문이다. 이 난파선들은 부안 유천리나 진서리 도요지에서 생산된 청자를 수도인 개경으로 옮
겨가는 과정에서 침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43), 이 경우 청자를 선적한 선박의 출발지는 변산
반도의 서쪽 끝에 자리한 격포항이 유력하다. 격포항에서 출항한 선박은 그대로 북진하여 비
안도, 야미도, 비응도 등으로 거치는 연안항로를 통해 개경까지 항해하였을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나거나 암초에 걸려 선박 좌초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이 항로는 서긍의 항로
보다 내륙 쪽으로 붙어 항해 하는 것으로, 고려시대 13조창인 진성창(전북 군산시)과 안흥창
(전북 부안군)의 물자를 개경으로 옮기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이
항로상에는 부안 점방산·계화도 봉수, 김제 길곶 봉수, 군산 사자암·화산 봉수가 해안선을 따
라 분포되어 있으며, 진성창이 자리하고 있었던 군산시 창오리 일원에는 군산 불지산 봉수를
시작으로, 서쪽으로 군산 오성산·점방산·연도 봉수가 분포하고 있어 정확히 항해로와 일치하고
있다.
한편 군산항에서 서북쪽으로 40㎞가량 떨어진 해상에 자리하고 있는 십이동파도에서도 난파
된 청자운반선이 발굴조사되었는데, 이 청자운반선은 강진·해남 일대에서 생산된 청자를 싣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44). 이 선박의 항해경로는 서긍의 항해루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남에서 출항한 청자운반선은 전남 신안군 비금도 해역을 돌아 곧장 북진
하여 신안군 임자도와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해역을 지나 부안군 위도에 다다랐으며, 위도에
서 다시 북쪽으로 운항하여 십이동파도 해역을 거쳐 군산 어청도로 가는 도중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
모두 종합해 보면, 고려시대 새만금 해역에는 크게 두 가지 항로가 통과했던 것으로 보여 진
다.
첫째로 비교적 먼 바다를 남북 직선상으로 항해하는 항로로 위도와 왕등도 사이를 관통하여
고군산군도의 서쪽 해역→십이동파도→어청도를 거쳐 충남 보령시의 외연도로 이어진다. 이
항로는 주로 전남 비금도 해역에서 개경으로 갈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서해 남부 횡단항로를
통해 들어오는 중국 상인이나 서긍과 같은 사신단이 주로 이용하였다. 또한 고려시대 13조창
중 남해안에 있었던 4개소(해룡창, 장흥창, 통양창, 석두창)의 조창에서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
과 강진이나 해남 등지에서 생산된 청자를 운반하는 선박 등도 이 항로를 통해 개경으로 항해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항로 상에 있는 주요 섬(비금도, 임자도, 안마도, 위도, 하왕등도,
어청도 등)에는 하나 같이 봉수가 분포되어 있다.
두번째로 서해안에 근접하여 항해하는 항로로 변산반도에 인접하여 항해하다가 동진강구와 금
강하구, 군산 연도를 거쳐 충남 보령시 원산도 해역으로 이어진다. 이 항로는 서해안 있었던
3개소의 조창(부용창, 안흥창, 진성창)에서 물자를 수송할 때 자주 이용된 것으로, 항로가 통
과하는 해안선을 따라 봉수가 분포되어 있어 뱃길을 안내하였다.

홍주관내에 있었으므로,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에서 찾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高麗圖經』에 마도는 왼팔의 감싸 안은 형국이라 하였는데, 충청남도 태안군의 신진도가 모습과 일
치한다. 또한 마도에는 안흥정이라는 객관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신진도의 서남쪽에 있는 안흥항 일
원이 아닐까 한다.
43)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4, 『群山 飛雁島 海底遺蹟』.
44) 國立海洋遺物展示館, 2005, 『群山 十二東波島 海底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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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이상으로 미력하나마 새만금권역에 분포되어 있는 산성과 봉수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서 살펴보았다.
새만금 권역의 산성들은 대체로 금강과 만경강, 그리고 동진강의 본류와 지류를 따라 연결된
교통로를 따라 배치되어 있으며, 삼국∼고려시대의 치소지를 중심으로 밀집 분포되어 있는 양
상을 보인다. 특히 삼국시대 백제 중앙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금강 하류역과 후백제 도성이었
던 전주로 연결되는 내륙수로, 그리고 백제 중방성이었던 정읍시 고부일원으로 연결되는 주요
길목에 다수의 산성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만금 권역에는 연안봉수 9개소, 도서지역 봉수 7개소 등 16개소의 봉수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봉수들이 그동안 조선시대 5봉수로의 5거루트에 해당되거나, 조선후기
에 권설봉수로 이해하여 그 초축 시기를 단순히 조선시대로 단정 지어 설명해 왔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이 봉수들은 삼국시대부터 복잡한 서해안을 따라 선박이 항해하던
항로상에 분포되어 있어, 봉수의 주된 기능인 신호전달기능 이외에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
는 등대의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일찍부터 해상을 통한 국제교류가 활
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심
하여 선박이 항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선박의 운항이 용이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했으며, 이러한 역할을 봉수가 대신했던 것이다. 실제로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대부분의
봉수가 해안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요 도서지역에도 많은 수의 봉수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
로 확인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성 및 봉수, 보루와 같은 관방유적은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유적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을 경우, 지표조사만으로도 충분한 학술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
고 있다. 반면에 축조재료가 석재 또는 흙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관리
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표상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을 경우, 훼손의 위험성이 다른 유적에
비해 매우 높다. 새만금권역에 분포되어 있는 대다수의 산성과 봉수도 현재까지 체계적인 조
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어, 정확한 구조와 형태, 조성시기 등을 파악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본 글의 논리 전개에 있어 신빙성 있는 고고학적 자
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지표조사를 현황만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여 상당부분 추론에 의존
할 수밖에 없음을 자인한다. 아무쪼록 하루라도 빨리 새만금권역 관방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그 전모를 밝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본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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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1분과)-1 토론]

조명일 선생님의 「새만금 관방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에 대한 토론
강원종(전주문화유산연구원)
새만금권역 즉 행정구역상은 전북 군산·부안·김제 일원이며, 서해와 금강·만경강·동진강 일원
의 산성과 봉수에 대한 분포양상은 매우 고무적이었으며, 또 현지조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
고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계기해 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정도의 개인적인 소
견을 토론문으로 대신하겠다.
1. 발표자께서는 금강유역권 산성의 분포양상을 살펴보면서 그 양상은 백제 중앙으로 가는 육
로와 전북 내륙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통로의 요충지에 방어권으로 설정하면서도 금강하류
권의 행정중심지로 보았습니다. 특히 용천산성을 방성급의 치소성으로 판단하면서 백제 5방성
중 서방성의 후보지로 보았다.
종래에 서방성은 전남 나주·영암, 충남 서산·예산 등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 서정석은 백
제부흥운동 중심지의 한 곳이었던 임존성(任存城)을 서방성으로 보면서 홍성 학성산성이 서방
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발표자께서는 용천산성에서 보여주는 백제유물과 더불어 성
내부의 넓은 가용공간, 어긋문의 형태, 그리고 1,000m이상의 규모 등의 측면에서 방성이라고
보았는데, 방성은 다른 행정치소성과 마찬가지로 한 쪽이 높고 다른 한 쪽이 낮은 삼태기형의
포곡식으로 되어야 하며, 성벽은 일정한 크기로 다듬은 성돌로 축성되어야 하며, 성문은 계곡
등과 같은 곳에 자리하며 평문식 구조를 보이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용천산성의 규모는 어느
정도 근접하나, 어긋문의 성문은 주로 백제산성의 암문에서 보여주는 특징이기 때문에 방성으
로 추정하기에 무리가 많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용천산성을 방성으로 보는 것보다 백제 시산
군의 치소성 내지 시산군의 피난성으로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2. 만경강유역권 산성의 현황 중 대산산성을 마서량현, 회미현성을 부부리현, 동지산리토성을
아혜현, 만경읍성을 두내산현, 사창산성을 수동산현으로 비정하고 있는데, 아혜현은 내리아현
의 오기로 판단된다. 여기에 제시된 산성의 형식이 모두 테뫼식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앞서
방성과 마찬가지로 군·현성인 경우도 행정관아가 들어설 만한 공간과 수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데, 현성으로 비정한 산성에서도 위와같은 특징이 보여지는지 궁금하다.
3. 줄포만권의 산성은 대부분 토성들로 이는 백제 중방성의 방어를 위해 축조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할 수 있는 견해로 이에 동감한다.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의 거점지의 하나
였던 주류성을 우금산성으로 보는 견해 이외에 우금산성을 부안군의 행정치소성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부안현은 백제 때 개화현(皆火縣)이었고, 경덕왕 16년(757)에 부령현(扶寧
縣)으로 바뀌었으며, 고려 때에는 보안현(保安縣)이라 했으며, 고려 말 우왕대에 부령현과 보
안현을 두었다. 조선 태종16년(1416)에 이르러 부령과 보안의 합쳐 지금의 부안이 되었다. 우
금산성에서 수습된 ‘O寧’명 명문와는 ‘扶寧’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의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
금산성을 고려시대의 부령현성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크고, 부령현의 자리는 지금의 부안읍 일
원인 점에서 볼 때 지리적으로도 부합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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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만금권역에 분포하고 있는 9개소 연안봉수는 조선시대 5봉수로 중 5거 직봉에 해당되는
연변봉수는 유사 시 변방의 소식을 전하는 주된 임무을 역할하며, 도서지역의 봉수는 鎭, 營
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권설봉수로 보는 점에서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처럼 봉수는
유사 시에 사용되는 점 이외에도 선박을 감시하고 등대와 같이 항해를 돕는 다는 점에서 약간
의 견해 차이가 있다. 등대라 함은 야간에도 불을 밝히어 그 위치와 상대방의 선박간의 안전
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군사적으로 긴급히 운영되어야 할 통신체제가 연안항로의 신호등으로
사용되었다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5. 서해 연안항로에 대한 식견은 전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
다. 다만 소정방의 백제침공로인 서해 중부 횡단항로와 서긍의 서해 남부 사단항로를 이용하
여 들어온 선박이 서해 연안을 따라 항해하는 항로상에 봉수가 분포되어 있어 선박의 운항을
용이하게 한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 내용은 바로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군사적인 시설을 등
대와 같은 운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발표자께서 서긍의 항로 중 위도와
선유도의 북섬으로 가는 연안항로를 하나는 선유도 서쪽의 직선루트, 다른 하나는 비안도, 신
시도 등 연안을 항로하는 루트 등 두 가지로 보면서 전자인 직선상의 루트로 항해하였을 것으
로 보고 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 중 쿠로시오 난류의 지류가 발해만까지 북상하면
서 서해 근접지역에서는 와류가 발생하여 해류가 남쪽으로 흐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
문에 서긍은 직선항로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굳이 봉수와의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순
조로운 항해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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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1분과)-2]

고고학으로 본 군산의 역동성
곽장근(군산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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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흔히 강과 바다는 옛날고속도로다. 군산은 만경강을 중심으로 북쪽에 금강, 남쪽에 동진강, 서
쪽에 서해 등 4개의 옛날고속도로를 거느린 교통의 중심지이다. 금남호남정맥의 신무산 뜬봉
샘에서 발원한 금강은 백제의 고도인 공주․부여를 거쳐 군산에서 서해로 흘러든다.1) 금강․만경
강․동진강 내륙수로와 해상교통로가 잘 갖춰져 삼국시대까지 연안항로가 그 이후에는 조선술
과 항해술의 발달로 군산도를 경유하는 횡단항로와 사단항로가 발달했다. 동시에 환황해권의
중앙부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선사시대부터 줄곧 문물교류의 허브역할을 담당해
왔다. 백제의 웅진․사비기 때는 백제의 대내외 관문이자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지로 막중한 역
할을 담당했다.2)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바다를 무대로 한 해양문화와 내륙수로를 통한 내륙
문화가 가장 역동적으로 응축된 곳이다.3)
1985년 옥구군4)을 시작으로 1988년 금강하류지역 정밀 지표조사에서 기대 이상으로 큰 성과
를 거두었다.5)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군장국가공단과 서해안고속도로,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송지구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지표조사도 더욱 활기를 띠었다.
2001년 군산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담아낸
책자가 발간됐다.6) 이를 계기로 군산은 ‘야외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문화유적이 밀
집 분포된 문화유적의 보고로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북에서 단일
지역 내 문화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군산시 매장문화재의 성격과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도 간헐적으로 추진됐다. 1993년

1) 금남정맥의 밤샘과 호남정맥의 까치샘에서 각각 발원하는 만경강과 동진강도 호남평야를 넉넉하게 적
셔주고 새만금에서 서해로 들어간다.
2) 李道學, ｢百濟와 東南아시아 諸國과의 交流｣, 충청학과 충청문화 7,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 171~200쪽; 백제 사비성 시대 연구, 서울, 일지사, 2010, 258~293쪽.
3) 곽장근, ｢새만금해역의 해양문화와 문물교류｣, 도서문화 제39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2,
7~38쪽.
4) 群山大學 博物館․沃溝郡, 沃溝地方의 文化遺蹟, 群山大學 博物館 學術叢書 第一冊, 1985.
5) 李世賢, ｢錦江 下流地域 文化財 精密 地表調査｣, 群山大學 論文集 第22輯, 1988, 367~433쪽.
6) 群山大學校 博物館, 全北 群山市 文化遺蹟 分布地圖, 群山市,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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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조촌동7)에서 처음 시작된 구제발굴은 군장국가공단 조성부지와 진입도로, 서해안 고속도
로, 전주권 광역 상수도, 군산역 신축부지, 수송지구 택지개발로 이어졌다. 당시 공사 구역에
포함된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구제발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장문화재의 성격과 그
시기를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군산 미룡동․산월리 학술발굴에서는 마한부터 백제까지
계기적인 군산의 발전과정을 조명할 수 있는 값진 고고학 자료도 쏟아졌다. 이 글에서는 현재
까지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백제까지 군산의 역동성을 권역별8)로 조
명하려고 한다.

Ⅱ. 선사시대 해양 문물교류의 허브
언제부터 군산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가를 추정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군산 내흥
동 유적9)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군산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중기부터 후기 구석기시
대로 추정된다. 군산역이 들어선 군산 내흥동에서 구석기시대의 유물층과 유기물 퇴적층이 확
인됐다. 우리나라 중․후기 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신생대 제4기 갱신세의 유기물 퇴적층이 확
인됐는데,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퇴적층의 연대가 40,000년 이전부터 20,000년까지로 밝
혀졌다. 당시의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데 값진 자료인 목재편과 씨앗류를 비롯하여 후기 구석
기시대의 석기류도 출토됐다. 이를 근거로 후기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는 역
사적 사실과 함께 당시의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값진 고고학 자료도 제공해 주었다.
기원전 7,000년경부터 시작된 신석기시대는 토기의 발명과 마제석기의 출현 등으로 상징된다.
이 시기의 초기에는 본격적인 농경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채집경제에서 생산경제로 탈바꿈
하면서 정착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유적이 처음 등장한다. 그리하여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대체
로 하천변이나 해안가에서 주로 발견된다. 금강의 관문인 군산은 리아시스식 해안과 크고 작
은 섬들이 많아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자연환경을 갖추었다. 이를 증명해
주듯 1967년 군산도의 선유도 전월마을 패총10)에서 빗살무늬토기편이 처음으로 그 존재가 알
려진 뒤 가도와 내초도․노래섬․띠섬․비응도․오식도․개야도 등의 인근 도서지역에서 대략 30여
개소의 신석기시대 패총이 발견됐다. 군산은 우리나라에서 신석기시대의 패총이 가장 밀집된
곳으로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제까지 전북지역에서 발견된 40여 개소의 신석기시대의
문화유적 중 3/4 정도가 군산에 자리하고 있다.
패총이란 과거 사람들이 굴이나 조개를 까먹고 버린 쓰레기더미를 말한다. 마치 무덤의 봉분
처럼 쌓여있다고 해서 조개무덤 혹은 조개더미라고 부른다. 지금부터 1만 년 전 쯤 자연환경
의 변화로 신석기인들이 바닷가에 모여 살면서 바다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출현한다.
7) 郭長根․柳哲․韓修英, 群山 助村洞 古墳群, 群山市․群山大學校 博物館, 1996.
8) 군산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의 분포양상을 근거로 임피권․옥구권․회현권으로 세분된다. 전북 익산시와
인접된 임피권은 금남정맥 왕사봉에서 오성산까지 이어진 산줄기를 경계로 금강과 만경강유역으로 나
뉜다. 군산에서 구릉성 산지가 발달한 곳으로 마한․백제 문화유적의 밀집도가 높고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군산 비응도․오식도 등 도서지역을 포함하는 옥구권은 밀물 때 금강과 만경강이 서로 연결
되면 본래 섬이었을 것으로 점쳐진다. 월명산에서 영병산까지 뻗은 산줄기에 마한의 생활유적과 분묘
유적을 중심으로 서쪽 기슭에 패총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임피권과 옥구권 사이에 위치한 회
현권은 마한부터 백제까지의 문화유적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됐지만 본래 섬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9) 忠淸文化財硏究院, 群山 內興洞遺蹟 Ⅱ, 2006.
10) 崔夢龍, ｢全羅北道 海岸 一帶의 先史遺蹟｣, 考古美術 8-5, 韓國美術史學會,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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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6000년 무렵부터 패총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해 신석기시대 동안
내내 만들어진다. 패총에는 굴이나 조개껍질이 토양을 알칼리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당시 사람
들이 식용으로 이용하던 동물이나 어류의 아주 작은 뼈도 잘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토기류․
석기류․골각기류․토제품 등의 생활도구를 비롯하여 고분과 주거지, 화덕시설이 발견되기도 한
다. 따라서 패총은 사람들이 남겼던 쓰레기장인 동시에 과거생활과 문화정보를 종합적으로 간
직하고 있는 고고학의 보물창고이다.11)
군장국가공단조성지역에 대한 구제발굴에서 20여 개소의 패총이 그 존재를 드러냈다. 군산 비
응도 등 모두 20여 개소의 신석기시대 패총이 발굴조사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상이 함
께 밝혀진 것12)은 군산이 처음이다. 군산 가도․띠섬․노래섬․비응도․오식도 패총에서 출토된 다
양한 유물의 분석을 근거로 그 상한연대가 신석기시대 전기인 기원전 4000년 경으로 확인됐
다. 이들 패총에서 내륙과 해안을 아우르는 토기류와 돌화살촉․돌도끼․굴지구․그물추 등의 석
기류, 어로도구인 결합식 낚시와 물고기 해체에 사용된 골각기류 등의 유물이 출토됐다. 그리
고 참돔․민어․복어․상어․돌고래 등의 물고기 뼈와 멧돼지․사슴 뼈도 수습됐다. 군산은 천혜의
지정학적인 이점을 잘 살려 신석기시대부터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양문화와 금강 상․중류지역
의 내륙문화 요소가 공존함으로써 신석기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입증됐다.13)
우리나라에서 기원전 1,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청동기시대가 시작된다. 이때부터 중국 북
방문화의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농경생활의 시작, 마제석기의 본격적인 사용, 사회복합도의
증가가 한층 뚜렷해진다. 그리고 토기의 표면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무문토기가 주종을 이루
어 달리 ‘무문토기시대’라고도 불린다. 기원전 700년경부터는 이전의 화전농법에 의한 밭농사
에 비해 거의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착농경인 논농사로 생활방식이 바뀐다. 이 시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석묘와 석관묘, 옹관묘 등 다양한 무덤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석묘는 함경북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전 지역에 골고루 자리하고 있으면서 전북 고창
군과 전남 화순군 등 호남지방에 밀집되어 있으며, 하나만 있는 경우도 간혹 확인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수기 내지 수십 기씩 무리를 이루고 있다. 지석묘의 상석은 정연하게 일렬로 배치되
어 있으면서 주변의 하천 혹은 산줄기의 방향과 평행하게 장축방향을 두고 있는 점에서 특징
을 보인다.
군산에는 10여 기의 지석묘가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고창과 부안 등 서해안의 다른 지역
에 비해 그 밀집도가 매우 낮다. 이 시기의 유적은 오성산을 중심으로 장계산부터 영병산까지
뻗은 산줄기, 개정면과 서수면 일대에 밀집되어 있다.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와 도암리, 서수면
관원리에서 생활유적이 조사됐다. 주거지는 원형계 혹은 방형계로 그 중앙부에서 타원형 구덩
이가 확인됐으며, 토기류와 석기류가 공반된 유물은 직립구연과 평저인 송국리형토기가 주종
을 이룬다. 비응도 패총에서는 머리가 없는 사람 뼈가 그 모습을 드러내 청동기시대가 달리
‘전쟁의 시대’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뒷받침해 주었다.14) 2000년 이상 청동기시대 인골이 비교
적 온전하게 보존된 것은 굴이나 조개껍질에 다량으로 함유된 알칼리성 때문이다. 개정면 아
동리와 임피면 축산리에서 풍화암반층을 장방형으로 파내고 그 안에 판석형 할석을 잇대어 놓
은 다수의 석관묘와 옹관묘가 조사됐다.
11) 하인수 외, 동삼동 패총문화, 동삼동패총전시관, 2008.
12) 湖南考古學會, 群山地域의 貝塚, 第3回 湖南考古學會 發表要旨文, 1995.
13) 이영덕, ｢錦江 汽水域의 新石器文化｣, 서해안의 전통문화와 교류, 한국대학박물관협회․군산대학교
박물관, 2010, 34~36쪽.
14) 尹德香, ｢飛鷹島｣, 群長國家工團造成地域(群山地域) 飛鷹島․駕島․筽篒島貝塚, 全北大學校博物館․
木浦大學校博物館․韓國土地公社,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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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30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중국 연과 고조선의 무력 충돌로 고조선 유이민들이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새로운 격변의 시기를 맞는다. 기원전 219년 진시황이 제나라 방사 서복
의 파견과 기원전 202년 제나라 왕 전횡이 군산 어청도로의 망명해 왔다. 고조선 멸망 이후
준왕의 남천15)과 서복의 불로초탐사, 전횡의 망명16)으로 중국의 선진문화 및 선진문물이 바닷
길17)로 직접 전파되는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익산 신동, 완주 갈동․신풍, 전주 만성동 등
만경강유역이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급부상하면서 초기철기시대의 분묘유적이 갑자기 대규모로
등장한다.18) 동시에 완주 상림리19) 등 만경강유역에서 중국식 동검을 비롯한 중국제 유물이
폭발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역시 전횡의 망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만경강유역이 테크노벨리로 급성장한 것은 외부적인 요인 못지않게 군산을 중심으로 잘
구축된 교역네트워크와 같은 내부적인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만경강유역의 관문인 군산으로
서북한의 새로운 철기문화의 전파로 만경강유역에서 초기철기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청
동기시대 후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철기제조기술이 유입되는 과정에 해로가 발달함에 따라 패
총의 규모도 더욱 대형화된다.20) 신석기시대부터 해양문화가 융성했던 군산의 중요성을 다시
금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고조선 유이민의 남하와 전횡의 망명으로 청동기시대 송
국리문화가 쇠퇴하고 지석묘 사회가 급격히 해체되면서 새로운 질서의 재편 과정은 마한의 형
성으로 이어진다.

Ⅲ. 마한의 말무덤과 패총의 중심지
우리나라에서 서력기원 개시 전후부터 300년경까지의 약 3세기 동안을 원삼국시대라고 부른
다.21) 1970년대 고고학계에서 처음 제기된 시대 구분법으로, 삼국이 고대국가 체제를 완성하
기 이전까지 삼국시대의 과도기적인 단계로 그 이전에는 철기시대․삼한시대․부족국가시대․성읍
국가시대․마한․삼국시대 전기 등으로 불리었다. 이 시기에는 청동기와 지석묘의 소멸, 철기문
화의 등장과 철 생산의 급증, 장인집단의 출현, 농경문화의 발전, 패총의 증가와 대형화, 전국

15)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 “기준이 참람되게 왕이라 칭하고 연나라 망명인 위만이 공격하여 빼앗았다.
그 좌우궁인들과 도망하여 바다로 들어가 한의 땅에 거하였다. 스스로 한왕이라 하였다.”라고 기록되
어 있다.
16) 전북 군산시 옥도면 於靑島에 제나라 사람 田橫을 모신 淄東廟가 있다. 치동묘에 얽힌 전설에 의하
면 “제나라 사람 왕담 동생으로 전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횡은 훗날 제나라의 재상에 오른 뒤
왕까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전횡은 한의 유방이 초나라의 항우를 이긴 후 천하를 통일하고 초패
왕 항우가 자결하자 의지할 곳이 없게 되어 두 명의 형제 및 측근과 병사 500여 명을 거느리고 돛
단배를 타고 서해로 탈출한지 3개월 만에 어청도에 도착했다고 한다. 전횡 일행이 어청도를 발견한
날은 바다 위에 안개가 약간 끼어 있었는데, 갑자기 푸른 섬 하나가 우뚝 나타나자 전횡을 비롯한
군사들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섬에 상륙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횡은 이 섬의 이름을 푸른
섬이라 하여 어청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라고 전해진다.
17) 중국 화남지방과 관련된 銅戈를 비롯하여 통나무관, 도씨검 등은 육로보다 해로를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윤태영, ｢한반도 사의 출현과 전개양상에 대한 연구｣, 2010, 경북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조).
18) 한수영, ｢만경강유역의 점토대토기문화기 목관묘 연구｣, 호남고고학보 39, 호남고고학회, 2011,
5~25쪽.
19) 全榮來, ｢完州 上林里 出土 中國式 銅劍에 關하여｣, 全北遺蹟調査報告 第6輯, 全州市立博物館,
1976, 2~26쪽.
20) 최성락․김건수, ｢철기시대 패총의 형성 배경｣, 호남고고학보 15, 호남고고학회, 2002, 57~82쪽.
21) 金元龍, 韓國考古學槪說, 서울, 一志社, 1986, 12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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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토기 제작 기술의 영향으로 김해식토기가 처음 등장한다. 그리고 이전 시기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목관묘와 목곽묘, 옹관묘가 더욱 대형화됐고, 여기에 지역성이 강한 주구
토광묘와 분구묘, 수혈식 석곽묘가 새롭게 출현한다. 군산은 마한의 표식적인 유물로 알려진
격자문과 승석문이 시문된 적갈색 연질토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는 마한에 54개의 소국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한의
영역이 오늘날 경기 서해안․충남․전북․전남 등에 걸쳐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소국은
대체로 현재 군 단위마다 하나씩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산에 지역적인 기반을
군 마한 소국들은 해양세력이거나 아니면 해상교역을 주로 하는 특수한 성격의 정치집단으로
추정된다.22) 종래에는 김해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하구 일대가 원삼국시대인 삼한 때 가장 발
전했던 거점지역으로 널리 통용됐다. 최근 군산을 중심으로 한 금강하구도 낙동강하구 못지않
게 마한의 해양문화가 융성했던 곳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금강과 만경강 관문인 군산
에는 해양교류와 해양경제를 발판으로 발전했던 두 세 개 이상의 소국들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23)
마한의 묘제는 주구묘와 분구묘, 옹관묘가 있다. 주구묘는 눈썹모양 도랑을 두른 형태로 그
매장주체는 토광묘에서 점차 옹관묘로 변해간다. 1993년 군산 조촌동에서 주구토광묘와 옹관
묘가 함께 조사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분구묘는 먼저 흙을 쌓아 분구를 만들고
다시 분구를 파내어 매장주체부가 조성된 것으로 그 평면형태가 원형․방형․장방형․제형이 있
다. 토광묘와 옹관묘가 분구묘의 매장주체부로 함께 사용된다. 군산에 마한의 지배자 혹은 지
배층 무덤으로 알려진 마한의 말무덤24)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말무덤은 ‘말’이 마(馬)

의 뜻으로 보고, ‘말’은 ‘머리’ 혹은 ‘크다’ 뜻으로 우두머리에게 붙여진 관형사로 파악하여 그
피장자는 마한의 지배층으로 추정하고 있다. 흔히 왕사슴을 말사슴, 왕고추잠자리를 말고추잠
자리, 왕매미를 말매미, 왕벌을 말벌로 부르는 것과 똑 같다.
군산대 캠퍼스 내 미룡동 말무덤에 대한 학술발굴에서 그 구조와 성격이 마한의 분구묘로 밝
혀졌다. 군산대에서 발굴비를 지원해 준 각별한 배려로 말무덤의 성격을 밝히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순수한 학술발굴이 추진됐다. 분구묘는 시신을 모시는 매장주체부를 중심으로 그 둘레에
도랑을 두른 형태를 말한다. 하나의 커다란 분구(墳丘) 안에 그 조성시기를 달리하는 여러 기
의 매장주체부가 자리한다. 군산 미룡동에서는 토광묘와 옹관묘 등의 매장주체부에서 흑색마
연토기와 단경호가 출토됐다. 분구는 그 평면형태가 남북으로 긴 장방형이며, 모두 9기의 토
광묘와 합구식 옹관묘가 확인됐다. 유물은 흑색토기와 낙랑토기의 속성이 강한 토기류를 중심
으로 소량의 철기류도 출토됐다.
<표 1> 군산지역 말무덤의 분포양상과 그 현황
유 적 명

유적의 위치

유 적 의

현 황

산줄기 정상부, 5기 내외, 길이 10m

개사동 말무덤

개사동 개삼마을 동쪽

개정동 말무덤

개정동 동개정마을 북쪽

내외
장군봉 관련 구전, 유실

미룡동 말무덤

미룡동

산줄기 정상부, 10기 내외, 학술발굴

군산대

캠퍼스

22) 윤명철, ｢동아지중해 문명과 변산반도의 해양적 위상｣, 동아시아 해양실크로드와 부안, 부안군․전
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25쪽.
23) 곽장근, 앞의 논문, 2012, 7~38쪽.
24) 姜仁求, ｢海南 ‘말무덤’古墳 調査槪報｣, 三佛金元龍敎授停年退任紀念論叢, 서울, 一志社, 1987,
5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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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곡리 말무덤
아동리 말무덤
A
아동리 말무덤
B
운회리 말무덤
A
운회리 말무덤
B

내
옥구읍 원이곡마을 남동
쪽
개정면 아촌마을 남쪽

산줄기 정상부, 유실

개정면 동정마을 동쪽

구릉지 정상부 일부 잔존, 논 속 유실

개정면 와룡마을 북쪽

논에 자리, 일제강점기 유실, 면담조사

개정면 와룡마을 남서쪽

구릉지 정상부, 일정강점기 유실

통사리 말무덤

개정면 우산마을 동쪽

관원리 말무덤

서수면 방령마을 남동쪽

서수리 말무덤

서수면 호산마을 북쪽

고봉리 말무덤

성산면 만동마을 북서쪽

산곡리 말무덤

성산면 산남마을 서쪽

쌍봉리 말무덤

옥산면 봉동마을 서쪽

읍내리 말무덤

임피면 송림마을 북쪽

축산리 말무덤

임피면 축산마을 북쪽

대정리 말무덤
A
대정리 말무덤
B

논, 한 기, 원형, 분구 직경 7m 내외

회현면 원당마을 북서쪽
회현면 월평마을 서쪽

산줄기 정상부, 3기 내외, 밭 개간 유
실
구릉지 정상부, 1기 보존, 여러 기 유
실
구릉지 정상부, 2기 보존, 길이 12m
구릉지, 일제강점기 경지정리사업 유실
구전으로 말무덤터, 마을 조성공사로
유실
구릉지 정상부, 1기, 밭 개간으로 유실
논 중앙부, 1기 유실, 경지정리사업 유
실
산줄기 남쪽 기슭, 1기, 일제강점기 유
실
구릉지, 직경 10m, 농경지 개간으로
유실
구릉지 정상부, 말무덤 유구 훼손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산지역 18개소의 분묘유적에 30여 기의 말무덤이 분포되어 있
다. 군산은 한마디로 말무덤의 왕국이다. 군산시 미룡동을 중심으로 개정면에서 5개소, 서수
면․성산면․임피면․회현면에서 2개소, 개사동․개정동․옥구읍․옥산면에 1개소의 말무덤이 있다. 본
래 바다와 인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정면 일대에 5개소의 말무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더
욱 관심을 끈다.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와 임피면 읍내리 등 일부 평지에 자리한 경우를 제외
하면 대부분 산줄기와 구릉지 정상부에 입지를 두었으며, 그 기수는 대체로 5기 내외로 미룡
동의 경우만 10기로 가장 많다. 말무덤 주변지역에 대규모 생활유적이 자리하고 있어 마한의
분묘유적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옥구권에 속한 개사동․미룡동 말무덤의 경우에는 산줄기
정상부에 말무덤이 자리하고 그 남쪽에 대규모 생활유적이 있으며, 바닷가인 서쪽 기슭에는
패총이 위치해 서로 긴밀한 세트관계를 보였다.
군산시 내흥동․신관동․조촌동, 수송동 둔율․축동, 대야면 산월리, 성산면 둔덕리, 서수면 관원
리에서도 다양한 마한의 무덤이 조사됐다.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에서는 분구묘와 옹관묘가 함
께 조사됐는데, 분구묘는 그 평면형태가 방형으로 분구의 중앙부에 토광묘가 자리하고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군산지역 주구묘와 분구묘는 구릉지와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두어 충남
서천군과 함께 금강 하류지역의 강한 지역성이 입증됐다.25) 금강 하류지역의 분구묘는 영산강
25) 최완규, ｢고고학으로 본 선사․고대의 군산｣, 전라북도 역사문물전 Ⅴ 군산, 2004, 176~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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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대형 분구묘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수송동 축동26)에서 최고위층과 관련된 분주토기가
그 모습을 드러내 큰 관심을 끌었다. 군산지역 마한 묘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한마디로
다양성이다. 더욱이 말무덤의 성격이 마한의 상징적인 묘제인 분구묘로 밝혀져 군산이 또 다
른 마한의 중심지였음을 뒷받침해 주었다.
청동기시대 후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철기제조기술이 유입되는 과정에 해로가 발달함에 따라
패총의 규모가 더욱 커진다. 이 무렵 금강과 동진강하구에 패총이 폭발적으로 급증한다. 금강
과 만경강 사이에 위치한 군산은 한마디로 ‘패총의 왕국’이다. 현재까지 한국고고학계에 보고
된 600여 개소의 패총 중 120여 개소가 군산에 자리한다.27) 군산지역의 패총에서는 표면에
격자문과 승석문이 타날된 적갈색 연질토기편이 유물의 절대량을 차지한다. 위에서 살펴 본
말무덤과 함께 마한의 역동성을 가장 잘 대변해 준다. 동시에 패총에서 수습된 유물과 똑 같
은 유물이 광범위하게 흩어진 200여 개소의 유물산포지도 역시 중요하다. 원삼국시대 문화유
적의 분포양상을 근거로 평가한다면, 군산은 문화유적의 밀집도가 낙동강하구를 능가한다.
그렇다면 군산지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나는 소금 산지와
다른 하나는 소금루트를 통한 교역체계이다. 소금은 인간생활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생필품
이다. 그만큼 국가의 성장에 있어서 국력의 요체가 되는 소금 산지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소금을 생산하던 제염유적의 존재가 발견되지 않
고 있다. 중국은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한 강소성과 산동성에서 바닷물을 끊여 소금을 생산하
던 제염유적이 상당수 조사됐다.28) 일제강점기 천일염이 생산되기 이전까지 바닷물을 끊여 소
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바닷물과 나무의 확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군산은 제염유적과
관련된 최적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천혜의 교역망을 통해 군산에서 생산된
소금이 소금루트를 통해 각지로 공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반으로 군산이 해양경제와
해양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했고, 마한과 관련된 100여 개소의 패총과 200여 개소의 유물산
포지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우리나라에서 마한과 관련된 문화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패총은 월명산에서 영병
산까지 남북으로 이어진 산줄기와 오성산 주변지역, 나포면과 회현면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
되어 있다. 군산의 내륙지역으로 그 위치상로 볼 때 의문점을 많다. 군산의 내륙지역에서 패
총이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대규모 간척사업과 관련이 깊다. 군산대 캠퍼스 내 땅을 파면
갯벌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본래 군산의 자연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대목이다. 현재와
같은 군산의 해안선은 불이농장 등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대규모 간척사업이 추진됨으로써
형성됐다.29) 우리나라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개사동 패총도 해안가에서 내륙으로 15km 가
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30) 군산대학교 서쪽을 감싸주고 있는 산줄기 서쪽 하단부로 본래 이
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남전․둔덕리 패총이 발굴조사를 통해 그 성격이 밝혀졌다. 서해안고속
도로 공사구간 내에 두 개소의 패총이 자리하여 구제발굴이 이루어졌다. 1996년 국립전주박물

26) 湖南文化財硏究院, 群山 築洞遺蹟, 韓國土地公社, 2006.
27)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한국의 조개더미(貝塚) 유적, 2010.
28) 王靑, ｢산둥성 북부의 해안선 변천과 海鹽 산업 연구｣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를 중심으로- 논
문 참조.
29) 예컨대 1920∼1922년 군산불이농장간척사업과 1938년 회현간척제방, 1970년대 군산임해공단조성,
1988년부터 시작된 군장국가산업단지조성이 가장 대표적이다.
30) 군산대학교 서쪽을 감싸주고 있는 산줄기 서쪽 하단부로 본래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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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주관으로 구제발굴이 이루어진 남전패총은 고지성을 띠는 남해안과 달리 오성산 북동쪽 기
슭 말단부에 자리한다.31) 구릉지의 북쪽 기슭에 입지를 둔 패각층은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6세
기까지 크게 6개의 문화층으로 세분된다. 제2문화층에서 기대와 소형토기 등 일본계 토사기가
출토되어, 당시 해상교통로를 통한 일본과의 국제교류가 유물로 입증됐다. 유물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골각기류로 생활도구인 칼 손잡이와 침, 화살촉, 무구인 복골이 상당량 출토
됐다.32) 오성산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구릉지의 남쪽 기슭에서 남전패총과 흡사한 성격을 띠는
둔덕리 패총이 조사됐다. 옥구권에 속한 가도패총에서는 백제 때 인골이 수습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33)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통사리, 대야면 산월리, 서수면 관원리,34) 성산면 여방리 남전․대명리․둔
덕리에서 주거지가 조사됐다. 이들 생활유적은 대체로 산줄기 정상부를 중심으로 대부분 남쪽
혹은 남서쪽 기슭에 입지를 두었다. 주거지는 그 평면형태가 대부분 방형계로 4개의 기둥구멍
과 함께 벽면에 도랑을 두르고 북벽과 북서벽에 부뚜막이 있다. 부뚜막은 음식물 취사가 이루
어진 곳으로 점토로 아궁이 틀을 만들고 연기를 배출시키기 위해 토기로 만든 굴뚝을 시설하
기도 했다. 부뚜막 주변에서는 대개 시루를 비롯해 솥으로 사용된 장란형토기와 솥 받침으로
쓴 발형토기가 함께 출토된다. 서수면 관원리에서는 진흙으로 만든 ‘ㄱ’자형의 초기 난방시설
이 벽면에 잇대어진 상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 큰 관심을 끌었다.
마한의 주거지는 대부분 화재로 폐기된 것으로 장란형토기를 비롯해 다양한 기종의 생활용기
가 상당량 출토되어 주거지의 조성시기와 그 특징을 밝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35) 토기류는 격
자문과 승석문이 타날된 적갈색 연질토기편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주요기종으로는 장란형
토기․발형토기․시루 등이 있다. 이외에도 철기류와 석기류, 골각기류가 더 있으며, 그 중심연대
는 3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까지의 생활유
적의 존재가 발견되지 않아 마한의 발전과정이 상당부분 공백상태로 남아있다. 군산에 지역적
인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마한 소국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학술발굴이 조속히 추진됐으면
한다. 마한의 유물이 절대량을 차지하는 120여 개소의 패총과 그 주변에 200여 개소의 유물
산포지가 함께 자리하여 더욱 관심을 끈다.

Ⅳ. 백제 내륙문화와 해양문화 응축

31) 전북대학교 박물관, ｢군산 여방리 남전 A 유적｣,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구간(서천-군산간)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한국도로공사, 1998.
32) 이외에도 고래․개․수달․강치․고라니․노루․사슴․말․소 등의 포유류와 조류, 어류, 패류, 파충류 등이 더
있다. 돼지나 사슴의 견갑골, 소의 갈비나 견갑골 등 동물 뼈에 구멍을 뚫거나 불에 달군 도구로 지
져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주술도구이다. 사슴과 멧돼지 중수골․중족골이 재료로 주로 사용됐다.
33) 忠南大學校博物館․, 群長國家工團造成地域內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Ⅲ) 駕島貝塚, 韓國土地公
社, 2001.
34) 마한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문화유적이 조사된 서수면 관원리유적이다. 임피권에 속한 곳으로 마
한 주거지 28기와 수혈유구 10여 기, 횡혈식 석실분 1기, 고려부터 조선까지의 토광묘 5기, 석관묘
와 구상유구 등이 조사됐다.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둔 횡혈식 석실분은 웅진기 유형으로 당시 백
제의 중앙과 재지세력과의 교류관계를 규명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조규택, ｢群山 官元里
Ⅱ-가 遺蹟 發掘調査 槪報｣, 호남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湖南考古學會, 2003).
35) 특히 3호와 20호 주거지에서는 주거지의 벽면을 따라 시설된 연도부가 정연하게 확인되어, 노지와
연도부의 구조를 밝힐 수 있는 값진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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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산 산월리, 마한과 백제의 보물창고
군산은 백제의 영역으로 시산군과 마서량현, 부부리현, 감물아현의 행정치소가 있었다. 삼국시
대 때 마한의 영토에서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됐으며, 그 시기는 온조왕대라는 기록과 달리 4
세기 말엽을 전후한 근초고왕대로 추정된다. 근초고왕의 남진정책에 따라 군산을 포함한 전북
서부지역이 백제에 정치적으로 편입되면서 마한의 지배층 무덤인 분구묘가 일시에 자취를 감
춘다. 그리하여 영산강유역의 상징적인 묘제인 대형 분구묘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다. 삼
국시대 때 백제 시산군에 속했던 감물아현의 행정치소인 익산시 함열읍이 군산에 속했다. 익
산시 북서부 지역에 대부분이 군산에 속했기 때문에 익산 입점리·웅포리까지 논의 대상에 포
함시켜 군산의 역동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마한부터 백제까지 군산의 발전과정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곳이 군산 산월리이다.36) 대야공
용터미널 동쪽에 남북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로 임피권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2001년부
터 군산문화원과 문화제청의 발굴비 지원으로 세 차례의 학술발굴에서 마한의 생활유적과 분
묘유적, 백제의 분묘유적이 조사됐다. 마한의 생활유적이 폐기되고 그 위에 백제의 분묘유적
이 조성됐는데, 이곳에서 북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마한의 분묘유적이 있다. 마한부터 백
제까지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이 동일 지역에서 함께 조사되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백제 근초고왕의 남진정책으로 마한이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되는 과정에 분묘유적의 위치도
커다란 변화를 보인다. 금강 하류지역에서 수혈식 석곽묘가 더욱 커지고 5세기 중엽 경 횡혈
식 석실분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37) 마한부터 한성기까지의 분묘유적은 대체로 산줄기 정상
부에 입지를 두었다가 웅진․사비기를 거치면서 남쪽 기슭으로 이동한다. 군산 산월리는 산줄
기 정상부에 입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마한의 묘제적인 전통이 그대로 계승된 한성기 백제의
분묘유적으로 판단된다. 군산에는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둔 한성기 백제 분묘유적의 밀집도
가 높아 강한 지역성을 보인다.
군산 산월리에서 3기의 수혈식 석곽묘와 7기의 횡혈식 석실분이 조사됐다. 횡혈식 석실분은
생토암반층을 파내어 묘광을 마련하고 그 내부에 방형 혹은 장방형의 석실이 축조된 지하식이
다. 석실의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산월리 2호분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할석을 가지고 위
로 올라가면서 벽석을 약간씩 들여쌓고 한매의 개석으로 덮었다. 연도는 그 길이가 짧고 모두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8호분은 가락동 4호분38)과 공주 보통골 17호분39)과 흡사하게 남
벽과 서벽 사이에 비스듬히 연도를 두었다. 유구의 속성에서 백제고분의 정형성보다 오히려
과도기적인 특징을 강하게 보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 마한 사람들은 소나 말을 탈 줄 몰랐지만 사람이 죽어 장사 지
낼 때 소나 말뼈가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40)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산월리 2․3호분에서 말
이빨과 말뼈가 부장된 상태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41) 마한의 말뼈를 부장하는 매장풍습이 백
제고분에서 확인된 것은 마한과 백제의 계기적인 발전과정을 방증해 주었다. 백제의 진출로

36)
37)
38)
39)
40)

군산대학교 박물관, 군산 산월리 유적, 군산시․문화재청, 2004.
방민아, ｢금강 하류지역 백제 횡혈식 석실분 연구｣, 2012,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잠실지구유적발굴조사단, ｢잠실지구유적발굴조사보고｣, 한국고고학보 3집, 한국고고학회, 1977.
안승주·이남석, 공주보통골백제고분군발굴조사보고서, 공주대학교 박물관, 1992.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 “소나 말을 탈 줄을 모르지만 사람이 죽어 장사지내는데 소나 말을 사
용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41) 군산 산월리 2호분 장방형의 석실 바닥면 중앙부에서 말 이빨과 길이 50cm 내외의 크기로 잘린 말
뼈가 가지런히 놓인 상태로 출토됐다. 아마도 무덤 주인공이 세상을 떠나자 장례를 치루는 과정에
후손들이 일부러 넣어 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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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한의 토착세력집단이 횡혈식 석실분이라는 새로운 묘제를 수용했지만 말뼈를 부장하는 마한
의 매장풍습인 장제가 그대로 계승됐음을 알 수 있다.
군산 산월리에서 토기류와 철기류, 구슬류 등 6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아마도 백제의 분
묘유적 중 유물의 출토량이 가장 많고 그 종류도 매우 풍부하다. 백제의 중앙과 지방을 비롯
하여 왜계 토기도 포함된 토기류는 달리 ‘백제토기박물관’으로 불릴 정도로 대부분의 기종이
망라되어 있다. 다행히 도굴의 피해를 입지 않은 2호분은 시신을 모신 목관이 안치된 부분을
제외하면 유물이 부장되어 추가장이 확인됐다. 1970년대 예비군 훈련장을 조성하면서 유구가
심하게 훼손됐지만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됐다.
서울 풍납토성과 부안 죽막동에서만 출토된 횡병은 2호분에서 2점이 함께 출토되어 큰 관심
을 끌었다. 백제고분인 횡혈식 석실분에서 횡병이 출토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군산 산월리가
처음이다. 8호분 대부장경호는 산월리 출토품이 유일하며, 아직껏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 예가
없다. 백제토기의 상징적인 기종인 삼족토기는 모두 15점으로 배신의 직경이 10∼30cm로 매
우 다양하다. 전주 마전과 완주 상운리 등 만경강유역과 청주 신봉동, 공주 수촌리 등 금강유
역의 내륙문화요소가 모두 확인되어 토기류 조합상을 근거로 군산의 역동성이 확인됐다.
군산 산월리의 가장 큰 특징은 철기류의 종류가 풍부하고 그 출토량이 많다는 점이다. 3세기
이후에는 철기의 생산규모가 더욱 확대됐으며, 그 이전 시기보다 더욱 정교한 제철과 야금기
술을 가진 전문 장인집단의 등장으로 다양한 철제농기구와 철제무기가 갑자기 비약적으로 증
가했다. 무덤에 철기류를 풍부하게 넣어 주는 매장풍습은 마한의 상징적인 매장풍습이다. 군
산을 무대로 마한의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해양세력이 백제 한성기까지 그 발전 속도를 멈추
지 않고 융성했음을 뒷받침해 주었다. 동시에 군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토착세
력집단이 매우 강성했다는 역사적인 사실도 대변해 준다.
환두대도는 마한의 상징적인 무기류로 제철기술이 발달하고 전쟁이 잦아지면서 그 길이가 길
어졌다. 3세기 후반 대 이후에는 중요한 전쟁무기이자 신분을 상징하는 도구로 자리 잡았다.
환두부에 장식된 문양의 종류에 따라 삼엽문․용문․용봉문․봉황문으로 세분된다. 마한의 표식적
인 위세품으로 알려진 환두대도는 2호분에서 1점과 3호분에서 2점, 4호분에서 1점, 6호분에
서 2점 등 6점이 출토됐다. 모두 둥근 고리형태부분에 문양이 없는 소환식으로 군산의 역동성
과 함께 산월리의 지역성을 강하게 담고 있다. 횡혈식 석실분에서 환두대도가 다량으로 출토
된 것은 금강 하류지역에서 군산 산월리가 처음이다.
모두 253점의 구슬류가 출토됐는데, 백제의 횡혈식 석설분에서 구슬이 풍부하게 부장된 것은
마한의 매장풍습 영향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슬의 출토현황을 정리하면 2호분에서
4점과 3호분에서 147점, 4호분에서 8점, 5호분에서 16점, 6호분에서 41점, 7호분에서 29점,
8호분에서 8점이 출토됐다. 아마도 백제의 분묘유적에서 산월리 만큼 구슬류가 다량으로 출토
된 곳은 많지 않다. 마한부터 백제까지 군산의 계기적인 발전과정이 산월리에서 출토된 구슬
류를 통해서도 입증됐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마한 사람들은 구슬 목걸이를 보배로 삼는데 옷에 꿰매 장식하기도 하
고 혹은 목에 매달기도 하고 귀에 달기도 한다. 금은 비단은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기록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마한 사람들은 금․은․비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구슬류를 보배로 생
각했던 것 같다. 군산지역 마한계 분묘유적에서 구슬류가 다량으로 출토되어 문헌의 내용을
사실로 증명해 주었다. 그런가 하면 익산 송학동 6-1호 마한의 주거지에서 구슬을 만드는 데
사용된 거푸집이 출토됨으로써 마한의 구슬제작을 유물로 확인시켰다.42)
42)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송학동 유적, 전북개발공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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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산월리는 마한과 백제의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이 동일 유적에서 함께 조성되어,43) 마한이
백제에 어떻게 복속됐는가와 당시의 사회상과 생활상을 밝히는 데 좋은 고고학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유구가 심하게 훼손된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학술발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으로 값진 고고학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앞으로 마한부터 백제까지 군산의 발전과
정과 그 역사성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학술발굴이 조속히 추진됐으면 한다. 우리나라에서
마한과 관련된 문화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군산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한 차례의 학술발굴도 추진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

2. 백제의 분묘유적과 생활유적의 보고
군산에서 구제발굴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곳이 군산 조촌동이다.44) 1993년 군산 조촌지구 택
지개발공사 중 우연히 백제고분이 절단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 유적의 존재가 알려졌다. 군
산시청 동쪽 매미산 남쪽 기슭에 입지를 둔 분묘유적으로 마한부터 백제까지 군산지역 묘제의
변천과정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마한의 주구토광묘와 옹관묘, 백제의 수혈식 석곽묘․횡혈식 석
실분․횡구식 석곽묘 등 다양한 무덤이 망라되어 있다. 마한의 주구토광묘와 옹관묘는 산줄기
정상부에 백제의 고분은 대체로 남쪽 기슭에 입지를 두었다.
백제고분은 그 평면형태가 장방형과 세장방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벽석은 그 크기가 일정하
지 않은 할석과 판석형 석재까지 다양하다. 벽석의 축조방법과 석실의 평면형태에서 웅진기부
터 사비기까지 백제고분의 전개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줬다. 유물의 출토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3호분 관고리의 출토상태를 근거로 추가장이 명확하게 확인됐다. 구릉지 정상부에
마한의 주구토광묘와 구상유구가 자리하고 있는 점에서 토성산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
측된다.
군산지역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분묘유적이 성산면 여방리이다.45)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공사
로 구제발굴이 이루어진 곳으로 대명산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산줄기 남쪽 기슭에 자리한다.
백제의 웅진․사비기에 속한 수혈식 석곽묘와 횡혈식 석실분, 횡구식 석곽묘, 옹관묘와 토광묘
등 88기의 고분이 조사됐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극심한 도굴과 벽석의 반출로 유구가 심
하게 유실 내지 훼손되어 유물의 출토량이 많지 않았다. 도굴의 피해를 입지 않은 7기의 처녀
분에서도 유물의 출토량이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으로 만든 화형장식과 은제팔찌를 비롯한 위신재와 최초로 그 모습을 드
러낸 화덕모양 토기는 당시 시대상과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금강하구에 내
륙수로와 해양교류를 기반으로 발전했던 강력한 토착세력집단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
강을 사이에 두고 그 북쪽에 위치한 서천 봉선리에서도 금으로 만든 꽃모양장식과 금으로 만
든 영락장식이 출토되어 군산과 서천이 전략상 요충지로서 금강하구의 중요성을 최고로 높였
다.
군산시 서수면과 익산시 웅포면은 분묘유적의 밀집도가 높다. 금강유역에 속한 곳으로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장상리46)와 익산리 웅포리․입점리가 하나의 권역을 이룬다. 1986년 익산 입점
43) 전북 군산시 개정면과 성산면 경계인 고봉산에서 대야면 소재지까지 뻗은 산줄기 정상부에 마한의
생활유적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북쪽으로 200m 가량 거리를 두고 마한의 분묘유적이 있다.
마한의 생활유적이 폐기된 뒤 그곳에 10여 기의 수혈식 석곽묘와 횡혈식 석실분으로 이루어진 백제
의 분묘유적이 조영됐다.
44) 郭長根․柳哲․韓修英, 1996, 앞의 책.
45) 崔完奎․金鍾文․李信孝, 群山 余方里古墳群, 韓國道路公社, 2001.
46) 崔完奎․金鍾文․李信孝, 沃溝 將相里 百濟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圓光大學校 博物館,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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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47)에서 금동제 관모와 금동제 신발이 고등학생에 의해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되어 몇 차례
의 학술발굴을 거쳐 현재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다. 백제는 마한의 세력을 복속시키는 과정에
마한의 중심지역 수장을 지배 내지 통제하기 위해 최고의 위세품인 금동제 관모를 보낸 것으
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세품의 확산과 중국제 도자기 등장, 백제토기의 확산은 고대국가로 성
장한 백제의 진출에 따른 마한세력의 복속과정을 대변해 준다.
익산 입점리 서쪽에 인접된 나포면 나포리 일대48)에도 백제계 고분이 광범위하게 분포된
것49)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조속한 학술발굴이 요망된다. 익산 웅포리 학술발굴50)에서 한성기
궁륭상 횡혈식 석실분이 그 모습을 드러내 금강 하류지역의 역사적인 위상을 최고로 높였다.
금강유역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토착세력집단은 해상교통로와 내륙수로로 백제의 중앙과 긴밀
한 교류관계를 바탕으로 발전한 해양세력으로 추측된다. 동시에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
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든든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옥구권은 백제 마서량현으로 경덕왕 16년(757) 옥구현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마한의 최대
거점지역인 옥구권에서 백제 분묘유적의 존재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어 많은 궁금증을 자
아낸다. 군산대 서쪽 남북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인 군산 신관동에서 주구를 두른 합구식 옹
관묘가 조사됐다.51) 옥산면 당북리 백석제 북쪽 산줄기 정상부에서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할
석만을 가지고 벽석을 쌓고 그 주변에 주구를 돌린 2기의 지상식 백제고분이 조사됐다.52)
옥구읍 옥정리와 미제저수지 서쪽에 남북으로 뻗은 산줄기 남쪽 기슭에서 판석형 할석을 가지
고 벽석을 쌓은 사비기 횡혈식 석실분이 조사됐다.53) 마한의 묘제적인 속성이 강하게 담긴 옹
관묘와 지상식 석실분, 백제 후기의 횡혈식 석실분이 조사되어 옥구권의 다양성이 확인됐다.
그렇지만 백제 마서량의 행정치소로 추정되는 옥구읍 상평리 일대에서 백제 분묘유적의 존재
가 발견되지 않아 아쉬움을 더해 준다. 앞으로 옥구권에 설치된 백제 마서량현의 성격을 밝히
기 위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가 절실히 요망된다.
임피권과 옥구권 사이에 위치한 회현권이다. 백제 부부리현의 행정치소로 통일신라시대 때 회
미현(현재의 회현면)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고, 조선시대 옥구현으로 편입될 때까지 독립된 행
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직까지 회현권에서 한 차례의 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백제
부부리현의 실상과 그 역사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의 지표조사에서 군산시
회현면 소재지 일대에 마한부터 백제까지의 문화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 대정리․고사리․남내리 등 10여 개소의 분묘유적은 대부분 남쪽 기슭에 입지를 두어 백제
고분의 속성을 강하게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분묘유적은 대체로 지형이 완만한 남
쪽 기슭 하단부에 입지를 두고 있는 점에서 서로 강한 공통성을 보인다. 본래 회현권에 지역
적인 기반을 둔 토착세력집단은 줄곧 해양교류와 해양경제를 기반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추측

47) 趙由典 외, 益山 笠店里古墳 發掘調査報告書, 文化財硏究所, 1989. 崔完奎․李永德, 益山 笠店里
百濟古墳群,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財硏究所, 2001.
48) 金善基, ｢益山郡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先史遺蹟｣, 馬韓·百濟文化 第九輯, 圓光大學校 馬韓·百
濟文化硏究所, 1986, 59~118쪽.
49) 崔完奎, ｢益山郡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古墳·陶窯址｣, 馬韓·百濟文化 第九輯, 圓光大學校 馬
韓·百濟文化硏究所, 1986, 119~156쪽.
50) 金三龍·金善基, ｢益山 熊浦里 百濟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馬韓·百濟文化 第十一輯, 圓光大學
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88, 105~154쪽. 崔完奎, 益山 熊浦里 百濟古墳群, 財團法人 百濟文
化開發硏究院·圓光大學校博物館, 1995.
51) 群山大學校 博物館, 群山 堂北里․新觀洞, 韓國水資源公社, 2002.
52) 群山大學校 博物館, 群山 阿東里, 2002.
53) 群山大學校 博物館, 群山 玉井里 古墳群, 群長工業地區建設事務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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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아마도 만경강 내륙수로의 관문이라는 지정학적인 이점에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점쳐진
다.
백제의 전략상 요충지로 군산의 중요성을 대변해 준 곳이 오성산(227.7m)이다. 소정방의 오성
산 전설54)이 깃든 곳55)으로 금강․만경강․동진강하구를 비롯하여 군산도와 계화도, 미륵산과
황방산, 부여 부소산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오성산이 마한부터 백제까지 전략상 요충지로 발
돋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금강하구와 그 주변지역이 한눈에 잘 조망되는
이점을 살려 두 개의 산봉우리를 두른 오성산토성이 있다. 이 토성은 포곡식으로 계곡부에 판
축법과 산기슭에 삭토법으로 성벽이 축조됐으며, 유물은 격자문과 승석문이 시문된 마한의 적
갈색 연질토기편과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다량으로 수습됐다.
오성산 북쪽을 제외한 남쪽과 서쪽 기슭에 대규모 분묘유적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1999
년 서해안고속도로 군산 인테체인지 조성공사로 한 차례 구제발굴이 이루어졌다.56) 백제의 수
혈식 석곽묘와 횡혈식 석실분, 통일신라시대 횡구식 석곽묘가 조사됐다. 이외에도 지석묘와
패총, 토기요지와 도요지, 수심사지와 관성암지, 우물, 봉수 등 다른 문화유적이 공존하여 달
리 ‘야외박물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다양한 문화유적이 밀집
분포된 곳은 그다지 많지 않다. 금강의 관문에 해당하는 오성산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밝히기
위한 학술발굴과 활용방안이 모색됐으면 한다.
삼국시대 군산을 이해하는 데 산성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삼국시대 산성으로는 위에서
살펴 본 오성산 토성과 용천산성을 중심으로 10여 개소가 있다. 백제 시산군 행정치소인 군산
시 임피면 소재지 서북쪽 용천산에 입지를 둔 용천산성은 동쪽 골짜기를 아우르는 포곡식으로
그 둘레가 800m 이상이다. 군산을 중심으로 한 금강 하류지역에 밀집 분포된 산성 중 최대
규모로 웅진․사비기 백제의 관문으로서 전략상 군산의 중요성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곳이다. 임피면 소재지 남쪽 남산 정상부에 입지를 둔 남산산성에서는 만경강유역이 한눈에
잘 조망된다.
금강 내륙수로를 조망하고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산성도 있다. 군산시 서수면과 나포면을 잇
는 수레재 북쪽 관원리산성, 익산 입점리 남쪽 칠목재 부근 어래산성과 도청산성이 여기에 속
한다. 백제의 행정치소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만경강하구에도 2개소의 산성이 있다. 하나는
마서량현의 행정치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만경강하구 북쪽 옥구읍 수산리에 자리한 대산
산성이다. 다른 하나는 부부리현 행정치소인 회현면 소재지 북서쪽 금성산에 입지를 둔 박지
산성이다. 이들 산성은 서해 만조 때 금강과 만경강이 서로 연결됐기 때문에 금강과 만경강유
역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군산을 중심으로 한 금강과 만경강하구는 백제 웅진기부터 줄곧 백제
의 대내외 관문지로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 더욱이 군산과 그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된 백제
의 분묘유적 및 관방유적은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로서 군산의 중요성을 웅변해 주
었다. 이를 근거로 백제 후기 전국을 5방으로 나눌 때 서방이 군산에 자리하고 있었을 가능성
54) 여지도서와 호남읍지에 “읍지에 말하기를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칠 때 이 산 아래 주둔
하였는데 누런 안개가 해를 가리어 헤매어도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 홀연 다섯 노인이 와서
진 앞에 이르므로 정방이 길을 물었는데 노인들이 말하기를 네가 우리나라를 치고자 하는 데 어찌
길을 가르쳐줄쏘냐하였다. 정방이 화내어 다섯 노인을 죽이고 갔다. 회군하는 날에 뉘우치고 신령스
런 사람으로 생각하여 이 산에 장사지내고 이어 오성산이라 불렀다 한다. 산꼭대기에는 지금도 五聖
의 터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55) 김종수, ｢660년 백강 전투와 오선상 전설｣, 전북사학 제33호, 전북사학회, 2008, 5~34쪽.
56) 全北大學校 博物館․群山大學校 博物館, 西海岸 高速道路 建設工事(舒川-群山間) 北群山 IC區間 文
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桃岩里, 韓國道路公社,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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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다가 경덕왕 16년(757)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시산군이 임피군, 마서
량현이 옥구현, 부부리현이 회미현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당시 임피군은 옥구현과 회미현
을 비롯하여 함열현까지도 거느린 행정상 최고의 중심지였다. 어찌 보면 1500년 전 군산시
임피면은 군산의 행정 일 번지였던 것이다. 삼국시대 군산의 역동성이 배인 매장문화재의 역
사성과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한 학계와 행정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망된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에서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백제까지
군산의 역동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군산은 금강․만경강․동진강을 따라 내륙수로와 해상교통로
가 거미줄처럼 잘 갖춰져 선사시대 이래로 줄곧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
다. 군산은 천혜의 지정학적인 이점을 배경으로 신석기시대부터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양문화
와 금강 상․중류지역의 내륙문화 요소가 공존하여 신석기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입증됐다.
초기철기시대 때는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철기문화가 전래되었고, 제나라 전횡이 망명함으로써
금강과 만경강유역이 당시 테크노벨리로 융성할 수 있도록 든든한 해양교류와 해양경제의 중
심지를 이루었다.
군산의 해양문화를 기반으로 마한 때 거점지역으로 더욱 융성했다. 마한의 지배층 무덤으로
알려진 18개소의 말무덤과 군산 미룡동․수송동 축동, 임피면 축산리 분구묘 학술발굴에서 군
산의 역동성이 입증됐다. 군산 개사동과 성산면 여방리 남전 패총 등 100여 개소의 패총은 군
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마한의 토착세력집단이 소금생산 등 해양경제를 기반으
로 발전한 것으로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그 밀집도가 가장 높은 말무덤과 패총은 마한 때 군
산의 역사적인 위상을 최고로 높였다. 금강과 만경강의 관문인 군산에는 해양경제와 해양문화
를 토대로 발전했던 두 세 개 이상의 마한 소국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백제에 이르러서도 마한의 역동성이 그대로 계승됐다.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에서 산줄기 정상
부에 입지를 둔 분묘유적과 구슬류 및 철기류의 풍부한 부장, 무덤에 말뼈를 넣는 매장풍습에
서 마한과 백제의 긴밀한 관련성이 입증됐다. 마한부터 백제까지 계기적인 발전과정을 일목요
연하게 보여준 곳이 군산이다. 한성기 때는 서해의 연안항로로 백제의 중앙과 교류 및 교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산월리에서 백제계 유물과 함께 백제의 중앙묘제가 그대로 수용됐다. 그리
고 내륙수로의 발달로 금강과 만경강유역의 내륙문화 요소가 백제의 분묘유적에서 함께 확인
됐다. 아마도 천혜의 교역 네트워크를 따라 군산에서 생산된 소금 및 해산물이 각지로 운반됐
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의 웅진․사비기 때는 백제의 대내외 관문이자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지로 막중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를 위해 군산시 임피면에 시산군과 옥구읍에 마서량현, 회현면에 부부리현, 익산
시 함열읍에 감물아현이 설치됐다. 당시에 시산군은 마서량현과 부부리현, 감물아현까지 거느
릴 정도로 그 정치적인 위상이 높았다.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금강의 관문인 군
산을 얼마나 중요시 했던가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 패총의 수
가 가장 많고 백제의 분묘유적 및 관방유적의 밀집도가 높다. 군장국가공단과 새만금 국책사
업은 군산항 개항 이전까지 군산의 역동적인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려는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
끝으로 군산의 역동성을 가장 진솔하게 담고 있는 것이 매장문화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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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의 역사성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최소한의 보존대책마저 마련되지 않
아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흔히 ‘역사의 실체’로까지 평가받고 있는 매장문화재의 보존대
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그 성격을 밝히기 위한 학술발굴도 추진됐으면 한다. 향후 군산의 역사
책인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축적된 풍부한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군산의 역동성
을 재조명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다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최근 군산지역 말무덤의 중요
성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군산대학교의 관심과 지원에 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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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1분과)-2 토론]

곽장근 교수 <고고학으로 본 군산의 역동성>에 대한 토론문
李道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적학과)

군산을 비롯한 전라북도 지역 고고학 연구의 중견이자 현장에 가장 밝은 곽장근 교수의 발표
문에서 특별히 지적할 만한 사안은 없다. 다만, 독자들에게 이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랄까 보충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1. 중국의 전횡 장군 망명 전설을 소개하셨는데, 채록된 문헌을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중국 사서에서는 ‘제나라 왕 전횡’에 대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 지 소개해 주면 실체적인 존
재로서 이해가 빨라질 것 같다.
2. 군산 지역 성장의 요인으로서 소금 산지의 확보와 공급에 두고 있는 것은 타당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면 한강 하류에서 건국한 백제의 경우는 소금 산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여부를 소
개해 주면 논지 전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3.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 마한 사람들은 소나 말을 탈 줄 몰랐지만 사람이 죽어 장사
지낼 때 소나 말뼈가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라는 구절에 보이는 ‘말뼈가’는 ‘말이’로 고치는
게 좋을 것 같다.
4. 익산 입점리 고분의 피장자를 마한의 토착 세력가로 간주했는데, 백제 중앙 묘제의 등장과
관련 지어 볼 때 백제 중앙에서 지방의 거점 지배를 위해 파견한 담로의 長으로 지목할 수는
없는지?
5. “서방이 군산에 자리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간주한
다면 현재 확인된 군산의 어떤 城을 서방성으로 지목할 수 있을까요?
6. “금강과 만경강의 관문인 군산에는 해양경제와 해양문화를 토대로 발전했던 두 세 개 이상
의 마한 소국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마한 54개 國 가운데
어떤 소국을 지목할 수 있을까요?
7. 역동적인 군산 지역과 백제가 어떤 관계를 맺었고, 백제사에서 군산 지역이 점하고 있었던
위상이랄까 비중을 체계화시켜 서술하면 어떨까 싶다.
2014년 5월 7일 밤 10시 넘어 발표문을 받아 보았다. 그런데 5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간 학과 답사가 있는 관계로 제출 날짜를 지키기 위해 급히 一瞥하고 토론문을 작성했다. 이
점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지금 시각 5월 7일 11시 44분!
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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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1분과)-3]

백강구 전투 전후의 부흥운동 전개과정과
백강구 전투 영역의 고찰
이규홍(군산대)

Ⅰ. 머리말
Ⅱ. 백강구 전투 이전의 부흥운동 전개과정
Ⅲ. 주류성과 백강의 위치 비정 문제와 백강구 전투 영역의 고찰
Ⅳ. 백강구 전투 이후의 부흥운동 전개과정
Ⅴ. 맺음말

Ⅰ. 머리말
백제(百濟)가 멸망한 서기 660년에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혼돈의 시기
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백제의 멸망을 받아들이지 못한 세력들은 백제를 다시 일으키자
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백제의 멸망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
는데, 신라와 당은 백제를 공격하는데 있어서 수도인 사비성을 목표로 삼았다. 사비성의 함락
과 의자왕의 항복으로 인하여 백제는 멸망하였지만 이외의 지역들은 여전히 백제의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서기 663년에 일어난 백강구 전투는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축적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많은 논의가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먼저 백강구 전투 이전 부흥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세력이 누구였고, 신라와 당을 상대로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주류성과 백강이라는 지명의 비정 관계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백강구 전투의 영역을 고찰하여 이전에 주장된 영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세 번째, 백강구 전투 이후 부흥운동이 전개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신라와 당의 관계 변화
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백강구 전투 이전의 부흥운동 전개과정
서기 660년 7월 18일 의자왕(義慈王)이 항복을 한 이후 백제의 남은 세력들은 두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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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첫 번째는 신라와 당에
굴복하여 스스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신라와 당에 대
항하여 백제라는 나라를 이어나가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선택을 한 세력들을 백제
부흥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남잠성(南岑城)과 정현성(貞峴城)․두시원악(豆尸原嶽) 등에서 신라와 당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초기 백제 부흥군은 그 세력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독자적인 대
응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정
무(正武)․여자진(餘自進)․흑치상지(黑齒常之)․사타상여(沙吒相如)․복신(福信)․도침(道琛) 등이 각
지역을 거점으로 부흥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백제 유민을 이끄는 대표적인 인물들로
나서게 되었다.
백제 부흥군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하여 신라와 당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도
성을 공격당하고 왕이 항복한 상황에서 백제가 스스로 무너질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생각대
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라와 당은 백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백제를 멸망시
킨 이후 다음 표적이 바로 고구려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와의 전쟁 준비와 백제
부흥군의 사기 저하를 위해서 9월 3일에 유인원(劉仁願)의 군사 1만 명과 김인태(金仁泰)의
군사 7천 명으로 사비성(泗沘城)을 지키게 하였고, 소정방(蘇定方)은 의자왕과 태자(太子)․대신
(臣僚)․장사(將士) 등 88명과 백성 12,708명을 이끌고 사비에서 당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
고 있는 것이다.
백제 부흥군의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문제점으로 등장한 것이 각 지역에서 스스로 부흥운동
을 펼치는 과정을 지속하게 되고, 부흥군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지 않게 되면서 신
라와 당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백제 부흥군에 중심으로 등장한 인물이 도침과 복신이다. 도침은 그 신분이 승려였다.
왕흥사 등의 사찰과 승려 등을 기반으로 하여 부흥운동을 전개해 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초
기에 왕흥사잠성(王興寺岑城)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을 발판으
로 초기 사비성을 공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생각 할 수 있는 것이다.
도침과 함께 부흥군의 중심 세력으로 복신을 빼놓을 수 없다. 삼국사기「백제본기」․구당
서․신당서의「백제열전」에서는 부흥군의 지도자로 복신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신라와 당에
있어서 부흥군의 지도자로 인식되던 도침과 복신이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었
다는 것이다. 결국 당시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고 나가던 지도 세력이 도침과 복신으로 나누어
져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 것이다. 권력이 두 사람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도침과 복신으로 부흥운동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들은 왜에 당인(唐人) 포로 100여 명을
보내면서 부여풍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부여풍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은 권력 다
툼 속에서 갑작스럽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당의 장안(長安)으로부터 의자왕 죽었
다는 소식이 부흥군에게 전달되었고, 도침과 복신은 태자와 왕자들이 당에 끌려가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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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흥군의 구심점을 잡아 줄 인물로 부여풍을 지목했던 것이다.
서기 661년 3월에 들어서 도침은 영군장군(領軍將軍)을 자칭하고 복신은 상잠장군(霜岑將
軍)을 자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스스로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는 사
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신라는 김품일(金品日)의 지휘 아래에 3월 5일 중로(中路)에서 군대를 나누어 12일에 대군
(大軍)이 고사비성(古沙比城) 밖에 주둔하였다가 두량윤성(豆良尹城)을 진공하였지만 이기지
못했다.1) 또 백제 부흥군에게 빈골양(賓骨壤)에서 패하여 무기와 군수품을 매우 많이 잃었
고2), 피해가 컸던 무열왕은 여러 장군의 패적(敗績)을 논하여 차등을 두어 벌을 주었다3). 무
열왕이 직접 패전의 죄를 논하여 벌을 줄 정도로 신라가 큰 피해를 당했던 것이다. 이러한 백
제 부흥군의 승리가 도침과 복신이 스스로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다주었던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1년 기사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현경)6년에 이르러 복신의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강의 동쪽 땅을 침범하여 빼앗았으므로, 웅진
의 당 군사 1천 명이 적의 무리들을 공격하러 갔다가 적에게 공격당하여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
하였습니다. 이 싸움에 패한 이후 웅진에서 군사를 청함이 밤낮 계속되었는데, 때마침 신라에는
전염병이 돌아 군사와 말을 징발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청하는 것을 거절하기 어려
워 드디어 군사를 일으켜 주류성(周留城)을 포위하러 갔으나 적이 군사가 적음을 알고 곧 달려와
공격하여 많은 군사와 말을 잃고 이득 없이 돌아오게 되니, 남쪽의 여러 성들이 일시에 모두 배
반하여 복신에게 속하였습니다. 복신은 승세를 타고 다시 웅진부성을 에워싸니 이로써 웅진은 길
이 끊겨서 성안에 소금과 간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곧 장정들을 모집하여 몰래 소금을
보내 그 곤경을 구원해 주었습니다.4)

이 기사는 남방의 여러 성이 일시에 반란을 일으켜 복신에게 복종하였고, 이때 웅진부성을
포위하여 군량을 운반하는 길이 끊어져 소금과 간장이 떨어지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다.
백제 부흥군의 기세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인 서기 661년 6월 부흥군에게 유리한 두 가지
정치적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첫 번째는 금마군(金馬郡)에서의 무열왕의 죽음이었다. 6월에
대관사(大官寺)의 우물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금마군5)에서는 땅에서 피가 흘러나와 그 넓이
가 5보(步)나 되더니 왕이 죽었다6).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무열왕이 금마
군까지 행차를 하였는가라는 것이다. 이는 서기 661년 3월 신라군이 백제 부흥군에게 대패를
당한 이후 무열왕이 친정(親征)하여 부흥군을 물리치려고 했지만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고 이
곳에서 무열왕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당이 고구려의 공격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신라
1) 삼국사기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8년 3월; 삼국사기28, ｢백제본기｣6, 의자왕 20년.
2) 김병남은 “군대가 움직일 때 선봉에는 정예병이, 후미에는 치중병이 배치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부흥
군이 신라의 후미를 공격한 것은 병기와 군수품을 빼앗으려는 주목적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정읍 고부의 지역적 형성과 변화 과정｣, 전북사학31, 2007, 25쪽.)
3) 삼국사기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8년 4월.
4) 삼국사기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5) 삼국사기36, ｢잡지｣5, 지리 3.
6) 삼국사기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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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열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김법민(金法敏)이 서기 661년 6월에 즉위하였는데 바로
문무왕(文武王)이다. 이때 인문․유돈 등이 당에서 귀국하여 문무왕에게 알리기를, 황제가 이미
소정방으로 하여금 35도(道)의 수군과 육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치게 하고, 드디어 왕에게
명하여 병사를 일으켜 서로 응원하라고 하였다.7)
당시 문무왕은 자신의 아버지인 무열왕의 상중(喪中)이었지만 7월 17일에 김유신(金庾信)을
대장군(大將軍)으로 삼는 등 24명의 장군으로 대군을 편성하여 당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고
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미 신라와의 전투 승리로 인하여 그 세력과 영역을 넓혀가
던 부흥군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정치적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문무왕은 8월에 시이곡정(始飴谷停)에 이르러 옹산성(甕山城) 안에 있던 백제 부흥군에게 사
람을 보내 타일렀으나 항복하지 않았다.8) 신라는 고구려로 향하는 길에 부흥군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동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후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공격 받을 가능성이 높
아 이곳을 차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9월 19일에 문무왕이 웅현정(熊峴停)에 나아가 여러 총관과 대감들을 모아놓고 몸소
가서 훈계하였다. 25일에 진군하여 옹산성을 에워쌌고, 27일에 이르러 먼저 큰 목책을 불사르
고 수천 명을 베어 죽여 항복시켰고, 웅현성(熊峴城)을 쌓았다. 상주 총관 품일이 일모산군(一
牟山郡) 태수 대당(大幢)과 사시산군(沙尸山郡) 태수 철천(哲川) 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우
술성(雨述城)을 쳐서 1천 명의 목을 베었다.9)
당시 부흥군의 요충지였던 옹산성와 우술성이 함락되자 부흥군은 큰 타격을 받았다. 전투에
서 전사한 군사의 수가 수천 명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은 부흥군이 신라와 당을 공격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조복(助服)과 파가(波伽)가 투항하였고, 서기 662년 2월에는 탐라국주(耽羅國
主) 좌평(佐平) 도동음률(徒冬音律)이 신라에 항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백제 부흥운동
의 향방에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서기』에 “부여풍이 왜군 호위병 5,000명과 함께 귀국하였고, 복신이 맞이하러 와서 머
리를 조아리고 나라의 정사를 모두 맡겼다.”라는 기사10)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실제 부흥군의
전권(全權)은 도침과 복신에 의해서 행사되고 있었고, 부여풍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부여풍이 백제 부흥군의 전권을 장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때 도침과 복신의 부흥운동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는 일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
각 할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은 결국 복신이 도침을 죽이면서 마무리되게 된다. 하지만 복신이
도침을 살해한 이유나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구당서』「유인궤
전」에 의하면, “인궤는 편지를 작성하여 화복(禍福)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자를 보내어 설득하
였다.”고 하여, 유인궤는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복신과 도침을 분열시키기 위하여, 화복을 상
세하게 기록한 서신을 작성하여 사자를 도침에게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
7) 삼국사기6, ｢신라본기｣5, 지리3 신라 전주 금마군.
8) 삼국사기6, ｢신라본기｣6, 문무왕 원년 8월.
9) 삼국사기6, ｢신라본기｣6, 문무왕 원년 9월.
10) 동일한 기사가 662년 5월에도 보이는데, 661년 9월에 황태자가(皇太子)가 부여풍을 백제 부흥군에
보내준 일을 회고(回顧)하는 내용의 기사라고 생각 할 수 있다.

- 47 -

도침과 복신의 분열은 신라와 당에게 있어서 웅진부성의 고립된 상황을 타개 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해 주었다. 서기 662년 7월에 유인원(劉仁願)과 유인궤(劉仁軌) 등은 웅진 동쪽에서
복신을 중심으로 하는 부흥군을 깨뜨리고, 지라성(支羅城)․윤성(尹城)․대산책(大山柵)․사정책(沙
井柵) 등의 목책을 함락시키고11), 진현성(眞峴城)은 높고 험한 요충지에 해당되므로 유인궤가
밤에 신라병을 독려하여 성에 가까이 가서 날이 밝을 무렵에 성으로 들어가 800명을 베어 죽
였으며, 8월에는 내사지성에 김흠순(金欽純) 등 19명의 장군을 보내어 공격하여 마침내 군량
수송로를 뚫었고12), 동시에 당에 지원병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당은 손인사
(孫仁師)와 병력을 보내어 유인원 등의 군사를 지원하게 하였다.
신라 또한 사비성에 주둔하던 당군에게 군량을 수송할 수 있게 되자 663년 봄 정월부터 남
산신성(南山新城)에 장창(長倉)을 지었고, 부산성(富山城)을 쌓았다.13) 이는 신라가 당과 함께
부흥군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신을 주축으로 한 부흥군은 서기 662년 12월 피성(避城)으로 거처를 옮길 것을 상의하는
데, 『일본서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겨울 12월 병술 그믐에 백제왕 풍장은 그 신하 좌평 복신 등과 狹井連(이름은 알수 없다.), 朴市
田來津과 의논해 말하기를 “이곳 주유라는 곳은 농토와 멀리 떨어져 있고 토지도 메말라서 농사
지을 땅이 아니고 막아 싸우기에 적합한 곳이다. 이곳에 오래 있으면 백성들은 굶주릴 것이니 피
성으로 천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피성은 서북으로는 옛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강물이 띠
를 두르듯 흐르고 있고 동남으로는 깊은 수렁과 커다란 제방의 방벽에 의거하고 있으며, 주위에
는 논으로 둘려져 있고 물꼬를 터 놓은 도랑에는 비가 잘 내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삼한
에서 가장 비옥하다. 의복과 식량의 근원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감추어진 곳이다. 비록 지대는 낮
으나 어찌 천도하지 않으리오.”하였다. 이에 朴市田來津이 혼자 나아가 간하며 말하기를 “피성과
적이 있는 곳과의 거리는 하룻밤이면 갈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매우 가까우니 만약 예기치
못한 일이 있게 되면 후회하여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무릇 굶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망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지금 적이 함부로 오지 못하는 것은 州柔가 산이 험한 곳에 설치되어 있어 방
어력을 모두 갖추고 있고, 산이 높고 계곡이 좁아 지키기에는 쉽고 공격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입
니다. 만약 낮은 곳에 거처한다면 어찌 굳건히 살겠으며 흔들리지 않음이 오늘날에 미치겠습니
까?”라고 하였다. 드디어 간청을 듣지 않고 피성에 도읍하였다.14)

그러나 663년 2월에 신라의 장수 김흠순과 천존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백제 남방의 성들인
거열성(居列城)․거물성(居勿城)․사평성(沙平城)을 함락시켰다. 이어서 덕안성(德安城) 등을 쳐서
함락시키자 백제 부흥군이 다시 주류성으로 옮겨 갈 수밖에 없었다. 불안정한 관계를 지속해
나가던 복신과 부여풍은 피성 천도 실패 이후에 갈등의 양상이 더욱 분명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여풍이 복신을 먼저 제거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부여풍이 복신을 제거한 이후 부여풍은 권력을 장악하였지만 초기부터 부흥군을 이끌었던
11)
12)
13)
14)

구당서, ｢백제전｣ 용삭 2년 7월.
삼국사기28, ｢백제본기｣6, 의자왕 20년.
삼국사기6, ｢신라본기｣6, 문무왕 3년 정월.
일본서기27,「천지천황」원년 동12월 병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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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신의 죽음은 군사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부여풍이 복신을 죽였다는 소
식은 곧 신라와 당에 전해졌다. 특히, 서기 663년 정월부터 부흥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
고 있던 신라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었던 것이다.

Ⅲ. 주류성과 백강의 위치 비정 문제와 백강구 전투 영역의 고찰
1. 주류성과 백강의 위치 비정 문제
부여풍은 복신을 제거하고 고구려와 왜에 사신을 보내 군사를 청하여 신라와 당의 공격을
지연시키는 것과 동시에 병력을 충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라와 당의 여러 장수들이 향하
여 갈 곳을 의논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가림성은 수륙의 요충이니 이를 먼저 치는 것이 합당
하다.”고 하였다. 유인궤가 말하기를 “병법에는 ‘실(實)을 피하고 허(虛)를 치라.’고 하였다. 가
림성은 험하고 견고하여 공격하면 군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지키면 오래 걸릴 것이다. 주류
성은 백제의 소굴로서 무리지어 모여 있으니 만일 이것을 쳐 이기면 여러 성들은 스스로 항복
할 것이다.” 이에 손인사․유인원과 신라왕 김법민(金法敏)은 육군을 거느리고 나아갔다. 유인
궤 및 별장(別將) 두상(杜爽)과 부여융은 수군과 군량선을 이끌고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만나 함께 주류성으로 갔다.15) 이는 서기 660년 신라군과 당군이 백제 공격시에 택한
전략으로 여타 제성(諸城)에서의 전투를 피하고 공격의 최후 목표인 사비성을 직접 공략한 전
략과 동일한 것이었다.
이 시기의 전투를 통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주류성과 백강의 위치 비정이다. 주
류성과 백강에 대한 위치 비정은 아래의 【표 1】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표 1】 주류성과 백강의 위치 비정 현황

구 분
주류성

김정호
홍성(홍주읍성)

쓰다 소우키치 ․

신채호

이병도 ․ 심정보

연기(당산성)

한산(건지산성)

구 분

김재붕

이마니시 류 ․ 이병도

백 강

안성천 하구(백석포)

금강 유역

오다 쇼고 ․ 전영래 ․
이마니시 류 ․
노중국16) ․ 이도학
부안(위금암산성)

오다 쇼고 ․
전영래 ․ 이도학
동진강 유역

먼저 주류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홍성설은 김정호
가 대동지지(大東地志)에서 제기하였다. 주류성을 홍주읍성으로 지목하였던 것이다. 최근에
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에서 멀지 않은 학성과 그 주변의 석성산성․태봉산성을 묶어서 주

15) 삼국사기28, ｢백제본기｣6, 의자왕 20년.
16)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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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으로 비정하고 있다17). 석성산성 또한 동굴이 확인되었지만 채탄(採炭) 유적에 불과하였
다18). 그리고 서기 661년 3월의 공격과 중방 고사부리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지 못하
고 있다.
연기설은 주류성의 위치를 충청남도 연기군 연기리 지역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역
시 관계 지명과 공격 상황의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근거로 서기 661년 2월 신라는
웅진성의 당군을 구원하고자 군사를 출동시켰는데, 그들이 중로(中路)에 이르러 두량윤성(豆良
尹城)의 남쪽을 통과할 때 백제군이 공격하여 대패하고, 3월에는 다시 신라 대군이 고사비성
밖에 주둔하여 두량윤성을 공격하지만 다시 패배하고 4월 19일 돌아간다. 김재붕은 이 기록을
토대로 신라군의 공격이 웅진성을 구원하려는 목적이었음을 주목하고, 따라서 전투가 벌어지
고 백제군이 공격한 곳은 대체로 웅진에서 인접할 수밖에 없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 주류성 등을 비정하는 과정에서 주로 음(音)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가능성을
수립하고, 지리적․상황적 내용을 주관적으로 연관 지어 내린 결론이 많이 있다19). 또한 홍성설
과 마찬가지로 중방 고사부리와 피성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산설은 쓰다 소우키치20)[津田左右吉]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고, 이병도21)가 지지하였으며,
심정보22)(沈正輔)에 의해 보완되었다. 이병도는 “백강을 금강 입구로 보고 주류성은 백강의
근접 지역이어야 하므로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건지산성(乾芝山城)이 주류성일 것으로 보았
다. 건지산성은 관계 기록에 표현된 ‘험고(險高)’하다는 지세 설명에 합치되고, 사비성과의 거
리가 멀지 않으며, 웅진강구 부근에 있으므로 왜국과의 통교가 용이한 지역이어야 한다는데
근거한 것”이었다.
심정보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견해에 동조23)하면서, “웅진-백강(웅진강구)-주류성”으로 진군
로가 확인되므로 주류성은 백강 즉 웅진강구의 부근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웅진
에서 백강으로 가서 군을 합친 것은 역시 주류성에 가까워 공격 준비를 하기 쉬웠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보았으며, 주류성의 부흥군을 지원한 왜군의 전열에서도 삼국사기에 의하면
왜선 1,000척이 백사에 정박하고 백제의 정예 기병이 해안 위에서 배를 지켰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왜선을 호위하고 있는 부흥군의 거점 주류성은 백강과 근접해 있다는 증거이다.”라고
하였다.
한산설은 웅진강과 백강을 공주와 부여 지역을 통과하는 금강의 이름으로 간주하면서, 금강
주변에 주류성이 위치해야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건지산성을 주류성으로 비정하기에 문제가
적지 않다. 한 예로 사비성에 주둔한 유인원을 구원하기 위해 당에서 출병한 유인궤가 들어오
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흥군이 웅진강구에 책(柵)을 세워두고 막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구
(口)’는 즉 강의 하구를 나타내는 것으로 백강을 웅진강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7)
18)
19)
20)
21)
22)
23)

박성흥, 홍주 주류성고, 홍성군, 1995.
이도학, 살아있는 백제사, 휴머니스트, 2003, 295쪽.
김재붕, 백제 주류성의 연구, 연기군, 1995.
津田左右吉, ｢百濟戰役地理考｣, 朝鮮歷史地理1, 1913.
이병도, 삼국사기상 ․ 하, 을유문화사, 1997.
심정보, ｢백강의 위치에 대하여｣, 한국상고사학보2, 1989.
심정보, ｢백제 주류성고｣, 백제문화2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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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설은 주류성을 전라북도 부안군의 위금암산성(位金岩山城)으로 비정하는 견해이다. 본
래 일본학자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처음 제기24)하였던 것인데, 이후 전영래가 전라북도 지방
을 답사한 결과를 토대로 주류성을 부안의 위금암산성이라고 추정하였다.
전영래가 주장하는 주류성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백제 서부의 요지 일본의 해상 원조를 받기
쉬운 서해 연안지방, 피성보다 먼 서변 연안에 가까운 지방, 산이 높고 골짜기가 험하며 방어
에 유리한 지역, 농경지로부터 떨어져 있고 농사나 양잠에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땅으로 정리
하면서, 일시 옮겼던 피성은 벽골제(碧骨堤) 곧 김제로 보고 이 피성의 서남방에 주류성이 있
다고 보았다. 또한 이도학은 “주류성을 부안의 위금암산성으로 비정한다면 그와 근거리에 위
치한 고부(高阜)를 ‘평왜현(平倭縣)’이라고 불렀던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한다.”고 말하고 있다.
위에서 주류성에 대한 네 가지 설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료의 분석과 지리․
지형․지명․환경적 요인을 확인해 보았을 때 부안의 위금암산성이 삼국사기 등의 기록들과 연
관 지어 살펴봐도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백강의 위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기존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안성천(安城川)설을 먼저 살펴보면 김재붕은 “백강․백촌․백
촌강을 아산만(牙山彎)에 주입(注入)하는 안성천과 안성천 하구에 위치한 포구로서 예부터 널
리 알려진 백석포(白石浦)에 비정한다.”고 말하고 있다.25)
금강 유역설을 주장한 쓰다 소우키치[津田左右吉]는 “당군이 들어온 기벌포는 금강의 하구
또는 해로(海路)로 내항(來航)한 선박이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하류일 것이다. 신라 문
무왕 16년 조에 ‘소부리주기벌포(所夫里州伎伐浦)’라 있으니, 소부리는 사비의 동음이역(同音
異譯)으로서 지금의 부여(夫餘)임을 감안하면, 기벌포는 사비 부근임을 알 수 있다. 백제기(百
濟紀)에 ‘白江一云伎伐浦’로 보아 그 백강의 강반(江畔)에 있음은 분명하나, 사비 부근의 하류
가 금강뿐이라면, 백강은 즉 금강이다.”라고 보고 있다.26)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기벌포에 대하여, “삼국유사의 ‘長岩又孫梁一作只火浦又白江’을 이
용하여, 장암(長岩)은 부여군 관내의 장암에 비정하고, 손량(孫梁)은 음운상(音韻上) 세도(世道)
와 비슷하다고 하여 백마강 하류에 있는 고다진(古多津)인 것 같다.”고 하고 있다.27)
심정보는 “현재의 금강을 통칭할 때, 백제시대에 있어서 중국에 알려질 수 있는 지명은 웅
진(熊津)과 사비(泗沘)일 것으로 중국의 사서에 웅진강과 사비하를 한어화(漢語化)한 백강이
수록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하고, 그리하여 웅진강구 및 백강구는 다 같이 현재
의 금강 하구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다.28)
마지막으로 동진강 유역설을 살펴보면, 오다 쇼고[小田省吾]는 “백강의 일명(一名) 기벌포와
동진강구의 해상의 섬인 계화도(界火島)와 부안읍의 백제시대 이름인 개화(皆火)가 매우 닮음
을 근거로 하여 백강구 즉 기벌포는 지금의 동진강 하구로 비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29)
24)
25)
26)
27)
28)

今西龍, 百濟史硏究, 近澤書店, 1934.
김재붕, ｢백제 주류성연구｣, 백제 주류성의 연구현황과 과제, 1999.
津田左右吉, 앞의 책, 1913, 169~172쪽.
今西龍, ｢百江考｣, 百濟史硏究, 1934, 375쪽.
심정보, 앞의 논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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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래는 “기벌포(백강)는 웅진강(금강) 이외의 해안 지방인 동시에, 백강은 웅진강과는 무
관한 별도의 강 이름이라 하고, 부안 지방의 계화도가 기벌포와 음운상으로 같다고 하여 백제
의 개화현(皆火縣), 후의 부령 지방(扶寧地方)인 동진 반도 일대를 기벌포에, 그리고 동진강을
백강”에 비정하고 있다.30)
위에서 백강에 대한 세 가지 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주류성과 백강은 인접하고 있어야 하
는 상황에서 주류성 즉 부안의 위금안산성과 인접한 동진강 일대를 백강으로 봐야 한다고 할
수 있다.

2. 백강구 전투 영역의 고찰
주류성과 백강의 위치 비정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류성과 백강에 대한 위치
비정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과 주류성이 부안의 위금암산성이고, 백강이 동진강 일대라
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주류성과 백강의 위치 비정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실제 백
강구 전투31)가 벌어지는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백강구 전투는 강의 하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대체로 금강의 하
구, 동진강의 하구로 고정되어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고민조차 이루어지
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국사기』「백제본기」에 백강구 전투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기사가 실려 있다. “손인사와
유인원․문무왕이 육군을 거느리고 향하고, 유인궤․별장 두상․부여융은 수군과 양선을 이끌고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만나 함께 주류성으로 갔다. 그리고 백강구에서 왜인을 만
나 네 번 싸워 모두 이기고 배 400척(隻)을 불태우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붉게 하고 해수
(海水)도 붉었다.”
『일본서기』에도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는데, 가을 8월 무술일 적의 장수가 주유에 이르러
그 왕성을 에워쌌다. 당의 군장이 전선 170척을 거느리고 백촌강에 늘어섰다. 무신일 일본의
수군 중 처음 도착한 배들이 당의 수군과 만나 싸웠는데, 일본이 불리하여 물러났다. 당은 굳
게 진을 치고 지켰다. 기유일 일본의 장수들이 백제왕과 더불어 날씨를 살피지 않고 서로 “우
리들이 선두를 다투어 싸운다면 그들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라 하였다. 다시 일본의 어지러
운 대오와 중군의 군졸들을 이끌고 나아가 굳게 진치고 있는 당의 군대를 쳤다. 당이 바로 좌
우에서 배를 협공하여 에워싸고 싸우니 잠깐 사이에 관군이 계속 패하여, 물에 빠져 죽는 사
람이 많고 배의 앞뒤를 돌릴 수 없었다.
이 기사들을 통해서 신라와 당, 백제 부흥군과 왜가 웅진강과 백강을 포함한 지역에서 해전
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웅진강과 백강의 하구라고 하
는 협소한 지역이 아니라 웅진강 하구부터 백강 하구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이 백강구 전투
라고 불리는 전투의 영역이었다. 바로 현재 우리가 ‘새만금’이라고 부르는 일대가 663년 8월

29) 小田省吾, 朝鮮史大系 上世史, 朝鮮史學會, 1927, 194~195쪽.
30) 전영래, 주류성․백강 위치비정에 관한 신연구,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전라북도지부 ․ 전라
북도, 1976.
31) 백강구 전투는 663년 8월에 신라와 당, 백제 부흥군과 왜가 벌인 해전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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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투가 일어났던 지역인 것이다.
또한 “기유일 일본의 장수들이 백제왕과 더불어 날씨를 살피지 않고 당의 군대를 공격했지
만, 당이 바로 좌우에서 배를 협공하여 에워싸고 싸우니 잠깐 사이에 관군이 계속 패하여, 물
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고 배의 앞뒤를 돌릴 수 없었다.”라는 기사를 통해서 당시 서해안 지
역의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하여 배가 갯벌에 박히게 되었고, 이에 당의 수군이 불화살을 쏴서
왜의 배 400척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조수간만의 차이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동여도(東
輿圖)』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자연적 조건은 급격하고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도 1】 『동여도(東輿圖)』

『동여도』의 해안 지역에 ‘潮退連陸’이라는 글이 쓰여 있다. ‘潮退’은 밀려들어 왔던 조수가
밀려 나간다는 것이고, ‘連陸’은 육지와 섬이 잇닿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바닷물이 빠지
면 육지와 섬이 이어진다는 것으로, 서기 663년 8월에 왜군의 배가 갯벌에 박히게 되는 것이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 서해안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환경적 특징으로 인해서 이 지역은 현재까지도 많은
간척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당시 왜의 수군이 이러한 특징을 잘 살피지 못한 과정에서 적
극적인 전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백강구 전투는 비록 왜의 수군이 지형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해서 패배하게 되었지만,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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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의 역사에 있어서 대규모 국제 해전이 있었던 지역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백강구 전투 이후의 부흥운동 전개과정
백강구 전투에서 부흥군과 왜의 패배는 곧 백제가 다시는 돌아 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본서기』에도 관련된 기사에 “9월 신해 백제의 주유성이 비로소 당에 항복했다.
이 때 나라 사람들이 서로 주유가 항복하였으니, 일이 어찌할 수가 없게 되었다. 백제의 이름
이 오늘에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수신은 임존성에서 웅거하여 항복하지 않고 있었다. 서기 663년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임존성을 공격하였지만 이기지 못하였다32). 흑치상지 또한 백제의 유민 3만여
명을 모아 소정방이 보낸 군사를 깨뜨리고, 다시 200여 성을 취하자 소정방이 이기지 못하였
다. 당시 백제 부흥군은 복신과 부여풍이 이끌고 있었던 세력을 제외하고서도 독자적인 영향
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흥운동 초기부터 이어져
온 독자적인 영향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흑치상지와 사타상여의 부흥군은 유인궤에게 스스로 항복하였고, 이후 지수신의 임
존성을 공격하여 지수신이 고구려로 도망가게 되면서 백제의 부흥운동은 마무리가 되었다. 이
후에도 사비산성 등에서 부흥군의 일부 세력이 일어나지만 부여융이 군사를 일으켜 진압시켰
다. 당은 서기 664년 2월에 김인문과 천존이 유인원과 부여융으로 더불어 서맹을 맺게 하고,
서기 665년 8월에 문무왕과 유인원․부여융이 함께 웅진의 취리산에서 화친을 서맹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은 부여융을 웅진도독으로 삼아, 그 선조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옛 영토를
보전하게 하였다. 당의 정책은 백제 공격 이전에 백제의 땅은 신라에 준다는 서약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백제의 완전한 붕괴로 인하여 후방이 안정화 되자, 신라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백제의 왕자인 부여융을 웅진도독
으로 삼고 영토를 관할하게 하여 그 지역을 안정시키고 신라까지 견제하게 하려는 의도를 보
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여융은 웅진도독부에 머무르지 못하고 유인궤 등이 장안으로 돌아갈 때 같이 돌아
갔다. 부여융 스스로가 웅진도독부에 남아 있을 경우 신라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
워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석33)은 백제 부흥운동이 종식된 후 당이 부여융과 신라 문무왕 사이의
회맹을 주선하여 친당〈백제〉의 재건을 도운 것이고 663년 8월의 백강구 전투는 친당〈백제〉와
반당〈백제〉의 전투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백제의 유민들이 당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반
드시 친당적인 세력으로 분류 할 수 있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부여융의 우려는 서기 670년 7월에 현실로 나타났다. 신라가 군사를 움직여 백제를 공격하
32) 삼국사기6, ｢신라본기｣6, 문무왕 3년 10월.
33) 이재석, ｢7세기 후반 백제부흥운동의 두 노선과 왜국의 선택｣, 백제연구5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
소, 2013, 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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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품일 등이 63성을 빼앗고, 2,000명의 목을 베었으며, 문영 등은 7성을 빼앗고 적병(狄兵)
을 쳐서 7,000명의 목을 베고 전마와 병기를 많이 얻었다. 이로써 백제의 땅이 신라의 영토가
되었고, 백제의 역사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
백강구 전투 이후 전개되는 백제 부흥운동은 지수신․흑치상지․사타상여 등에 의해서 진행되
었다. 지수신․흑치상지․사타상여 등이 패해서 도망가거나 항복함으로써 그 명맥이 단절되었다.
그러나 당은 웅진도독부의 최고 책임자인 도독으로 부여융을 삼아, 신라를 경계하고 백제의
백성들을 안정시키려는 기미정책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부여융은 백제의 왕자로서 백성들의 안위(安危)를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여 유인궤가 장안으로 돌아갈 때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비록 웅진도독부가
당이 백제의 영토에 설치한 기관이었지만, 부여융이 떠난 이후에는 신라의 세력에 대응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였다. 670년 7월에 이르러 웅진도독부가 신라에 의해서 공격당하게
되면서, 백제와 함께 그 끝을 맞이하였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백제 부흥운동군의 형성과 대응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660년 7월 이후 백제에 남
아있던 세력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을 스스로에게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백
제 부흥군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은 신라와 당에 대항하여 백제를 이어나가는 것을 선택했던 사
람들이었다.
백강구 전투 이전의 부흥운동은 부흥군의 형성과 몰락으로도 설명 할 수 있다. 정무(正武)․
여자진(餘自進)․흑치상지(黑齒常之)․사타상여(沙吒相如)․복신(福信)․도침(道琛) 등이 각 지역을
거점으로 부흥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백제 유민을 이끄는 대표적인 인물들로 나서게
되었고, 특히 도침과 복신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자신들의 구심점(求心點) 역할을 담당하던 의자왕이 당의 장안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부흥군은 새로운 왕으로서 왜에 머물러 있던 부여풍을 데려오기 위해서 왜에 사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백제 부흥군은 초기 그 기세를 바탕으로 사비성 주변을 포위하여 신라와 당의 군대에게 위
협을 가했고, 각 지역의 응원을 받아 큰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웅진 동쪽을 장악하여 웅진부
성에 지원되던 신라의 군량 수송로를 차단하여 웅진부성의 당 군대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기
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전투에서의 패배․내부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활발했던 백제 부흥운동
은 그 위세가 약해져만 갔다.
백강구 전투가 발생할 당시의 부흥군의 전력은 크게 약화되었는데, 도침과 복신이 제거된
상황에서 부여풍이 부흥군을 이끌기에는 그 기세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부여풍은 왜에 도움을 요청하여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신라와 당 역시 부흥군에
대응하고자 많은 병력을 동원하고 있었다.
특히 당의 수군과 왜의 수군이 금강과 동진강 유역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적군의 동향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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폈고, 이윽고 서기 663년 8월 금강 하구와 동진강 하구 일대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전투가 벌
어졌다. 이 지역은 현재의 전라북도 서해안 일대로 곧 ‘새만금’ 일대가 그 격전지였다는 것이
다. 당시 왜의 배 400척이 당의 수군에 의해서 불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는 새만금
일대의 조수간만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백강구 전투 이후의 부흥운동은 지수신과 흑치상지․사타상여에 의해서 지속되어 나갔다. 그
러나 흑치상지와 사타상여가 유인궤에게 스스로 항복하고, 지수신이 지키던 임존성을 흑치상
지 등이 공격하여 지수신이 고구려로 도망가면서 백제의 부흥운동이 실제로는 끝을 맺게 되었
다.
백제의 땅이 안정을 되찾자 당은 부여융을 웅진도독으로 삼아, 그 선조의 제사를 받들게 하
고 옛 영토를 보전하게 하였다. 당은 백제의 땅은 신라에 준다는 서약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
고 있었다. 백제의 완전한 붕괴로 인하여 후방이 안정화 되자, 신라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
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백제의 왕자인 부여융을 웅진도독으로 삼고
영토를 관할하게 하여 그 지역을 안정시키고 신라까지 견제하게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었
다. 그러나 부여융은 웅진도독부에 머무르지 못하고 유인궤 등이 장안으로 돌아갈 때 같이 돌
아갔다. 부여융 스스로가 웅진도독부에 남아 있을 경우 신라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두
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
부여융의 우려는 서기 670년 7월에 현실로 나타났다. 신라가 군사를 움직여 백제를 공격하
여 품일 등이 63성을 빼앗고, 2,000명의 목을 베었으며, 문영 등은 7성을 빼앗고 적병(狄兵)
을 쳐서 7,000명의 목을 베고 전마와 병기를 많이 얻었다. 이로써 백제의 땅이 신라의 영토가
되었고, 백제의 역사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 비록 웅진도독부는 당이 백제의 영토에 설치한
기관이었지만, 부여융이 떠난 이후에는 신라의 세력에 대응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
였다.
서기 660년 백제는 혼란한 상황에 빠져 있던 동아시아 사회에서 중심에 있었다. 백제의 멸
망은 이후 동아시아 주변 각국의 역사를 바꿔 놓았을 뿐만 아니라 무너진 백제를 살리겠다는
부흥운동 역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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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1분과)-3 토론]

발표; 이규홍(군산대)

백강구전투 전후의 부흥운동 전개과정과 백강구전투 영역의 고찰
토론; 송완범(고려대 일본연구센터)
본고는 660년 백제 멸망 이후 663년 ‘백강구 전투’(일본사에서는 ‘백촌강 싸움’)를
둘러싼 이전과 이후의 이른바 백제부흥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서, ‘백강구 전
투’의 주요 무대가 되었던 주류성과 백강의 위치에 대한 비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고는 백제가 완전히 멸망한 시기는 백제부흥운동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시기에 해당한다고 하고, 명목상이긴 하더라도 웅진도독부의 책임자였던 부여 융이
당으로 떠난 것에 촉발되어 670년 7월 웅진도독부가 신라군에 의해 공격당한 때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고의 특징은 ‘백강구 전투’의 이전의 백제부흥운동과 이후의 부흥운동의 전개과
정을 나누어 기술,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당시 동아시아의 구성원 거의
모든 나라가 참전한 ‘백강구 전투’는 국내 전쟁을 넘어선 국제전쟁의 성격을 띠는
것이지만, 같은 성격의 백제부흥운동을 나누어 서술함은 조금 이색적입니다. 물론
이렇게 나누어 서술하는 배경에는 가운데 3장의 주류성과 백가의 위치 비정과 ‘백
강구 전투’ 영역의 범위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는 보이지만, 백제부흥운동
의 전체상을 설명하는 데는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논문의 성고에 있어 두어 가지 점이 보강된다면 더욱 좋겠다는 바람에서
조언을 드리는 것에 의해 토론자의 소임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선 논문 제목이 전체 내용을 모두 포괄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백강구 전투를 전후한 백제부흥운동’을 논할 것인지, 아니면 ‘백제부흥운동 중의 ’백
강구 전투‘의 의미와 위치 비정의 문제’를 논할 것인지,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게 좋
겠다는 생각입니다. 2장과 4장을 합해 서술하고, 3장을 독립시켜 전후 사정을 더하
여 설명한다면 전체의 틀이 균형 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주류성의 위치를 부안의 위금암산성으로, 백강의 위치를 동진강으로 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강구 전투’ 영역을 현재의 ‘새만금’ 지역으로 비정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백강의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주류성을 부안으로 설정한 위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설명은 전라북도 서해안의 역사 설명에 너무 부합
하는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행연구 중에는 ‘백촌강 전투’를 둘러싸고는 백제왕자 풍장의 귀국에 대한 연구뿐
만 아니라, 왜의 입장에서 다룬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1]과 [지도1]의 다음이
없기에 그냥 [표]와 [지도]라고 하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여러 가지 오독이 있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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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1분과)-4]

後百濟의 全州 立都와 彌勒寺 開塔
李道學(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적학과)

1. 머리말

4. 彌勒寺 開塔의 性格

2. 甄萱의 擧兵地와 '始都光州' 確認

5. 맺음말

3. 全州 立都 背景

1. 머리말
신라군 비장직에 있던 진훤이 擧兵하여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그리고 진훤은 전주로 천도
하여 통일을 지향한 국가의 왕도로 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몇 가지 사실을 정리
하고자 했다.
첫째, 진훤이 복무한 지역에 대해서이다. 지금까지는 羅州나 청해진 등을 지목하여 왔다. 그
런데 이와는 달리 필자는 신라 서남부 지역인 지금의 순천만과 광양만을 기반으로 하여 건국
에 성공했음을 처음으로 구명하였다. 순천만이 통일신라의 국제 항구였음을 찾아내었다. 진훤
은 이곳에서 해적들을 소탕하면서 戰功을 세워 비장직까지 올라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본 說를 최초로 주창한 이에 대해 왜곡된 인용이 제기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사안을 바
로잡고자 하였다.
둘째, 진훤은 ‘新羅 西面都統指揮兵馬制置 持節 都督全武公等州軍事 行全州刺史 兼 御史中
丞 上柱國 漢南郡開國公 食邑二千戶’라고 自署하였다. 문제는 官爵名의 제일 끝에 적힌 ‘漢
南郡開國公’에 대한 해석이다. 종전에는 官爵名 가운데 중간에 적힌 ‘全州刺史’에만 의미 부
여를 했을 뿐 終點에 적힌 ‘漢南郡開國公’에 대한 해석을 건너 뛰었다. 이 관작명을 보면 뒤
로 갈수록 목표치가 커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漢南郡開國公’이 지닌 의미를
구명함으로써 그간 주목해 왔던 ‘全州刺史’의 全州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님을 밝히고자 했다.

셋째, 900년 진훤이 단행한 전주에서의 立都가 遷都냐 定都냐하는 문제이다. 백제를 재건한
진훤의 최초 거점은 무진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진훤은 900년에 全州로 옮겨와서 새로운 도
읍지로 삼았다. 문제는 그 성격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定都로 간주하는
시각이 많다. 그 이유는 진훤이 공공연히 稱王하지 못했다는 데 두고 있다. 그러나 진훤은
강성한 이후에도 신라에 대해서는 稱臣하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왕이나 국가의 존재를 부
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 더욱이 진훤이 전주에 입성하기 전후의 사실을 묘사할 때 ‘巡’이라고
했다. 전주 입성 이전에 진훤이 稱王했음을 웅변해준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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遷都라는 관점에서 光州 初都說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전주 천도의 배경에 대해서 새롭게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도 과거에 필자
가 제기한 지론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自說’로 둔갑시킨 경우가 있었다. 더구나 후학이
그 ‘自說’을 盲信하는 사실을 목도하였다. 그러한 관계로 역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사
실 여부를 명백히 밝히고자 하였다.
다섯째, 진훤이 전주에서 한 말 가운데 “吾原三國之始 馬韓先起 後赫世勃興 故辰卞從之而
興”라고 한 구절에 대한 재해석이다. 지금까지는 ‘赫世’를 朴赫居世를 가리키는 ‘赫居世’의 略
記 정도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문맥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용례를 모르고 한
牽强附會式 해석이었다. 이 점 바로잡고자 하였다.
여섯째, 백제가 금마산에서 개국했다는 진훤의 선언에 대해서는 사리에 맞지 않은 내용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진훤이 의도한
바가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금마산 개국설이 지닌 인식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했다.
일곱째, 백제의 금마산 개국과 짝을 이루는 미륵사 開塔이 지닌 사상적 의미와 정치적 배경
을 환기시키고자 했다. 이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開塔을 탑을 수리하는 행위 정도로 여기면서
상징성만 찾는 선에서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사리신앙에 대한 용례와 더불어 중국
의 開塔 사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데서 기인한 해석이었다. 본고에서는 신라 말기의
상황에 직접 영향을 미쳤던 唐代의 法門寺 開塔 사례를 통해 불사리 신앙의 실체를 환기시
키고자 하였다. 그럼으로써 922년에 미륵신앙의 중심 도량인 미륵사에서의 開塔이 지닌 역사
적 의미가 되살아날 것으로 본다.

2. 甄萱의 擧兵地와 '始都光州' 確認
진훤은 군대를 따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 들어 간 후 해안 지역을 지키는 일에 복무하게
되었다. 그가 복무했던 곳은 지금의 전라남도 順天灣 일대로 필자가 최초로 새롭게 밝혔다.
그러한 사실은 다음의 인용과 같다.
a. 진훤의 사위인 무진주 성주 지훤(池萱)은 지금의 광주 출신 호족이 분명하다. 그리고 지금의 순천
출신인

박영규(朴英規)는

말할

것도

없고,

진훤의

어가행차(御駕行次)를

맡았던

인가별감(引駕別

監) 김총(金摠)도 순천 출신이었다. 인가별감은 어가행차와 관련한 임무를 맡았던 만큼, 경호의 총
책임자인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장에 해당되는 직책이었다. 김총은 죽어서 순천의 성황신(城隍神)
으로 받들여졌다. 그를 제사지내는 사당이 18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진례산(進禮山; 여수시 상암
동)에 존재하였다. 그러하였을 정도로 김총은 위세 있는 인물이었다. 순천 김씨의 시조이기도 한 김총의
묘와 사당인 동원재(同源齋)는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방축동에 남아 있다.
이처럼 진훤의 최측근 인맥이 지금의 광주와 순천쪽이었다. 이 사실은 진훤의 초기 세력 기반과 거
병 지역을 암시해 준다. 892년에 진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 무주(武州) 동남쪽의 군현(郡縣)이 일
제히 진훤에게 항속(降屬)하였다고 한다. 지금의 광주인 무주의 동남쪽은 순천과 여수를 포함한 지역권으
로서 그 중심지는 순천이었다. 순천은 해안을 끼고 있는 곳이 아닌가. 이 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와 관련해 939년에 세워진 대경대사비(大鏡大師碑)에 의하면 승려 여엄(麗嚴)이 당나라에서 신라로 귀국
할 때인 909년에 무주(武州)의 승평(昇平)에 도달했다(此時天祐六年 七月 達于武州之昇平)는 기록이 주
목된다. 승평은 승주 그러니까 지금의 전라남도 순천을 가리킨다. 이 사실은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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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端) 내륙 교통의 요충지인 순천 또한 대중국 항로와

관련한 항구였음을 알려준다.

즉 현재의 순천은 광주로 이어지는 철로와, 여수로 연결되는 철로의 분기점인 동시에 광양→하동→
진주→창원→삼랑진으로 뻗어가는 경전선의 시발이요 종착역이었다. 그러한 관계로 순천에는 현재 철도
국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러니까 순천은 광주 및 나주·목포 지역과 지금의 경상
남도 연안 지역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다. 지금의 광주에서 신라 수도인 경주로 가기 위해서는 통과해
야 하는 땅이기도 했다. 그런데다가 순천만(灣)에서 중국 대륙을 왕래하는 선박이 정박한다고 해 보자.
그것을 둘러싼 해적 집단의 횡행과 이들을 제압하기 위한 군대의 주둔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해적 소탕 임무를 띠고 주둔했던 진훤의 군영(軍營)이 순천 해안가였고, 그러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
의 초기 세력 인맥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1)

위의 인용 a에 따르면 진훤의 擧兵 지역이 지금의 순천 일대임을 알 수 있다.2) 진훤의 방
수처로 순천을 지목하는 유일한 論據인 인맥 문제는 앞서 거론했듯이 이도학이 이미 언급했
던 바이다. 그러나 이로써도 진훤의 방수처로 지목한 순천만 설의 타당성이 높다는 증좌일
수 있다. 그리고 진훤이 건국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기되
었다.
b. 그리고 진훤은 일반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주었다. 농민 출신이었기에 그는 촌락의 열악한 실
정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랬기에 그는 농민들을 과중한 부세와 수탈과 질곡에서 해방시켰다.
이러한 진훤의 조치가 민심을 얻을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보겠다. 비록 수사(修辭)가 많은 진훤의 아들
신검(神劒)의 교서(敎書)이지만 “도탄에서 구해주셨으니 백성들이 편안히 살게되고”라는 구절은 이것을
말할 것이다. 촌락 공동체를 뛰쳐나와 미아처럼 방황하는 유민들을 수습하여 농토에 묶어 두면서 사회의
안정과 경제 기반의 확대를 가져 왔음을 뜻한다고 보겠다. 그리고 호족들에 의한 강제 수탈로부터 농민

1) 李道學,『진훤이라 불러다오』푸른역사, 1998, 85~87쪽.
2) 이와 유사한 견해가 다음의 인용에 보인다.
···甄萱 政權下에서 引駕別監을 역임하였던 金惣은, 견훤이 西南海를 防戍하던 시절부터 일찍이 그 측근에서 활
약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註43). 그런데 그러한 金惣이 또한 順天 출신이었다고 한다(註44). 견훤이
처음 방수하였다고 하는 서남해가 어느 지역이었는지를 암시하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거니와, 이로써 문
제의 西南海가 현재의 順天灣과 光陽灣을 끼고 있는 順天(昇州) 지역이라는 것은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
었다고 하여 지나치지 않을 줄 믿는다(註45)(邊東明,「甄萱의 出身地再論」『震檀學報』90, 2000, 42쪽).

위의 인용 ‘註45’에 따르면 “근래에 이도학,『진훤이라 불러다오』, pp.83~85에서도, 견훤이 방수하였
던 서남해를 順天灣 지역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서 진훤의 擧兵 지역을 順天으로 지목한 이도학의 견
해를 취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邊東明은 出典의 年度를 누락시켰다. 이와 관련해 “견훤이 주둔한
곳은 순천의 해룡산성과 광양의 마로산성 등으로 추정된다···견훤은 해룡산성과 광양 마로산성 등의
해안 요새에 파견된 후 군인으로서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자세를 보였다(문안식,『후백제 전쟁사 연
구』혜안, 2008, 29~30쪽)”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의 견해에서 보듯이 이도학에 의해 이미 제기되었다.
해룡산성에 주둔하고 있던 진훤은 해적들을 소탕하는 데 발군의 전공을 세웠기에 裨將職까지 오르게 되었다.···
순천만과 이웃하면서 하나의 지형구 속에 자리잡은 광양만에는 마로산성이 소재하였다. 마로산성은 당초 마로현의
治所 城이기도 했다. 그러나 신라말 중앙 통제력의 이완을 틈타 이곳을 실질적으로 점거한 이가 순천 지역 호족
박영규 가문이었다. 마로산성에서 청해진에서와 동일한 唐製 도자기가 출토된 사실은 장보고 시대 이래로 이곳이
對唐·對日本 교역의 삼각 거점이었음을 뜻한다.···그러나 진훤은 중국제 물품이 출토된 마로산성을 비롯한 그 일대
를 세력권에 넣고 있었다( 李道學,「新羅末 甄萱의 勢力 形成과 交易」『新羅文化』28, 2006, 230~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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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해방시켰음을 함축하고 있다.
진훤은 한반도에서 인구와 물산이 가장 풍부한 호남·만경평야 일대를 장악하였던 것이다. 그랬기에
가장 강대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진훤이 말년에 자신의 군사가 북군 곧 고려 군대보다 갑절이나
더 많았다고 회고하였듯이, 경제적 배경이 그가 웅강(雄强)한 국가를 창건할 수 있었던 토대였다고 본다.
실제로『동사강목』에서도 “진훤이 무리를 불러 모아 일어나서 영토를 넓히고 경계를 개척하여, 백제의 옛
땅을 남김없이 차지했다. 삼한을 침탈하기 40여 년 동안, 그 재력의 부유함과 갑병(甲兵)의 막강함은 족
히 신라와 고려보다 뛰어나서 먼저 드날렸던 것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았던가!
···진훤이 왕국을 건설하고 빠른 시일내에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배경은 몇 가지로 나누어진
다. 첫째, 진훤은 예하에 해적 토벌을 통한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그는 항만에 주둔하면서 그곳을 드나드는 상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경제적 기반을, 승
려와 유학생들과의 교유를 통해서는 탄탄한 정치적 브레인층을 확보하게 되었다. 셋째, 그의 뛰어난 정
치적 안목이다. 그는 일찍부터 세력을 규합하면서 냉철한 안목으로 사세를 주시하다가 원종과 애노의 난
이 일어나자 즉시 거병하여 우뚝하게 지명도를 높였다. 이로써 그는 체제 불만 세력과 주민들에 대한 구
심 역할을 하였다. 넷째, 옛 백제 땅에서 ‘백제의 재건’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의 사용을 통하여, 주변 세
력들을 그 휘하에 빠르게 포용하면서 정치 세력화시켰다. 다섯째, 진훤의 세력 기반이 인구와 물산이 풍
부한 호남 지역이었다는 점이다. 후백제의 병력수가 고려의 그것보다 갑절이나 많았음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3)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진훤이 건국에 성공한 배경으로서 호남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언급하
고 있다. 그런데 900년에 진훤의 전주 立都를 천도가 아니라 定都로 지목하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시각은 全州 이전 진훤의 근거지였던 무진주를 王都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심사가 깔
려 있다. 백제의 재건은 全州 立都 後부터였다는 정서가 된다. 그러면 다음의 기사를 통해
이 문제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c. 당나라 昭宗 景福 원년(892) 즉 신라 진성왕 재위 6년에 왕의 총애를 받던 아이들이 [왕의] 옆에
있으면서 정권을 마음대로 휘둘러 기강이 문란하고 해이해졌고, 그 위에 기근까지 겹쳐 백성이
떠돌아다니고 뭇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에 진훤은 저으기 왕위를 엿보는 마음을 가져 무리를 불러 모아 왕경의 서남쪽 州縣을 치자
이르는 곳마다 메아리처럼 호응하였다. 한 달 사이에 무리가 5천 명에 이르자 드디어 武珍州를
습격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으나 아직 감히 공공연히 왕을 칭하지 못하고, 新羅 西面都統指揮兵馬
制置 持節 都督全武公等州軍事 行全州刺史 兼 御史中丞 上柱國 漢南郡開國公 食邑二千戶라고 스
스로 칭했다.4)

위의 c를 보면 진훤은 “왕경의 서남쪽 州縣을 치자 이르는 곳마다 메아리처럼 호응하였다”

3) 이도학,『진훤이라 불러다오』푸른역사, 1998, 100~101쪽. 153쪽.
한편 진훤이 건국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전라남도 지역의 불만농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등에 엎고 견훤은 반란을 성공으로 이끌고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 최고 곡창지대의 하나에 속하는 지역에 대한 조세수취권도 손에 넣게 되
었다. 이것이 후백제의 경제적 기반을 굳건히 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더 나아가 후삼국시
대 초기부터 후백제가 궁예의 泰封이나 王建의 高麗보다도 강력한 국가로 부상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는 것이다(이희관,「甄萱의 後百濟 建國過程上의 몇 가지 問題」『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00, 52쪽).

그러나 위에 보이는 내용도 이미 인용된 본문 b에서 언급된 바 있다. 즉 진훤이 건국에 성공한 배
경으로서 호남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이미 언급하였던 것이다.
4)『三國史記』권 50, 진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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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다. 신라 비장직의 진훤이 처음 거병한 곳이 慶州의 서남쪽임을 말하고 있다. 통일신라
때 승평항이었던 지금의 순천만과 광양만 일대를 거점으로 하였던 진훤은 이곳을 기반으로 주
변 지역을 석권했음을 가리킨다. 그런 후에 진훤이 “드디어 武珍州를 습격하여 스스로 왕[自
王]이 되었으나”라고 하였다. 진훤은 서남해안 일대를 장악하면서 휘하가 5천 명에 이르자 武
珍州를 점령한 후 이곳에서 '自王' 즉 稱王한 것이다. 稱王했으면 무진주가 王都라는 이야기
가 된다.
문제는 당시 진훤의 '自王'을 “감히 공공연히 왕을 칭하지 못하고”라고 하였기에 국가로 인
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마치 국가의 충족 요건이나 인류학적 발전 단계를 검증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검증할 수 있는 속성이 아니다. 진훤 스스로 ‘自
王’한 것인 만큼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일 뿐이다. 바로 그렇게 보면서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
다. 물론 진훤의 自署에 보면 “新羅 西面都統指揮兵馬制置”라고 하였으므로 신라를 의식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자신을 신라왕의 臣下로 인식한 것은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927년에 경
주를 습격하여 경애왕을 처단하고 김부를 새로운 왕으로 옹립한 후에도 진훤은 신라의 신하로
여겼다. 즉 진훤은 왕건에게 보낸 국서에서 “나는 尊王의 義를 두터이 하고 事大의 情을 깊이
하였다”고 했다. 가장 강성했을 때도 진훤은 자신을 신라왕의 신하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리
고 진훤은 '都統'이나 '太傅' 등의 직함을 사용했는데, 신라의 지방관임을 자처한 것이라고 한
다.5)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이나 직함은 어디까지나 對外的인 宣言에 불과할 뿐이었다. 진훤은
901년에 正開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반포했을 뿐 아니라 大王을 칭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진
훤 자신이 “공공연히 왕을 칭하지 못하고”라고 했다고 하여 왕 행세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삼국유사』에서는 진훤의 근거지였던 光州를 “壬子 始都光州”6)라고 하였다. 光
州가 후백제 최초의 왕도였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정황에서도 유추된다.
진훤이 순천만에서 擧兵한 시점을 889년으로 지목한다면, 892년에 와서야 光州를 근거지로
삼은 것이다. 진훤이 順天에서 光州로 진출하는 데 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
다. 擧兵한 지 3년 동안 진훤은 한반도 서남해안 지역을 석권하였다. 이때 진훤은 자신이 장
악한 지역 가운데 大都會인 光州를 점령한 후 이곳을 근거지로 '自王'한 것이다. 진훤은 '自
王'과 동시에 백제의 부활과 재건을 光州에서 선포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光州는 국가로
서 백제가 부활된 시발지인 것이다. 이는 全州에 入城하기 전 진훤의 행차를 왕의 행차를 가
리키는 '巡'이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진훤은 全州에 立都한 다음해인 901년에 正
開라는 연호를 선포했다.7) 이 사실은 진훤이 全州에 立都한 900년까지 이미 사용한 연호가
존재했음을 암시해준다. 그렇다면 진훤이 光州에 도읍하면서 국호와 연호를 선포하였고, 또
그것을 주재한 진훤은 명백히 국왕인 것이다. 진훤의 '自王'이 국가의 창건을 가리킴은 다음과
같은 궁예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보다 분명해진다.

<擧兵~國家 宣布까지의 궁예와 진훤 比較>
弓 裔
1단계

894년

擧兵時 官職

甄 萱
將軍

可以開國稱君

889년

擧兵時 官職

裨將

5) 신호철,『후백제 견훤정권 연구』일조각, 1993, 107쪽.
6)『三國遺事』권 1, 王曆, 後百濟.
7)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부도에 적힌 '正開十年庚午'라는 문구에 따른다면 正開 元年은 90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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始設內外官職
獨立時 兵力
2단계
3단계

901년
904년

3,500명

自稱王

獨立時 兵力
892년
900년

立國 號爲摩震

5,000명

自王
自稱後百濟王 設官分職

주지하듯이 궁예의 세력을 국가로 인정해 주는 시점은 2단계인 901년의 "自稱王"부터이다. 궁
예의 경우를 진훤에게 대입시킨다면 1단계는 889년에 裨將으로서 무리 5,000명을 거느리고
서남부 지역을 장악해 가는 상황이다. 2단계는 진훤이 무진주를 점령하고 '自王'한 892년에
해당되어진다. 따라서 진훤의 '始都光州'는 開國과 관련 지어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궁예의 건국을 "立國 號爲摩震"라고 한 904년이 아니라 "自稱王"하였던 901
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고구려의 부흥을 구호 삼아 後高句麗를 건국하였다(효공왕 5,
901)”8)라는 인식에서도 확인된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진훤의 擧兵과 국가제도 정비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평가와 인식을 살펴 보자.
d.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그는 무리를 이끌고 武珍州(광주)를 점령하고 실질적으로 건국하기에
이르렀다(진성여왕 3년, 889). 그리고 義慈王의 원한을 갚는다는 구호 아래 스스로 王이라 칭하더
니(진성여왕 6년, 892), 나아가 완산주(전주)로 근거를 삼고 국호를 後百濟라 하고 정치제도를 정
비하기에 이르렀다(효공왕 4년, 900).9)

위에서 보듯이 李基白은 무진주 점령 시점을 889년으로 간주하면서 ‘실질적으로 건국’이라
고 했다. 무진주 점령을 892년으로 지목하든 간에 이 시점을 건국으로 간주하는데는 일치되고
있다. 그렇다면 진훤의 경우도 892년의 "自王" 시점으로 건국을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 결국
光州는 후백제의 初都地가 되는 것이다.
光州에 도읍한 진훤의 포부는 自署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지역과 관련하여 제일 앞에 적
혀 있는 “持節 都督全武公等州軍事”에 보이는 全州·武州·公州는 지금의 충청남도와 전라남·북
도를 아우르고 있다. 이 지역은 백제 故地를 가리키고 있는 곳이다.10) 이에 덧붙여서 진훤은
‘全州刺史’를 칭하였으니 全州 지역에 큰 비중을 싣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훤은 무진주에
서부터 이미 全州 지역에 의미를 부여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다음의 인용에서 보듯이 순암
안정복은 진훤의 自署 중에서 '漢南郡 開國公'을 대표 官爵으로 언급했다.

e. 南海의 戍卒 甄萱[甄의 音은 眞]이 반란을 일으켜 武州를 근거로 하고 스스로 漢南郡 開國公이라
칭하였다.11)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안정복은 진훤의 내력을 서술해 나갔다. 여기서 안정복은 기존 학계
의 인식대로 ‘行全州刺史’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 넘어서 ‘漢南郡 開國公’을 더 중요한 관작으
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漢南郡開國公 食邑二千戶”의 ‘漢南郡’의 존재 여부가 된다.
‘漢南郡’은 “水州 : 別號가 漢南이다[成宗이 정한 것이다]. 또 隋城이라고도 부르는데 屬縣은
7개이다”12)고 했다. 그러니 ‘漢南郡’은 고려 成宗 이전인 신라 말기에는 존재했던 郡名은 아
8) 李基白,『新修版 韓國史新論』일조각, 1995, 142쪽.
9) 李基白,『新修版 韓國史新論』일조각, 1995, 141쪽.
10) 박한설,「후삼국의 성립」『한국사』3, 국사편찬위원회, 1977, 619∼620쪽.
11)『東史綱目』第5上, 壬子年 眞聖女主 6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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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다. ‘漢南郡’은 어떤 관념이 투영된 地名이라고 볼 수 있다. 字意上으로 ‘漢南’은 漢水의
북쪽을 가리키는 漢陽과는 달리 漢水의 남쪽을 가리킨다.13) 漢陽郡은 “본래 고구려의 漢山郡
[또는 平壤이라고도 함]을 진흥왕이 州로 만들어 軍主를 두었고, 경덕왕이 개명하였는데 지금
楊州 舊虛이다”14)고 했다. 그러므로 고구려 영역으로 인식했던 한양군 즉 漢北과는 달리, 漢
南은 백제 영역임을 가리키고 있다. 비록 후대의 후대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漢南에 대한
인식에서도 확인되어진다.

f. 古初에 漢南의 땅이 三韓이었다.15)
g. 沸流가 바닷가에 살고자 하니 10臣이 諫하기를 “오직 이 漢南의 땅은 북쪽으로는 漢水를 띠고 동
쪽으로는 高岳에 의지하고···”고 하였다.16)
h. ···온조가 漢水의 북쪽에 나라를 세웠다. 그 14년 뒤에 漢南으로 도읍을 옮겼으니 지금의 廣州이
다.17)
i. 京畿 漢北 지역 : 고려에 들어와서는 關內道가 되고, 우리 태종 때는 漢南과 합하여 京畿가 되었
다.18)

위의 g에 보이는 '漢南'은『삼국사기』동일 기사에서 ‘河南’으로 표기되었다.19) 따라서 漢南은
한강 남쪽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h에서 漢南을 경기도 廣州라고 한 것을 볼 때 백제 王
都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의 c에서 보였던 ‘全武公等州’가 百濟 故地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다면 ‘漢南郡’은
한수 이남의 백제 王都를 포괄하는 故地 전체를 망라하는 관념적인 지명이라고 하겠다. 진훤
의 관작 말미에 적힌 한남군에는 한강 남쪽 백제 영역을 모두 제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관작이 참고가 될 것 같다.
j. 都督遼海諸軍事征東將軍領護東夷中郞將 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장수왕 23년 조)
k. 奉常正卿 平壤郡開國公 食邑二千戶(김유신전 下)

장수왕 이래 고구려왕들이 ‘遼東郡開國公’에 봉해졌다. 이는 遼東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
정해 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김유신이 받은 ‘平壤郡開國公’의 평양은 고구려 王都
名으로서 고구려 영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준다는 의미가 부여된 것 같았다.
그러면 진훤은 왜 무진주에서 전주로 왕도를 옮기게 되었을까? 이와 관련해 다음의 기사를
살펴 보도록 한다.
l. 이 때 北原賊 良吉〔良吉 즉 梁吉임]이 雄强하여 궁예가 스스로 투항하여 그 부하가 되었다.
진훤이 이 소식을 듣고 멀리 양길에게 관직을 주어 裨將으로 삼았다. 진훤이 서쪽으로 순행하
여 완산주에 이르니 그 백성들이 환영하고 위로하였다. 진훤이 인심을 얻은 것을 기뻐하여 좌

12)『高麗史』권 56, 지리지 水州 條.
1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漢韓大辭典』8, 2005, 853쪽.
14)『三國史記』권 35, 地理 2.
15)『東史綱目』부록 상권 下, 雜說, 辰國三韓說.
16)『新增東國輿地勝覽』권 9, 仁川都護府 古跡 條.
17)『林下筆記』권 11, 文獻指掌編.
18)『林下筆記』권 11, 文獻指掌編, 八道 沿革 條.
19)『三國史記』권 23, 온조왕 즉위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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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게 말하였다.···20)

위의 기사를 통해 무진주의 진훤은 “雄强하여 궁예가 스스로 투항하여 그 부하가 되었다”고 하
였을 정도로 强盛한 北原의 양길에게 裨將職을 수여하였다. 裨將職은 당초 진훤이 신라 군인
으로 복무할 때 받았던 직책이었다. 이로 볼 때 裨將職은 副司令官이나 輔佐官 정도의 위상
이 아니라 軍司令官職임을 알게 된다. 진훤은 당초 신라왕으로부터 裨將職을 수여받았다. 그
러나 이제는 진훤이 양길에게 裨將職을 수여했다. 이 자체는 진훤이 자신의 위상을 '王'으로
간주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진훤은 자신의 예하에 양길을 정치적으로 가두기 위한 조치로서
裨將職을 내려주었다. 또 그럼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관직
제수는 궁예가 "開國稱君" 시점에서 철원군 태수로 왕건을 임명한데서도 보인다.21) 그리고
“진훤이 서쪽으로 순행하여 완산주에 이르니”라는 구절을 통해 볼 때 민심을 수습하고 위무하
기 위한 차원에서 서부 지역 각 고을에 대한 순행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순행은 민심
의 반응과 각 지역의 역사적 내력이나 자연환경을 살피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결국 진훤은
‘西巡’을 통해 全州 立都를 결행하였다.

3. 全州 立都 背景
진훤은 900년에 전주에 立都하였다. 그가 全州에 立都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진훤은 ‘西巡’을 통해 “완산주에 이르니 그 백성들이 환영하고 위로하였다. 진훤이 인
심을 얻은 것을 기뻐하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진훤이 ‘西巡’한 어느 지역 보다도 열
렬히 환영을 받은 곳이 완산주였다. 진훤은 인심을 얻었음을 알았고, 또 인심을 계속 얻기 위
해서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역을 首府로 삼는 게 현명한 일이었다. 진훤이 무진주
에서 완산주 즉 全州로 천도하게 된 데는 주민들의 支持에 대한 體感度의 차이를 느꼈기 때
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全州는 백제 재건에 대한 응집력이 강한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그
러면 무슨 이유로 全州와 光州에서는 백제를 부활한 진훤 정권에 대한 支持度上 체감도의 差
가 나타났을까? 이와 관련해 다음의 견해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m. 진훤의 경우는 광주에서 전주로 천도하였다. 그 천도의 배경은 나주 지역이 궁예 세력의 위협을
받는 등 몇 가지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동기는 나주 지역은 영산강 유역으로
서 백제에 복속된 시기가 늦을 뿐 아니라 백제 부흥운동에서도 그 응집력이 취약했을 정도로 백
제적인 구심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곳이었다. 반면 노령산맥 이북의 전주 지역은 原백제 지역이었
다는 점을 고려했던 것 같다.22)

是時 北原賊良吉雄强〔良吉 卽梁吉也〕弓裔自投爲麾下 萱聞之 遙授良
吉職爲裨將 萱西巡至完山州 州民迎勞 萱喜得人心 謂左右曰 吾原三國之始 馬韓先起 後赫世勃興 故
辰卞從之而興 於是 百濟開國金馬山六白餘年 摠章中 唐高宗以新羅之請 遣將軍蘇定方 以船兵十三萬
越海 新羅金庾信卷土 歷黃山 至泗沘 與唐兵合 攻百濟滅之 今予敢不立都於完山 以雪義慈宿憤乎 遂
自稱後百濟王 設官分職 是唐光化三年 新羅孝恭王四年也
21)『三國史記』권 50, 弓裔傳.
22) 李道學,「弓裔와 甄萱의 比較檢討」『弓裔와 泰封의 역사적 재조명』제3회 태봉학술제, 철원군,
2003, 20쪽.
위의 인용 l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인용을 검토해 본다.
20)『三國史記』권 50, 甄萱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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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全州 立都의 배경으로서 다음과 같은 구절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 본다.23)
n. 내가 삼국의 시초를 살펴보니, 마한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혁거세가 발흥하였으므로 진한과 변
한이 따라서 일어났다. 이에 백제가 금마산에서 개국하여 600여 년이 되었다···(萱西巡至完山州
州民迎勞 萱喜得人心 謂左右曰 吾原三國之始 馬韓先起 後赫世勃興 故辰卞從之而興 於是 百濟開
國金馬山六白餘年 摠章中 唐高宗以新羅之請 遣將軍蘇定方 以船兵十三萬越海 新羅金庾信卷土 歷
黃山 至泗沘 與唐兵合 攻百濟滅之 今予敢不立都於完山 以雪義慈宿憤乎 遂自稱後百濟王 設官分
職 是唐光化三年 新羅孝恭王四年也).24)

위에서 “吾原三國之始 馬韓先起 後赫世勃興 故辰卞從之而興”라고 한 구절의 ‘赫世’를 朴
赫居世를 가리키는 ‘赫居世’의 略記 정도로 간주해 왔다. 그랬기에 "마한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혁거세가 일어났다. 그런 까닭으로 진한과 변한이 뒤따라 일어났던 것이다"25)라는 식의
해석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赫世’는 ‘累代’ 즉 ‘代代로’를 가리킨다.26) 가령 대대로 顯貴한
高官을 가리키는 '赫世公卿'이라는 용어가 말해주고 있다.27) 게다가 문리상 “마한이 먼저 일
어나고”에 이어서는 신라를 가리키는 진한과 함께 변한이 마한(백제)을 좇아서 흥기했다는 내
용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듯 新羅(辰韓)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앞서 미리 혁거세가 발흥한 까닭에 진한과 변한이 따라서 흥기했다는 서술과 해석은 어색한
것이다. 여기서 “後赫世勃興”라는 구절의 ‘後’는 衍字이므로 삭제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한다면
“마한이 먼저 일어나 累代로 勃興한 까닭에, 진한과 변한이 (마한을) 좇아 흥기했다”는 해석

전남지역은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과정에서도 전북이나 충남과는 달리 파고가 높지 않았다. 전남지역의 토착
세력은 마한의 전통에 대한 계승의식이 남아 있었고, 백제인이라는 귀속의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부흥운동에 적
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던 것이다(문안식,『후백제 전쟁사연구』혜안, 2008, 48~49쪽).

위의 인용문은 문안식·이대석,『한국고대의 지방사회』(혜안) 2004, 248쪽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저서의 쪽수 뿐 아니라 그 책자에는 인용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내용은 인용되고 있다(송화섭,「후백제의 대외교류와 문화」『후백제 왕도 전주』전주역사박물관,
2013, 59쪽). 다만 해당 책자에는 전주 천도의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술이 보인다.
이와 같이 후백제는 전주 천도 이후 전남의 내륙지역과 동부지역 및 남해안 일대를 차지하였으며, 서남해지역은
해상세력이 견훤에 맞서면서 토착질서를 유지하였다. 후백제는 나주를 비롯한 서남해지역의 호족들이 저항을 꾀하
자, 무주의 배후지역이 취약성을 보이게 되었다. 이 때문에 견훤은 전주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다. 또한 견훤은 내
륙의 교통 군사적인 요충지로 옮겨 지배영역을 확대할 목적으로 전주 천도를 단행하였다[신호철, 앞의 책, 1993,
48~51쪽; 정청주, 앞의 책, 1996, 170쪽](문안식·이대석,『한국고대의 지방사회』(혜안) 2004, 329쪽).

위의 인용을 통해 볼 때 문안식은 다른 이의 논지를 인용했을 뿐 아니라 전라남도 지역의 백제에
대한 귀속 의식의 취약성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이도학이 제일 먼저 언급했
음을 알 수 있다.
23) 이러한 구절에 대한 최근의 번역은 노중국 外,『개정 증보 역주 삼국사기』2-번역편, 한국학중앙
연구원 출판부, 2012, 833쪽에 의하였다.
24) 이 구절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가 제기되었다. “李丙燾氏가『國譯三國史記』에서
‘내가 三國의 起源을 상고해 보면 마한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赫世(赫居世)가 勃興하였으므로 辰
(韓), 卞(韓)이 따라 일어났다’고 해석한 것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해석이 誤譯이라고 생각
한다. 나는 이를 ‘내가 삼국의 기원을 생각할 때 馬韓이 먼저 일어나서 뒤에는 빛나는 시대가 일어
났다. 그러므로 해서 진한, 변한이 따라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해석한다. 赫世는 빛나는 세상, 시대
치세를 의미하지 赫世가 朴赫居世의 略語가 아니다(文暻鉉,『高麗史硏究』경북대학교 출판부, 2000,
51쪽, 註 13).”
25) 이재호 譯,『삼국사기』솔, 1997, 506쪽.
26) 신기철·신용철,『새 우리말 큰사전』하, 三省出版社, 1975, 3706쪽.
27) 이숭녕 監修,『현대국어대사전』한서출판사, 1974, 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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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그러면 문장이 자연스러워진다.
실제『신증동국여지승람』益山郡 古跡 金馬山 項에 따르면 “昔馬韓先起 赫世勃興 辰卞從之
而興”라고 하였다. 분명히 여기서는 “赫世勃興” 앞의 ‘後’ 字를 삭제했다. 게다가 다음과 같
이 해석하였다. 즉 “옛날에 마한이 먼저 일어나 대대로 勃興하였고, 진한과 변한이 뒤이어 일
어났다”28)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漢文에 능한 爲堂 鄭寅普도 "말한 以後 赫世勃興하던 王朝
의 末葉의 委遇를 바든 것은 갑핫으니···[前回 二段 '赫居世'라 한 것은 모다 '赫世'의 誤]"29)라고
하였듯이 당초에는 '赫居世'로 해석했다가 '赫世'로 訂正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을 게재한 鄭寅普의『朝鮮史硏究』上, 서울신문사(1946) 뿐 아니라 文成哉 譯註本(2012)에서도
訂正되지 않고 여전히 '赫居世'로 적혀 있다.
셋째, 전주 천도와 맞물려 진훤은 백제의 금마산 개국설을 주장하였다. 물론 이는 사실은
아니었기에 어떤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진훤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야 없다. 가령 고려 말 李穀(1298~1351)의 七言古詩「扶餘懷古」에 보면 “온조왕이
東明家에서 태어나 부소산 밑으로 옮겨와 나라를 세웠다”30)라고 했다. 이곡은 백제의 건국지
를 扶蘇山下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훤이 自署한 관작에 보이는 ‘漢南郡’이 漢水 이남을 가리킨다고 할 때 백제의 영
역을 정확히 간파했다고 본다. 특히 ‘漢南郡’은 고구려 영역으로 인식한 한강 이북 서울 북부
지역을 가리키는 漢陽郡에 대응하는 지역이라고 할 때 한강 이남의 서울 남부 지역을 가리킬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훤은 백제의 개국지를 南漢山 일대로 정확히 인지하였을 가능성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금마산 개국설을 선언한 데는 복잡한 사정이 놓여 있었을 것으
로 보인다. 가령 900년을 전후하여 百濟故地에서는 백제 재건을 선언한 여러 세력이 할거했
을 가능성이다. 한강유역을 비롯하여 廣州 지역 호족 왕규나 죽주의 기훤, 公州將軍 弘奇처럼
백제 古都에서 일어난 세력도 존재하였다. 백제 개국지나 古都의 선점은 정통성의 後光을 입
을 수 있는 요체이기도 했다. 이때 진훤은 자신의 현실적 기반이 한강유역과는 거리가 멀었
다. 더구나 公州 지역에도 홍기라는 호족이 웅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훤은 사비성
도읍기 백제의 兩都 가운데 하나인 금마저를31) 주목하였던 것 같다. 진훤은 그것을 연줄로 하
여 백제의 개국지를 익산으로 남하시켜 자신이 그 本流임을 선언하고자 했다.

4. 彌勒寺 開塔의 性格
백제 왕권의 상징이요, 미륵신앙의 本處가 익산 미륵사였다. 진훤이 익산을 중시한 데는 미
륵사가 지닌 지대한 비중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惠居國師碑文」
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o. 3년이 지나 金山寺 義靜律師의 戒壇에 나아가 具足戒를 받았다.···龍德 2년(922) 여름 특별히 彌
勒寺 開塔의 은혜를 입어 이에 禪雲山의 選佛場에 나아가 壇에 올라 說法하였다.32)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Ⅳ, 1978, 424쪽.

28) 민족문화추진회,
29) 鄭寅普,「五千年間 朝鮮의 '얼' (95)」『東亞日報』1935. 7.9.
30)『稼亭集』권 14,「扶餘懷古」;『東文選』권 6, 七言古詩,「扶餘懷古」.“溫王生自東明家 扶蘇山下徙立國”
31) 李道學,「百濟 武王代 益山 遷都說의 再解釋」『馬韓․百濟文化』16, 2004, 96~97쪽.
32) “越三年 就金山寺義靜律師戒壇受具於是 龍德二年夏 特被彌勒寺開塔之恩 仍赴禪雲山選佛之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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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진훤은 미륵사에 開塔했다고 하였다. 開塔의 의미에 대해 “塔을 복구하고”33) 혹은
“전에 무너졌던 미륵사탑의 복구”34)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혹은 다음과 같은 인식도 보인다.
p. 여기서 개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미륵사 탑과 관련된 의식, 보수, 새로운 탑의 조성 등 다
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미륵사지 西塔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舍利奉安記와 舍利莊嚴
具에 따르면, 미륵사에 탑을 새로 세운 흔적은 물론이거니와 보수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
로써 미륵사의 개탑은 후백제의 새로운 불사를 의미하기 보다는 백제와의 일체성을 부여하기 위
한 후백제의 정치적 행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35)

위의 인용에서는 미륵사지 서탑을 보수한 흔적이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에 덧붙여 “···‘미륵
사 개탑’을 탑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백제의 진정한 계승을 대내외에 드러낸 정치적 성격이
짙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36)라고 하였다. 즉 ‘開塔’이 지닌 의미를 상당히 추상적으로 묘
사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開塔’이 지닌 의미를 검증해 보기로 한다. 일단 ‘開塔’은 탑을 수리했다는
뜻은 아니다. 탑을 수리한 경우는「桐華寺蹟碑銘」에서 “至是嚴修塔廟”라고 하였다.37) 즉 '修'
라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미륵사지 서탑에 보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 ‘開塔’을
佛事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견해는 다음의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첫째, 미륵사지 3塔 가운데
1개소의 경우를 놓고서 전체를 규정 짓기는 어렵다. 둘째, 미륵사지 서탑은 신라 경덕왕대에
봉성사 소속의 大伯士가 참여하여 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38)
그렇다고 ‘開塔’의 성격을 단순히 佛事로 간주할 수는 없다. ‘開塔’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
이 탑을 열었던 사실을 말한다. 주지하듯이 탑의 기본적 성격은 무덤인 것이다. 무덤을 연다
는 것, 그것도 미륵신앙의 요람에 소재한 탑(무덤)을 열었음은 迎佛骨 儀式이었다. 곧 불사리
신앙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한 塔 안에 사리가 봉안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령 “···逢仙
不看棊無縫 塔開瞻舍利 千江月映碧琉璃”39)라는 詩句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陝西省 寶鷄市
扶風縣 法門鎭에 소재한 다음과 같은 唐代의 法門寺 迎佛骨 儀式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q. 鳳翔 法門寺에는 護國眞身塔이 있다. 塔 안에는 釋迦文佛의 指骨 한 마디가 있다. ···(塔門은) 30
년에 한번 여는데, 여는 해에는 풍년이 들고 사람들이 태평하였다. 14년 정월 上께서 中使 杜英
에게 명령하여 奇押 宮人 30인이 香花를 지니고 臨皐驛에 이르러 佛骨을 맞아서 光順門으로부터
大內에 들어가 禁中에서 3일간 머무르다가 곧 여러 사찰로 보내면, 王公士庶가 달려와서 시주를
했다. 두려운 것은 후에 백성들이 廢業 破産하거나 정수리를 태우거나 팔뚝을 지지며 供養을 구
하는 일이 있었다.40)
李能和 主幹,『朝鮮佛敎叢報』三十本山聯合事務所, 1917, 23~26쪽; 許興植,「惠居國師의 生涯와 行
績」『韓國史硏究』52, 1986 ;「葛陽寺 惠居國師碑」『高麗佛敎史硏究』一潮閣, 1986, 582쪽.
한국역사연구회,「葛陽寺惠居國師碑」『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上, 혜안, 1996, 342~343쪽. 한국역사연구
회, 앞책, 下, 혜안, 1996, 459~460쪽).
33) 許興植,『高麗佛敎史硏究』一潮閣, 1986, 586쪽
34) 趙仁成,「弓裔의 勢力形成과 建國」『震檀學報』75, 1993, 46쪽.
35) 진정환,「후백제 불교미술의 특징과 성격」『동악미술사학』11, 2010, 164쪽.
36) 진정환,「익산에 꽃피운 백제의 불교미술」『益山』국립전주박물관, 2013, 268쪽.
37)
'

『魏書』권 114, 釋老志에서 塔廟'에 대해 "塔 역시 오랑캐 말인데, 宗廟를 말하는 거와 같다. 때문
에 세속에서는 塔廟라고 일컫는다"고 했다.
38) 김창겸,「彌勒寺址 石塔 발견 銘文의 ‘大伯士奉聖’」『白山學報』70, 2004, 258~259쪽.
39)『御製宋金元明四朝詩』권 90, 「送日本希白上人禮祖塔之金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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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봄에 조서를 내려서 岐山의 無憂王寺에 있는 부처의 指骨을 끄집어 내어 맞이해서 禁中에 모셔
두었다가 다시 諸寺로 보내어 무리들에게 보이게 하고, 都城이 기울어져서 우러르며 예물을 올렸
는데 布施하는 재물이 巨萬이었다. 2월 을해일에 中使를 보내어 故處에 다시 묻도록했다.41)
s. 功德使가 말씀을 올렸다. "鳳翔 法門寺 塔에는 佛骨이 있는데, 전해져 내려오기를 30년에 한번 여
는 것인데, 열면 그 해는 풍년이 들고 사람들은 편안하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열어야 하므로 청컨
대 그것을 맞이하십시오." 12월 초하루 경술일에 皇上이 中使를 보내서 승려들을 인솔하여 그것을
맞이하게 했다.42)
t. 봄 3월 계사일에 皇上이 勅使를 파견하여 法門寺에 가서 佛骨을 맞이하게 하자 여러 신하들 가운
데 諫言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 심지어는 “憲宗은 佛骨을 맞이하고서 얼마 안 있다가 晏駕하였
다”고 말했다. 황상이 말하기를 “짐이 살아서 이것을 본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하였다. 널
리 浮圖·寶帳·香轝·幡花·幢蓋를 만들어 가지고 이를 맞아하였는데, 모두 金과 玉·수 놓은 비단·비
취색 구슬로 장식하였다. 京城에서 절까지 300리 사이의 도로에 다니는 車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 여름 4월 임인일에 佛骨이 京師에 이르자 禁軍의 군사들로 儀仗을 하고, 公私의 음악을
연주하며 인도하였는데, 하늘이 沸騰하고 땅에는 촛불을 밝힌 것이 수십 리를 이어져 있었으며,
儀仗과 護衛가 성대함은 郊祀를 하는 것보다 지나쳤고, 元和 연간의 것은 아주 못 미쳤다. 부자들
이 길을 끼고서 비단으로 건물을 장식하여 無遮會에 이르는데, 다투어 사치하며 낭비했다.
황상이 安福門에 나아가 누각에서 내려와 膜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가슴까지 적셨다. 승려와
京城의 耆老들 가운데 일찍이 元和時代에 있었던 일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금과 비단을 賞으로 내
려주었다. 佛骨를 맞이하여 禁中으로 들여오고 사흘만에 꺼내어 安國崇化寺에 안치하였다. 宰相
이하 모든 사람들이 다투어 金帛을 시주했는데,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 이어서 德音을 내리
어 안팎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감형시켰다.43)

法門寺는 唐代 皇宮의 外的 道場으로서 皇家의 祈願과 供養의 場所였다. 그리고 法門寺는
역대 황제들이 佛骨을 맞이해서 받든 護國의 總道場이기도 했다. 그러니 唐代 佛事 隆盛의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는 法門寺 佛骨舍利의 迎送이나 供養보다 더한 것은 없었다. 法門寺에
서 30년마다의 開塔을 통한 迎佛骨 儀式을 통해 豊年과 太平聖代를 기원한 것은 佛法의 힘을
빌어 주민들에 대한 통치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었다.44) 高麗에서도 이러한 迎佛骨 儀式이
이어져 왔었다. 즉 “여름 4월에 佛骨을 大安寺에서 맞아들여 仁德宮에 안치하였다”45)는 기사
가 바로 그것이다. 唐代에는 이와 엮어져 唐 懿宗이 반포한「迎佛骨赦文」에서 보듯이 迎佛骨
大赦免을 단행하였다. 그럼으로써 人心의 安定과 천하의 安寧을 얻고자 한 것이다.46)
후백제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開塔 장소인 미륵사는 백제
이래 최대의 가람으로서 미륵신앙의 중심 道場이었다. 3院 1伽藍인 미륵사에는 3處에 탑파가
소재하였다. 이 중 중심에 소재한 목탑이 가장 규모가 컸을 뿐 아니라 위상도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47) 실제 미륵사 3탑 가운데 中塔이 제일 먼저 조성되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할 때 진
40)『舊唐書』권 160, 韓愈傳.
41)『資治通鑑』권 233, 德宗 貞元 6년 조.
42)『資治通鑑』권 240, 憲宗 元和 13년 조.
43)『資治通鑑』권 252, 懿宗 咸通 14년 조.
44) 王偉,『法門寺文物圖飾』文物出版社, 2009, 14~15쪽.
45)『高麗史』권 16, 인종 7년 조.
46) 冉万里,『中國古代舍利瘞埋制度硏究』文物出版社, 2013, 219쪽.
47) 하층 기단면이 중탑은 한변 18.56m의 정방형, 석탑인 서탑과 동탑은 한변 12.6m로 밝혀졌다(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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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은 미륵사의 3塔 가운데 中塔을 열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진훤은 미륵사에서 개탑 의식을 성대하게 하였다. 직접 미륵사에서 佛骨을 맞이하는 동시에
공양도 하였을 것이다. 이렇듯 진훤이 미륵사탑을 열었던 ‘開塔’은 후백제의 연호인 正開와도
관련 있어 보인다. 나아가 백제의 금마산 ‘開國’과 엮어진 全州 천도를 축으로 한 일련의 작
업이었다. 우선 이때의 佛骨 迎禮를 통한 화평한 미륵의 세상 구현을 선언하는 의식이었다고
본다. 즉 미륵사탑 안에서 때를 기다리던 미륵불이 세상에 출현함으로써 戰亂을 종식시키고
태평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출로써 兵亂에 지친 민심을 안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러한 진훤의 의지는 결코 허황되지 않았다. 이는 미륵사 개탑이 이루어진 922년이라는 시점
과 관련 지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918년에 상전인 궁예를 축출하고 집권한 왕건은 진훤에게
分割鼎立案을 제시하였다. 진훤은 고려 건국과 왕건 정권을 인정해 주는 한편, 왕건이 제시한
과거의 삼국을 복원하는 分割鼎立案을 수용했다. 이러한 結好에 따라 후백제와 고려간에는 和
平·共存이 7·8년간 지속되었다.48) 924년에 還國한 法鏡大師의 비문에서 “동방으로부터 잠깐
소식을 들으니 본국에는 큰 山의 안개가 걷히고 점차 바다에는 파도가 가라앉아 外亂은 모두
사라지고 다시 중흥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同光 2년에 옮기어서 귀국하니 나라 사람들이 서로
경하하여 환영하는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였다”49)라는 문구에서도 확인된다.
바로 그러한 태평한 시점에서 진훤은 미륵사 개탑 의식을 성대하게 집전한 것이다. 진훤은
백제 이래의 권위 있는 大彌勒道場인 彌勒寺의 開塔을 통해 천하의 평정과 樂土의 具顯이라
는 이상을 펼치고자 하였다. 즉 백제의 재건에 성공한 진훤은 자신이 이룩해 놓은 성과를 天
命佛法과 연계시킬 수 있는 好期로 여겼을 수 있다. 진훤은 開塔을 통해 정권의 공고함이나
항구적 안정 뿐 아니라 三韓統合의 당위성을 확산시키려고 했을 법하다. 그리고 唐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진훤은 ‘開塔’ 기념으로 대사면을 단행했다고 본다. 결국 진훤은 민심을 규합하
여 安定的 권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올렸을 것이다.

5. 맺음말
신라 군관이었던 진훤의 복무지는 통일신라의 국제항이었던 순천만이었다. 순천만의 해룡산
성에서 근무하던 진훤은 동일한 지형구에 소재한 광양만 마로산성의 박영규 가문과도 제휴하
였다. 이때 진훤이 구축한 정치·경제적 기반을 근거로 국가 창건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필자가 최초로 구명한 바 있다.
진훤은 무진주를 점령한 후 ‘新羅 西面都統指揮兵馬制置 持節 都督全武公等州軍事 行全州
刺史 兼 御史中丞 上柱國 漢南郡開國公 食邑二千戶’라고 自署하였다. 여기서 제일 끝에 적혀
있는 ‘漢南郡開國公’은 한수 이남의 백제 고지 전체를 망라하는 관념적 지명이었다. 즉 한강
남쪽 백제 영역을 모두 제패하려는 진훤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 그런데 진훤이 擧兵한 후 최
초의 근거지인 光州는 都邑으로 지목할 수 있다. 비록 진훤이 공공연히 稱王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稱王이 사실이라면 그에 걸맞는 國號의 제정을 분리할 수 없다. 게다가『삼
국유사』에서는 진훤의 근거지였던 光州를 “始都光州”라고 하였다. 그리고 全州 入城 前 진훤
의 행차를 ‘巡’이라고 했다. 弓裔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도 892년 당시 光州는 후백제의 첫
기,「익산지역 백제 寺址硏究」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42쪽; 金善基,『益山 金馬渚의 百濟文
化』서경문화사, 2012, 78쪽.
48) 李道學,「後百濟의 加耶故地 進出에 관한 檢討」『白山學報』58, 2001, 48~49쪽.
49) 朝鮮總督府,「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朝鮮金石總覽』上, 1922,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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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였다. 그러므로 900년 후백제의 全州 立都는 遷都에 해당하는 것이다.
진훤이 光州에서 전주로 천도하게 된 배경은 영산강유역 주민들의 백제로의 귀속 의식이 취
약한데서 찾을 수 있었다. 이곳은 5세기 후반에서야 백제의 직할지로 편제되었다. 그로 인한
변방 의식과 귀속 의식이 덜했다. 그런 관계로 백제의 재건에 대한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약하
였다. 결국 진훤은 자신을 열렬히 환대하는 전주로의 천도를 결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인으
로 인한 전주 천도의 배경 역시 필자가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진훤의 금마산 개국설은 전주 천도 무렵의 상황과 관련 있는 것 같았다. 백제 개국지나 古
都의 선점은 정권의 정통성을 내세울 수 있는 요체이기도 했다. 그런데 진훤은 자신의 현실적
기반이 한강유역과는 거리가 멀었다. 더구나 公州 지역에도 홍기라는 호족이 웅거하고 있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훤은 사비성 도읍기 백제의 兩都 가운데 하나인 금마저를 주목하였기
에 백제의 개국지를 익산으로 남하시켰던 것이다. 결국 금마산 개국설은 백제 부활을 표방한
여러 政派間에서 진훤의 정치적 입지를 세워 백제 嫡子로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산물이었
다. 이와 관련해 진훤이 전주에서 한 말 가운데 “吾原三國之始 馬韓先起 後赫世勃興 故辰卞
從之而興”라고 한 구절에 대한 해석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삼국의 시작을 살펴 보니까 마한
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혁거세가 일어났다. 그런 까닭으로 진한과 변한이 뒤따라 일어났던
것이다”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종전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마한이 먼
저 일어나 累代로 勃興한 까닭에, 진한과 변한이 (마한을) 좇아 흥기했다”고 재해석하였다.
922년의 미륵사 開塔의 성격에 대해 논자들은 塔 修理나 改修 혹은 상징적인 행위라는 모
호한 표현을 구사하고는 했다. 그러나 이는 통일신라에 영향을 끼친 唐의 사례를 놓고 볼 때
그 배경을 살필 수 있었다. 중국 陝西省 寶鷄市의 法門寺에서 30년마다의 開塔을 통한 迎佛
骨 의식을 통해 豊年과 太平聖代를 기원하였다. 이는 佛法의 힘을 빌어 주민들에 대한 통치
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이와 마찬 가지로 진훤도 백제 이래의 권위 있는 大彌勒道場인
彌勒寺의 開塔을 통해 천하의 평정과 樂土의 具顯이라는 이상을 펼치고자 한 것이다. 이로써
진훤은 민심을 규합하여 강력한 권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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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1분과)-4 토론]

‘後百濟의 全州 立都와 彌勒寺 開塔’의 토론
송화섭(전주대)
백제사 연구에 독보적인 연구 업적을 쌓아온 이도학 교수의 발표문을 읽어보면서 많은 공부
를 하였다는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백제의 역사에 무관심하는 상황에서 앞장
서서 견훤을 ‘진훤’이라고 호칭하면서 후백제사에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발표문을 읽어보면서 몇가지 더 알고 싶은 것에 대한 갈증으로 토론문을 작성하였
습니다. 3가지 정도로 요약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토론문의 괄호안의 원문은 『삼국
사기』권제 50 열전 제10 견훤전에 실려있는 사료이다.
첫째, 후백제의 광주 입도설이다.
발표자가 주장한 바와같이, 견훤은 왕경의 서남해변(순천, 광양만 일대)의 방위를 담당하는
裨將으로 임명된 후에 그곳에서 5,000명의 세력을 규합하면서 야심을 품게 된다(於時萱竊有
覦心). 견훤은 무리 5천명을 이끌고 무진주를 공격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으나, 감히 드러내놓
고 왕이라고 하지 못하였다(衆至五千人 遂襲武珍州自王 猶不敢公然稱王). 견훤은 왜 순천, 광
양만에서 품은 야심이 광주에 와서 꺾인 것일까? 견훤은 용감한 기풍과 군사들의 선봉에 서서
지휘하던 비장으로서 기상과 막상 변방의 지지세력을 규합하여 통치권력자로 행세한다는 것에
간극이 크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광주(무진주)를 습격하여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였
으나(遂襲武珍州自王), 주변의 여건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당시 전남지역의 지방세력들이
순순히 견훤에 호응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냉혹한 상황을 탐지한 견훤은
오히려 감히 드러내놓고 공공연하게 왕이라고 호칭하지 못하였다(猶不敢公然稱王)는 사실이
다. 당장 벽에 부딪힌 것은 영산강 유역의 해상세력이었다. 이들은 견훤에게 영산강유역의 교
통망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입지를 낮춰 자서하기를 신라서면도통지휘
병마제치지절도독이요, 전무공등주군사전주자사요, 어사중승상주국한남군개국공(自署爲新羅西
面都統指揮兵馬制置持節都督全武公等州軍事行全州刺史兼御史中丞上柱國漢南郡開國公食邑二
千戶)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견훤 스스로도 처음에는 광주에 입도하여 왕이 되고자 하였으나
무진주에서 후백제왕으로 행세하였다는 기록이나 근거는 없다. 전남 지역의 지방세력들이 견
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절감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견훤 스스로 光州立都說을
밝히지 않았고, 견훤 스스로 全州立都說(今予敢不立都於完山)을 밝혔는데, 발표자가 광주입도
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둘째, 전주는 遷都地가 아닌 定都地란 사실이다.
발표자는 전주 定都說이 아닌 遷都說을 주장하고 있다. 견훤 스스로가 “이제 어찌 감히 완
산에 도읍을 정하고 의자왕의 숙분을 풀지 못함이 없겠는가 하고, 마침내 스스로 후백제왕이
라 칭하고 설관 분직을 하였다(今予敢不立都於完山以雪義慈宿憤乎 遂自稱後百濟王設官分職),
견훤의 전주입도설을 분명하고 스스로 후백제왕이라 칭하고 국가운영체계를 갖추었다는 기록
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견훤은 후백제를 완산에 정도하는 목표를 의자왕의 숙분을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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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을 목표로 내세웠는데, 이러한 사실은 백제의 역사의식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으로 보인다. 견훤은 왜 광주에서 입도를 하지 못하고 전주에서 정도하였을까? 직접적인 요인
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광주 중심의 전남지역 세력들이 가진 마한계승의식이
강하다는 것이며, 다른하나는 영산강 교통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직접적 요인이었다. 광주
의 인후지지라 할 수 있는 나주와 영산강 유역을 마한역사의식이 강고한 지방세력들이 장악하
고 있었던 것을 끝내 회유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견훤에게 영산걍 교통로의 차단은 독
안에 든 쥐나 다름없었고, 대중국 외교관계가 봉쇄당하는 것으로 후백제를 입도할 명분도 없
었던 것이다. 차선책으로 영산강 교통로를 대신하여 만경강 교통로를 선택하여 전주에 도읍을
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900년 전주에 후백제를 건국한 직후 중국 오월국에 사신을
보내 국가적 인준을 받고자 했던데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외적 명분 외에 대내적인 요인은
후백제의 전주 정도는 전남지역의 정세 불안정과 전북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성원이 결
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발표자는 이러한 견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셋째, 익산 금마산 백제건국설과 미륵사 개탑설은 견훤이 미륵신앙 신봉주의자였음을 말해
준다.
견훤은 전남지역의 마한역사의식과 전북지역의 백제역사의식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견훤은 광주 일대 전남지역에서 왕권기반을 강화하는데 매우 고전을 하였지만, 견
훤이 서쪽을 순행하다가 “완산주에 이르니 주민들이 견훤을 맞이하여 위로하였다. 견훤은 사
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기쁘다하였다(萱西巡至完山州 州民迎勞 萱喜得人心)”고 술회하고 있
다. 전주주민들이 견훤을 열렬하게 환영해준 것도 견훤이 보여준 백제계승의식에서 비롯되었
을 것이다. 이러한 견훤의 역사의식은 마한의 금마개국설과 미륵사 개탑설로 확인된다. 견훤
은 백제가 익산 금마산에서 개국하였다는 주장과 발표자의 견해를 받아들여 불골안치의식의
미륵사개탑설도 견훤이 미륵신앙 신봉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미륵사
개탑은 동서의 석탑이 아닌 중앙의 木塔을 대상으로 개수하면서 불사리를 안치하는 방식으로
거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견훤이 백제의 역사의식 외에 정신사상도 그대로 실천해보
이겠다는 의지가 미륵사개탑설에 반영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삼국사기』에 아들 신
검이 견훤를 금산사에 유폐하였다는 금산사유폐설도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견훤이
백제 무왕처럼 미륵정토세계를 구현하려 했다는 의지는 미륵사개탑설 외에 견훤궁터의 입지에
서도 확인된다.
최근 군산대 곽장근 교수가 발견한 전주 인봉리의 견훤궁터가 서쪽을 향하여 입지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익산백제의 역사계승의식을 실천
한 군주였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전주정도와 익산백제설과 미륵사개탑설과 궁궐
의 서방정토세계 구현은 하나의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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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1분과)-5]

高麗 末~朝鮮 初 高敞·扶安地域 地藏菩薩像 硏究
陳政煥(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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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Ⅳ 高敞·扶安地域 地藏菩薩像의 造成背景

Ⅱ. 高敞·扶安地域의 地藏菩薩像

Ⅴ. 맺음말

Ⅲ. 高敞·扶安地域 地藏菩薩像의 特徵

Ⅰ. 머리말
地藏菩薩은 산스크리트어로 크시티가르바하(Kṣiti-garbhaḥ)라 하는데, 釋迦牟尼佛이 열반한
뒤 彌勒佛이 출현하기 전까지 모든 衆生을 구제하기로 誓願한 보살이다.1) 지장보살에 관한
주요 경전은 大乘大集地藏十輪經, 占察善惡業報經, 地裝菩薩本願經 등이 있는데, 이것
들을 흔히 ‘地藏三部經’이라 부른다.
한반도에 언제 지장신앙이 전래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일본 문헌인 斑鳩古事便覽, 
南都七大寺巡禮記 등에 백제에서 이카루카데라(斑鳩寺: 法隆寺)에 지장보살상이 전해졌다는
기록2)이 있고, 三國遺事에 진평왕대 占察寶를 설치하고 占察法會3)를 設行했던 것으로 보아
6세기 무렵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점찰법회와 결합된 지장신앙의 경향은 통일신라시대까지도 이어졌는데, 寶川太子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기록에 福田僧 5명으로 하여금 낮에는 地藏經과 金剛般若經을 독송하고
밤에는 占察經의 禮懺을 염송하게 한 것이 한 예이다.4) 한편 이러한 지장신앙은 眞表에 의
해 미륵신앙이 융합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5) 진표의 점찰법은 永深, 心地에게 전해져 金
山寺(全北)·俗離山(忠北)·桐華寺(慶北)·金剛山(江原) 등으로 확대되었다.
고려시대에도 점찰법회는 지속적으로 設行되었으나, 西方極樂淨土에 왕생하기를 염원하거나
왕의 건강을 기원하는 등 지장신앙과 결합된 통일신라시대 점찰법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
다.6) 이는 법상종 교단이 眞表系에서 太賢系 중심으로 변모하면서 彌勒·彌陀信仰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이다.7) 고려시대 지장신앙은 地裝菩薩本願經에 기반을 두어 서방극락정
1) 地裝菩薩本願經(T. 412), 閻浮衆生業感品第四.
2) 眞鍋廣濟, 地藏尊の硏究, 1941, 45~46쪽; 김정희,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1996,
105~106쪽; 민병찬, ｢禪雲寺의 地藏菩薩像｣, 美術史學誌 3, 韓國考古美術硏究所, 2000, 331쪽.
3) 三國遺事 卷4 義解5 圓光西學; 三國遺事 卷5 感通7 仙桃聖母隨喜佛.
4) 三國遺事 卷3 塔像4 臺山五萬眞身.
5) 三國遺事 卷4 義解5 眞表傳簡.
6) 라정숙, ｢고려시대 지장신앙｣, 史學硏究 80, 2005, 131~135쪽
7) 라정숙, 앞의 논문(2005),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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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로의 이끄는 引路菩薩로 신앙되었으며, 한편으로 佛說預修十王經과 결합되어 지옥중생의
구제자로 강조되었다.8)
조선시대의 지장신앙은 고려 말부터 유행한 佛說預修十王經에 강조한 十王·冥府信仰이
더욱 공고해져 亡者의 追善을 기원하는 신앙으로 완전히 정착되었다.9)
이렇게 전개된 한국의 지장신앙의 흐름 속에서 가장 주목되는 지역이 부안과 고창지역이다.
부안은 진표가

미륵보살에게서 占察經 2권과 簡子 189개를 받기에 앞서 지장보살에게 淨

戒를 받았다는 곳이며, 고창 선운사 도솔암은 鐵原 深源寺와 함께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地藏
道場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10) 특히 이 두 지역에는 頭巾을 쓰고 지장보살상 4구가
있는데, 그 조성시기도 고려 말~조선 초로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고려 말~조선 초 불교조각 연구는 물론이고 한국 지장신앙의 전개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는 고창·부안지역의 지장보살상과 지장신앙의 면모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소위 ‘頭
巾地藏’이라 부르는 선운사 관음전 금동지장보살좌상,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선운
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부안 청림사지 석조지장보살좌상 등 이 지역 지장보살상의 圖像
및 樣式 특징과 함께 조성시기를 검토해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고창·부안지역에 독특한 도상
의 지장보살상이 조성된 배경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Ⅱ. 高敞·扶安地域의 地藏菩薩像
고려 말~조선 초에 조성된 고창·부안지역에 조성된 지장보살은 총 4구가 있다. 고창지역에
는 3구의 지장보살상이 있는데, 모두 선운산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한편, 부안 개암사에는 청
림사지에서 옮겨진 석조지장보살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이 두 지역의 지장보살상은 모두 두건
을 착용하고 독존상으로 조성되었으며, 직선거리로 불과 15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
운 곳에 집중되어 있다.

1. 高敞地域의 地藏菩薩像
고창 선운산일대에는 총 3구의 지장보살상이 있는데, 禪雲寺 觀音殿, 懺堂庵, 兜率庵에 각
각 1구씩 봉안되어 있다. 禪雲寺 觀音殿에 있는 像과 兜率庵 상은 재료가 金銅인 것과 달리,
참당암 상은 石材다.

1) 禪雲寺 觀音殿 金銅地藏菩薩坐像
선운사에는 지장보살을 주존으로 하는 명부전과 별도로 관음전에 금동지장보살좌상 1구가
더 봉안되어 있다. 현재의 관음전은 원래 요사채로 썼던 건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지장보
그러나 진표의 袈裟와 戒簡子 189개는 심지에 의해 고려 태조에게 점이나, 법주사 마애미륵불과 지장
보살상을 볼 때, 고려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진표계 법상종 사찰에서는 점찰법회와 결합된 지장신앙이
전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三國遺事 卷4 義解5 心地繼祖; 文明大, ｢法住寺 磨崖彌勒·地藏菩薩浮彫
像의 硏究-法相宗 美術硏究 3｣, 美術資料 37, 1985, 42~59쪽;
8) 라정숙, 앞의 논문(2005), 137~142쪽.
9) 吳良美, ｢韓日地藏信仰의 類型 比較硏究｣, 역사와 실학 13, 1999, 589~620쪽.
10) 조용헌, ｢한국 지장신앙의 특징-미륵신앙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000,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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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 외에도 釋氏源流 木板과 1901년에 조성된 八相幀이 봉안되어 있다.
관음전 금동지장보살좌상(이하 ‘선운사 상’)[圖1]은 머리에 두건을 착용하였는데, 굵은 머리
띠를 묶고 있다. 머리띠 자락은 양 가슴을 덮고 가슴 앞으로 내렸는데, 그 끝을 사선식으로
날카롭게 처리하였다. 두건은 정수리 부분에는 수평의 주름을 잡았고, 花文을 고부조로 새겼
다. 어깨를 덮은 두건 자락은 2단으로 겹쳐져 있으며 주름져 있으나, 도식적으로 처리되어 사
실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얼굴은 넓적한 방형이지만, 굴곡이 없고 비만하면서도 탄력이
없으며, 눈코입이 중앙에 몰려 있다.
상체는 어깨가 넓어 당당한 느낌을 주지만 짧아져, 얼굴에서도 볼 수 있는 비만감이 느껴진
다. 그러면서도 가슴을 밋밋하게 처리하는 등 탄력성은 떨어진다. 하체는 양 무릎 사이가 좁
아져 둔중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불상의 무릎이 좁아지는 경향은 고려 말부터 대두되나, 조
선시대 들어서서 두드러지는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11)
선운사 상은 통견식으로 대의를 착용하였는데, 고려 말
불상에서 보이는 오른쪽 어깨의 반달형 옷주름이나 왼쪽 팔
꿈치의 Ω형 옷주름은 살펴볼 수 없다. 특히 오른쪽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 쪽으로 올린 가사 장식을 묶는 가사끈과
함께 금구장식이 두드러지는데, 고려시대 지장보살도에서
이러한 가사장식이 보이지 않는다. 牌로 추정되는 금구장식
이 가사자락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본의 어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금동지장보살상
[揷圖1]에서 이와 유사한 금구장식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전체 조형의 조화를 떨어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
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금구장식을 만든 이유는
특별한 의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12) 사선식으로
주름 잡힌 군의자락으로 오른 발을 덮어 발이 보이지 않으
며, 왼쪽 무릎은 대의 자락을 덮어 주름이 보이지 않는다.
선운사 상은 오른손을 어깨까지 들어 엄지와 4지를 구부
렸으나 맞잡지는 않았다. 왼손은 배 위에 손바닥을 위로 향
하게 하였다. 이 상은 특이하게 寶珠, 錫杖 등 지장보살을
상징하는 持物을 들지 않았다.
揷圖1 金銅地藏菩薩像, 日本

가슴과 팔목에는 목걸이와 팔찌와 같은 장신구가 조각되

어 있다. 목걸이는 구슬로 3개의 花形裝飾을 꿰어 연결하였으며, 화형장식에는 垂飾이 달려
있다. 팔찌는 가는 띠와 連珠文을 연결하였으며, 손목 안쪽에 수식이 달려있다.

2) 懺堂庵 石造地藏菩薩坐像
선운사와 도솔암 중간지점에 있는 懺堂庵은 한때 大懺寺, 懺堂寺 등으로 불렸던 큰 사찰이
었다. 참당암은 보물 803호로 지정된 대웅전을 중심으로 약사전, 명부전, 응진전 등의 전각으
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장보살상은 대웅전 뒤편 약사전에 봉안되어 있다.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이하 ‘참당암 상’)[圖2]은 머리에 두건을 착용하고 있는데, 귀 뒤로
넘겨 머리띠로 묶었으며, 두건 자락은 물결치듯 주름져 어깨를 덮고 있다. 특히 머리띠 끝자
11) 鄭恩雨, ｢高麗後期의 佛敎彫刻 硏究｣, 美術資料 33, 國立中央博物館, 1983, 44~45쪽.
12) 이에 대해서는 Ⅳ장 조성배경과 의의에서 자세히 규명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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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은 일본 根津美術館 소장 고려 지장보살도의 지장보살의 머리띠 자락 형태와 유사하나, 고
려불화와 달리 한 겹으로 되어 있다. 얼굴의 형태가 방형이고 눈코입이 작고 얼굴 중앙에 몰
려 있는 점은 선운사 상과 유사하나, 코가 납작하고, 입술이 다소 두터우며, 형태가 방형에 가
깝다.
상체는 둥글게 모델링되었고, 어깨가 급격하게 축소되어 왜소해진 느낌을 준다. 하체는 선
운사 상과 동일하게 양 무릎 폭이 좁다. 특히 이 상은 신체에 비해 얼굴이 크고 목이 짧은데,
이러한 점들은 조선 초 불상의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13)
대의는 고려 중기 이후 전통양식 불상과 보살상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통견식으로 착용
하였는데, 두터운 고려 말~조선 초 불상의 대의와 달리 얇은 편이다. 이는 양식적 특징이라기
보다는 석조라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주를 쥐고 있는 왼손 밑으로 내의 띠와 띠매
듭이 조각되어 있으나, 오른쪽 어깨 위를 덮은 반달모양의 옷자락은 조각되어 있지 않다. 반
달모양 옷자락이 없는 이유는 어깨 아래까지 내려온 두건자락 때문에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 말 불상의 특징적인 옷주름 형식인 왼쪽 팔꿈치 부분의 Ω형 옷주름은 왼쪽 측면
에 조각되어 있다. 오른쪽 발을 위로 올린 길상좌의 坐勢를 취하고 있으며, 발목에 위에는 접
힌 옷자락이 조각되어 있다. 그러나 양 무릎 사이의 옷자락은 주름을 거의 조각하지 않았다.
오른손에 보주를 쥐고, 왼손은 손을 곧게 펴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어색할 정도로 크다.
이는 적정한 크기의 고려 말 불상이나, 작은 조선 전기 불상의 손과도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손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석조의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
장신구는 목걸이와 팔지가 있다. 목걸이는 중앙에 1개의 큰 화형장식과 3개의 수식을 조각
한 형식이고, 팔찌는 얕게 선각된 것으로 보아 둥근 고리 형태인 것으로 생각된다.
대좌는 상·중·하대로 구성된 삼단 대좌이다. 상대석은 복판 8엽의 앙련 위에 사각형 갑석을
올려놓았다. 중대석은 폭을 매우 좁게 하여, 석등의 기단부를 연상시킨다. 팔각하대석은 2단으
로 되어 있는데, 하단은 眼象이, 상단에는 복판 연화문이 조각되어 있다.

3) 兜率庵 金銅地藏菩薩坐像
兜率庵은 선운사 본사에서 정상으로 3km 떨어진 곳에 있다. 지장보살좌상은 바위에 조성되
어 있는 內院宮이라는 전각에 봉안되어 있다. 내원궁은 上兜率庵이라고 부르는데, 寺誌에 따
르면 1511년(조선 중중 6년)에 중건되었다고 한다.
도솔암 지장보살좌상(이하 ‘도솔암 상’)[圖3]은 앞서 살펴본 상들과 마찬가지로 두건을 착용
하였으며, 머리띠로 두건을 묶어 고정하였다. 두건 자락은 어깨를 덮고 있는데, 도식적인 주름
이 잡혀 있고 주름의 끌에는 瓔珞裝飾이 달려있다.
얼굴은 방형에 가깝고 약간 살이 올라 있으나, 불필요하게 둔중한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눈썹은 반달 모양이며, 눈은 가늘고 긴 편이다. 코는 1346년에 조성된 長谷寺 金銅藥師佛坐
像(보물 337호) 등 14세기 불상에 비해 뭉툭한 편이다.
어깨는 둥글게 모델링되어 장곡사 금동약사불좌상처럼 건장하다는 느낌은 없지만, 왜소하거
나 섬약하지도 않다. 하체는 상체에 비해 낮고 넓어 안정감을 준다.
도솔암 상의 착의법은 14세기 불상의 전형적인 착의법과 동일하다. 양쪽 어깨를 덮은 통견
식 대의를 착용하였으며, 가슴과 복부가 드러나 있다. 가슴 아래쪽은 내의와 띠매듭이 조각되
어 있고, 왼쪽 가슴에는 마름모꼴의 금구장식이 조각되어 있다. 오른쪽 어깨 위는 반달모양
13) 鄭恩雨, 앞의 논문(1983), 39~47쪽; 鄭恩雨, 高麗後期 佛敎彫刻 硏究, 문예출판사, 2007, 97~10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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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자락이 덮여있으며 그 끝이 접혀 있다. 왼쪽 팔꿈치 부분의 옷주름이 접혀생긴 Ω형의 옷주
름은 넓고 단순하게 처리하였다.14)
오른손은 가슴까지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잡고 있으며, 복부 부근의 왼손은 엄지와 중지로
寶輪을 쥐고 있다. 지장보살상이 보륜을 지물로 하는 경우는 이 상이 유일하다.15)
도솔암 상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의 장신구를 완비하였다. 귀걸이는 특이하게도 고려시
대 보살상이나 불화에서 볼 수 있는 귓불 끝에 매단 형태의 것이 아니라 귓불에 끼운 형태이
다. 이러한 형태의 귀걸이는 1477년에 개금된 大邱 把溪寺 木造觀音菩薩坐像에서도 확인된
다.16) 가슴에는 큰 연화장식과 작은 구슬을 연결한 목걸이를 착용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목걸
이는 고려 지장보살도의 것과 같은 계통으로 볼 수 있지만, 금동조각이라는 제약 때문에 간략
한 편이다. 팔찌 역시 연주문이 둘려진 단순한 형태이다.

2. 扶安地域의 地藏菩薩像
부안 청림사지 석조지장보살좌상(이하 ‘청림사 상’)[圖4]은 원래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 서운
마을의 한 절터 있었던 것이나 부안댐 건설로 1996년 개암사로 옮겨 봉안되었다.17)
청림사 상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지장보살상과 달리 두건을 묶는 머리
띠가 조각되지 않다. 머리의 전체적인 형태는 두건을 착용하여서인지 방형이지만 얼굴만 보면
둥글고, 볼을 살짝 부풀게 조각하여 동안을 연상시킨다. 눈코입이 작고, 얼굴에 중심부에 몰려
오밀조밀한 느낌을 준다.
얼굴의 크기에 비해 어깨가 좁고 처진 상체는 왜소한 반면, 하체는 상체에 비해 넓어 안정
감을 준다. 두터운 대의를 통견식으로 걸쳤는데, 가슴과 복부 일부가 드러나 있다. 대의 안에
는 가슴 아래를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내의와 여러 번 꼬아 묶은 띠매듭이 표현되어 있다. 오
른발이 위로 올라가는 길상좌의 좌세를 취하고 있다.
손은 왼손을 오른손 바닥 위에 포개 올리고 엄지를 맞대었으며, 손바닥 위에 보주를 올려놓
았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지장보살상이 中品下生印을 취하면서 지물을 쥐고 있는 것과
달리, 禪定印을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목과 가슴 사이가 깨진 것을 시멘트로 접합하여 원형을 알 수 없고 마멸도 심하여 장신구가
어떠했는지 알 수 없으나, 목 아래쪽에 돌대가 조각된 것으로 보아 목걸이가 조각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좌는 상대, 중대, 하대가 갖추어진 삼단대좌이다. 상대석과 하대석은 복판의 연화문이 새
겨진 전형적인 팔각대좌이지만, 중대석은 통일신라시대 석등의 간주석이나 고려시대 승탑 중
대석에서 볼 수 있는 鼓腹形이다.
그런데 이 상을 僧伽大師像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어 눈길을 끌었다.18) 북한산 승가대사상
이 착용한 風帽와 비슷한 두건, 중국 승가대사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禪定印의 수인, 중

14)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등 비교적 조각이 자유로운 목조불상 같은 경우
왼쪽 팔의 접힌 옷주름 사이에 세로선을 음각하여 비교적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반면 금동 재질의
상은 조각 후 주조라는 2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15) 민병찬, 앞의 논문(2000), 333쪽.
16) 민병찬, 앞의 논문(2000), 333쪽.
17) 내소사에는 1222년 청림사에서 만든 종이 있는데, 이 사찰과 구분하기 위해 이 석조지장보살좌상이
있던 곳을 흔히 ‘古靑林寺’라고 부른다. 조용중, ｢禪雲寺·來蘇寺·開巖寺의 歷史｣, 美術史學誌 3,
韓國考古美術硏究所, 2000, 280~281쪽.
18) 南東信, ｢북한산 승가대사상(僧伽大師像)과 승가신앙(僧伽信仰)｣, 서울학연구 14, 1999, 2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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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헌인 太平廣記에 승가대사의 특징으로 묘사된 頂穴 등이 청림사 상에서 확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풍모 역시 머리에 밀착된 형식이라는 점으로 보아, 머리띠의 유무로 지장의 두건인
지 승가대사의 풍모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림사 상은 단순한 선정인이 아니라 보
주를 올려놓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보주는 석장과 함께 지장보살의 일반적인 지물이다.
청림사 상이 선정인을 취한 이유는 아마도 보주를 들었을 때 위축되기 쉬운 손의 양감 등을
고려한 의도적 변형으로 파악된다.19) 그리고 불상에 정혈이 있는 사례를 感恩寺 石造阿彌陀
佛立像, 石造彌勒菩薩立像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至正年間에 사경된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
願品(국보 235호) 變相圖에 毘盧遮那佛과 普賢菩薩 정수리에서 나오는 기운이 묘사된 사례
등을 볼 때, 정혈을 승가대사상 고유의 도상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만약 청림사
상이 승가대사상 도상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림사 상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15세기20)는 승가신앙이 약사신앙으로 흡수되어 명맥만 유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승가대사상
을 의도하여 조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21)

Ⅲ. 地藏菩薩像의 特徵
앞서 살펴본 4구의 지장보살상은 모두 두건을 착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비례나
양감, 착의법, 대의의 옷주름 등에서 공통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표
라고 할 수 있는 고창·부안지역에 지장보살상이 조성된 배경을 밝히기 위해, 앞서 살펴본 지
장보살상이 공유하고 있는 도상의 의미와 함께 각 지장보살상의 조성시기를 먼저 밝혀보겠다.

1. 地藏菩薩像의 圖像 特徵
조선시대 조성된 지장보살상은 다른 보살상과 달리 민머리이고, 한 손에는 석장을 다른 한
손에는 寶珠(如意珠)를 들고 있는 상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고창·부안지역의 지장보살상은 앞
서 언급한 일반적인 도상과 달리 모두 두건을 착용하고 있다. 또한 보주를 쥔 상도 있지만,
아무런 持物을 쥐고 있지 않은 상도 있고 法輪을 쥔 상도 있다.
먼저 고창·부안지역 지장보살상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인 두건에 대해 살펴보겠다. 흔히
두건을 쓴 지장보살을 頭巾地藏, 被巾地藏, 被帽地藏 등으로 부른다.22) 그런데 경전에서 언급
하고 있는 지장보살은 보편적으로 聲聞比丘로 언급하고 있다.23) 중국이나 일본의 지장보살도
19) 郭東錫, ｢全北地域 佛敎美術의 흐름과 特性-佛像을 중심으로｣, 全羅北道의 佛敎遺蹟, 國立全州博
物館, 2001, 434쪽.
20) 靑林寺 像의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21) 조선시대 불교신앙은 抑佛崇儒策으로 인해 급격히 퇴조하는데, 僧伽信仰은 조선 초기 왕실 일원의
治病과 관련하여 藥師信仰에 흡수되어 승가신앙으로서의 정체성이 소멸된다. 南東信, 앞의 논문
(1999), 30~34쪽.
22) 두건을 쓰고 있는 지장보살상에 대해 松本榮一이 被帽地藏이라 부른 이래, 대부분의 학자들이 피모
지장이라고 부르나, 김정희의 지적처럼 모자로 보기 어렵고 頭巾에 가깝기 때문에 頭巾地藏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松本榮一, ｢被帽地藏菩薩像の分布｣, 東方學報 3, 1932. 12, 141
쪽; 김정희, 앞의 책(1996), 45쪽.
23) 地裝菩薩本願經 忉利天宮神通品第一(T. 412)
地藏菩薩證十地果位已來 千倍多於上喩 何況地藏菩薩在聲聞辟支佛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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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같이 剃髮比丘의 형상을 보인다.24) 반면 두건을 착용한 지장보살은 투루판, 敦煌 등
중앙아시아와 한국에서만 확인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불상과 불화에
서 주로 보이며,25) 조선시대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가 19세기 이후에 다시 증가한다.26)
한편, 한국과 중앙아시에서만 두건지장이 조성된 이유에 대해 변경지역에서 발생하였다는
견해,27) 중앙아시의 특별한 의식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견해,28) 고려와 투루판과의 외교관계
에 의해 유입되었다는 견해,29) 고려의 승복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30) 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한반도와 중앙아시아지역에서 두건지장이 조성된 것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三階敎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大乘大集地藏十輪經을 바탕으로 隨代 信行에 의해
형성된 삼계교는 탄압을 당하면서도 唐代까지 중국 본토에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宋代 중국
본토에서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삼계교의 敎祖 신행의 행적을 기록한 글과 三戒佛法 등이 돈
황에 전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지역에 삼계교 경전 등이 남아있었던 이유는 민중불
교적 성격이 강했던 삼계교의 敎徒들이 중국 왕실의 탄압을 피해 변방지역인 돈황지역으로 터
전을 옮겼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편, 한반도 초기 지장신앙이 삼계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신라 眞平王代 圓光이 歸戒滅懺法으로 중생을 깨우치고, 占察寶를 설
치한 것이다. 같은 眞平王代 智惠는 매년 춘추로 10일씩 安興寺에서 점찰법회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신라의 점찰법회나 점찰보는 삼계교의 禮懺이나 無盡藏寶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삼계교의 영향은 통일신라시대까지 계속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안
에서 수도하던 眞表가 彌勒에게 戒法을 받기 전에 地藏에게서 淨戒를 받는 것이다.31) 이는
부안지역을 비롯한 전북 서해안지역에 삼계교 계통의 지장신앙이 8세기 무렵에 성행했었음을
의미한다.
삼계교가 철저히 탄압받았던 중국이나 별다를 영향을 끼치지 못한 일본과 달리, 어느 정도
의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확인된 돈황과 한반도에서만 두건을 쓴 지장보살이 등장한다는 것은
결국 삼계교와 두건과의 관계가 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삼계교의 근본 경전이라 할 수 있는 大乘大集地藏十輪經에는 지장보살의 형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24) 민병찬, 앞의 논문(2000), 334쪽.
25) 고려 말~조선 초 두건지장의 대부분은 아미타삼존불의 협시로 조성된 것이고, 고창·부안지역의 상처
럼 독존상인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山口縣立美術館 編, 高麗·李朝の佛敎美術展,
山口縣立美術館, 1997; 민병찬, 앞의 논문(2000), 332쪽.
26) 김정희, 앞의 책(1996), 49쪽.
27) 佐和隆硏, ｢地藏菩薩の展開｣, 佛敎藝術 97, 1974. 7, 11쪽
28) Park, Young-sook, “Kṣitigarbhaḥ as Supreme Lord of the Underworld:A Korean Buddhist
Painting in the Museum für Ostasiatische Kunst in Berlin” , Oriental Art, N.S. Vol. ⅩⅩ
Ⅲ, No. 1, 1977, p. 99.
29) 菊竹淳一, ｢高麗佛畵にみる中國と日本｣, 高麗佛畵, 每日新聞社, 1981, pp. 12~13.
30) 김정희, 앞의 책(1990), pp. 48~49.
31) 진표의 스승인 崇濟法師가 삼계교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蔡印幻, ｢新
羅眞表律師硏究 1, 修懺의 行蹟과 系譜｣, 佛敎學報 23, 1986, 35~68쪽; 趙龍憲, ｢眞表律師 彌勒
思想의 特徵｣, 韓國思想史學 6, 1994, 115~119쪽.
崇濟가 입당한 시기가 삼계교가 성행한 初唐期라는 점, 삼계교의 소의경전 번역에 참여한 신라 출신
神昉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 진표에게 “네가 이 계법을 彌勒·地藏의 兩聖에게서 받기 위하여 간구하
면서 懺悔하여야 한다.”고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숭제는 지장예참과 삼계교의 받은 인물일 가
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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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세존께서는 無垢生天帝釋에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꼭 알아야 한다. 地藏이란 菩薩摩訶
薩이 있는데, 그는 먼 대겁 이전, 즉 五濁惡時며 무불세계에서 여러 有情들을 성숙시켰는데,
…… 지장보살과 그 권속들이 모두 성문의 모습을 하고 이곳에 오기 위해 신통력으로 이 같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니라.”32)
地藏眞大師는 杜多(沙門)의 공덕을 갖추고 聲聞의 색상을 나타낸다.33)

지장보살의 형상은 聲聞, 즉 승려와 같다고 한다. 앞서의 추론처럼 삼계교와 두건이 연관이
있다면, 두건은 삼계교의 성문 즉 三階師가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삼계사의
형상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나 삼계사의 모습을 추
정하는데 信行의 행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신행은 종래 비구의 생활 방식이 보살행에
불편하다는 것을 깨달아 開皇 3년(583년) 具足戒를 벗어던졌다. 이후 沙彌가 되어 頭陀乞食의
行을 일생 동안 지속하였다.34) 삼계사 역시 이를 이어 받아 六時禮旋과 乞食을 업으로 삼았
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삼계사는 기존 비구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지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점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비구의 일반적인 모습(剃髮形)을 버리고 두
건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 지장보살상이 없어 단정할 수 없으나, 삼계교와 관련이 있는
신라의 지장보살상은 두건을 쓴 형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의 영향은 지장신앙에서 점
찰법이 주류였던 통일신라시대까지 지속되었을 것이며, 고려시대까지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다음으로 고창·부안지역 지장보살상 持物의 도상 특징을 살펴보겠다. 지장보살의 지물과 관
련하여 不空軌에 “안에는 보살의 行을 숨기고 밖으로는 비구의 형상을 나타낸다. 왼손은 寶
珠를 지니고 오른손은 錫杖을 집고서 千葉의 靑蓮華에 안주한다.”고 기술되어 있다.35) 즉 석
장과 보주가 지장보살의 일반적인 지물이라는 것이다.
석장(Khakkhara)은 걸을 때 소리 내어 미물을 일깨우는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보통, 부처
는 12緣起를 상징하는 十二環杖을, 보살은 六大를 상징하는 六環杖을 드는 것이 상례이기 때
문에 지장보살이 드는 석장은 보통 육환장이며, 지장의 협시인 도명이 들고 있는 경우도 있
다. 석장이 지장의 대표적인 지물인 된 것은 육도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 지옥 사이를 돌
아다니는 지장보살의 성격이 강조되어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36)
보주는 산스크리트어인 ‘mani(摩尼)’의 한역어로, 如意珠(Cintāmaṇi)라고 부르기도 한다.37)
이 보주는 중생의 가장 큰 願을 이 보주를 통해 들어줄 수 있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어 석장
과 함께 지장보살의 대표적인 지물이 되었다.38) 이 밖에도 鉢·月輪·日輪·劍·經·梵筐 등을 들거
32) 大乘大集地藏十輪經 序品第一(T. 411)
爾時世尊 告無垢生天帝釋曰 汝等當知 有菩薩摩訶薩名曰地藏 已於無量無數大劫 五濁惡時無佛世界
成熟有情 今與八十百千那庾多頻跋羅菩薩倶爲欲來此禮敬親近供養我故 觀大集會生隨喜故 并諸眷屬
作聲聞像將來至此 以神通力現是變化
33) 大乘大集地藏十輪經 序品第一(T. 411)
地藏眞大士 具杜多功徳 現聲聞色相
34) 矢吹慶輝, 三階敎之硏究, 岩波書店, 1927, 1~33쪽; 김철수, ｢불교의 말법사상과 삼계교의 사회 활
동성｣, 동양사회사상 1, 1998, 268~274쪽.
35) 김정희, 앞의 책(1996), 49~50쪽.
36) 김정희, 앞의 책(1996), 51쪽.
37) 中村元 編, 岩波佛敎辭典, 岩波書店, 1989, 725쪽.
38) 민병찬, 앞의 논문(2000), 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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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施無畏印·與願印의 手印을 취하기도 한다.39)
그런데 도솔암 상은 특이하게도 寶輪을 지물로 하고 있다. 보륜은 車輪을 의미하는
‘Cakra’를 한역한 것이다. 전륜성왕이 輪寶(寶輪)로 모든 적을 굴복시킨다고 한 것처럼 석가
가 설법으로 중생의 번뇌를 굴복시킨다는 의미를 담아 法輪이라 부르기도 한다.40)
도솔암 상이 이러한 보륜을 지물로 갖은 이유에 대해, 법륜으로 중생에게 설법하여 효과적
으로 六道輪回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41) 그러나 설
법만으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은 중생구제를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하였던 지장보살의
성격과는 배치된다.
이러한 도상이 등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 미륵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초기 지장신앙에서의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진표가 미륵보살에게 점찰경
과 189개의 간자를 받기에 앞서 지장보살에게 정계를 받은 기록이다.42) 그런데 도솔암 상이
봉안된 내원궁이 서 있는 바위의 수직면에 15m에 이르는 소위 미륵불이 새겨져 있다. 이는
곧 도솔천 내원에 상주하는 미륵보살이 이미 하생하였다는 것과 도솔천 내원의 주인이 비어있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미륵보살의 하생은 곧 지장보살이 세운 誓願의 완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애불의 조성과 도솔암 내원궁에 지장보살상의 봉안은 六道衆生을 구제하데 있어 미륵과
지장보살과 임무 교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도솔천으로 올라간 지장보
살은 도솔천의 天人을 대상으로 설법을 하는 존재가 되므로, 도솔암 내원궁 금동지장보살좌상
의 지물로 법륜을 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선운사 상은 아무런 지물을 들지 않고, 아미타구품인 가운데 중품하생인의 수인을 취
하고 있다. 고려 말~조선 초 阿彌陀三尊佛의 협시로 주로 등장하는 觀音菩薩이나 大勢至菩薩
이 지물을 드는 대신 아미타불과 같은 수인을 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미타삼존불의
협시로 대세지보살을 대체하여 종종 지장보살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선운사 상이 中品下生印
을 맺은 것은 앞서의 영향 때문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창·부안지역 지장보살상은 모두 두건을 착용한 독존상이다. 이러한 특징
은 이 지역 지장신앙의 성격이나 조성배경 등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이 지역의 오랜 지장신앙 전통, 미륵신앙과의 관계 등인데, 이에 대해
서는 Ⅳ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뤄보겠다.

2. 地藏菩薩像의 樣式 特徵과 編年
앞서 살펴본 지장보살상의 조성시기는 대체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여겨진다. 그러나 각
지장보살상의 조성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성시기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13세기 말~15세기 말)에 조성된 전통양식 불·보살상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13세기 말에서 14세기까지의 대표적인 여래상은 서울 開運寺 所藏 鷲峰寺 木造阿彌陀佛坐
像(1274년 무렵),43) 開城 旻天寺 金銅阿彌陀佛坐像(1313년 무렵),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金銅
39)
40)
41)
42)

眞鍋廣濟, 앞의 책(1941), 154~155쪽; 김정희, 앞의 책(1990), 51쪽.
민병찬, 앞의 책(1990), 334쪽.
민병찬, 앞의 논문(2000), 334쪽.
三國遺事 卷4 義解5 眞表傳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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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彌陀三尊佛(1333년), 靑陽 長谷寺 金銅藥師佛坐像(1346년), 瑞山 文殊寺 金銅阿彌陀佛坐像
(1346년), 華城 鳳林寺 木造阿彌陀佛坐像(1362년 이전), 光州 紫雲寺 木造阿彌陀佛坐像(1388
년 이전) 등이 있다. 보살상으로는 일본 對馬島 觀音寺 所藏 瑞山 浮石寺 金銅觀音菩薩坐像
(1330년), 盈德 莊陸寺 乾漆觀音菩薩坐像(1395년)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44)
14세기 이전에 조성된 불상의 양식은 開運寺 像[圖5]에서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 있다. 이
시기 불상은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고, 무릎의 너비가 넓고 높아 둔중한 느낌을 준다. 얼굴은
근엄한 표정이 특징이다. 대의의 옷주름은 복잡하나 왼쪽 가슴의 금구장식은 없으며, 왼쪽 팔
꿈치에 묘사된 Ω형 옷주름은 14세기 불상에 비해 작은 편이다. 華城 鳳林寺 木造阿彌陀佛坐
像, 光州 紫雲寺 木造阿彌陀佛坐像(1388년 이전) 등이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이 두
상 역시 13세기 말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45)
14세기 전반에 조성된 불상의 대표적인 예는 旻天寺 金銅阿彌陀佛坐像[圖6]이다. 민천사는
忠宣王이 1309년 壽寧宮을 고쳐 만든 절로, 1313년부터 금동으로 삼천불을 조성하였다고 전
한다.46) 이 상은 앞 시기 불상에 비해 얼굴에서 근엄함이 사라졌으며, 오른쪽 어깨를 덮은 반
달모양 옷자락, 금구장식이 등장하고 왼쪽 팔꿈치의 Ω형 옷주름은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
인다.
14세기 중엽 이후에 조성된 불상의 양식은 瑞山 浮石寺 金銅觀音菩薩坐像(1330년)[圖7], 國
立中央博物館 所藏 金銅阿彌陀佛坐像(1333년)이나 靑陽 長谷寺 金銅藥師佛坐像(1346년)[圖8]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상들은

민천사 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불상 양식이, 보

다 정제된 느낌을 준다. 얼굴은 갸름하고, 근엄함이 사라지고 온화해졌다. 상체는 길쭉해졌고,
어깨의 당당함은 감소되어 어깨가 타원형으로 변모한다. 통견식으로 착용한 대의, 오른쪽 어
깨 위의 반달모양 옷자락, 왼 팔꿈치의 Ω형 옷주름, 내의의 금구장식, 띠매듭 등 착의법이 정
형화된다.
조선 건국 후인 1394년 조성된 盈德 莊陸寺 乾漆菩薩坐像[圖9]은 신체의 비례 등에서 서산
부석사 상과 별다를 차이가 없지만, 얼굴과 몸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숙인 형태라든가, 14세기
전반 보살상에 비해 장식성이 증가하거나 체구에 비해 작게 조각된 손 등은 새로운 경향이라
고 할 수 있다.47) 이러한 경향은 景泰 2年銘 金銅阿彌陀三尊佛(1451년)을 비롯하여 榮州 黑
石寺 木造阿彌陀佛坐像(1458년)[圖10], 圓覺寺址 十層石塔 浮彫像(1467년)[圖11], 康津 無爲
寺 極樂殿 木造阿彌陀三尊佛(1476년), 大邱 把溪寺 木造觀音菩薩坐像, 永川 銀海寺 雲浮庵
金銅觀音菩薩坐像, 聞慶 大乘寺 金銅觀音菩薩坐像 등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 15세기 3/4분기
이전까지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48) 한편, 장륙사 상의 내의 자락 윗면이 곡선이고, 가슴
부분에서 아래로 처지기는 하였지만 금구장식을 조각하는 등 14세기 말 이전 불상의 형식을
답습하려하였지만, 15세기 들어서서 조성된 불·보살상들은 내의와 군의의 띠매듭이 직선적으

43) 文明大, ｢高麗 13世紀 彫刻樣式과 開運寺藏 鷲峰寺木阿彌陀佛像의 硏究｣, 講座美術史 8, 1996,
37~57쪽; 문명대, ｢고려 13세기 조각 양식과 개운사 소장 축봉사 목아미타불상｣, 삼매와 평담미,
예경, 2003, 243~260쪽.
44) 崔聖銀, ｢14世紀 紀年銘菩薩像에 대하여｣, 美術資料 32, 1983, 19~35쪽
45) 文明大, ｢高麗後期 端雅樣式(新古典的樣式)佛像의 成立과 展開-坐像을 중심으로-｣, 古文化 22,
1983, 61~69쪽; 鄭恩雨, 앞의 논문(1983), pp. 앞의 책(2007), 98~106쪽; 문명대, ｢고려 후기 단아
양식(신고전적 양식) 불상의 성립과 전개｣, 삼매와 평담미, 예경, 2003, 234~241쪽; 鄭恩雨, ｢高麗
後期 菩薩像 硏究｣, 美術史學硏究 236, 2002, 97~131쪽; 鄭恩雨, 앞의 책(2007), 98~106쪽.
46) 高裕燮, ｢昌慶宮과 旻天寺｣, 松都의 古蹟, 悅話堂, 1977, 84~87쪽.
47) 文明大, 앞의 논문(1983), 53~54쪽.
48) 崔聖銀, 앞의 논문(1983), 28~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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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모하고 금구장식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금구장식의 유무’, ‘직선적인 대의’
는 14세기와 15세기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종대 즉 15세기 4/4분기가 되면서 불상 양식이 一變한다.49) 조선 건국 후 대략
80년이 지난 成宗代는 고려 말 조상 활동에 참여하였던 장인들이 죽고 신진 장인으로 완전히
교체된 시기이며, 儉薄을 강조하는 유교의 이념이 점차 조선 사회에 뿌리내린 시기였다.50) 불
상 양식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한 대표적인 불상이 南
陽州 水鐘寺 金銅釋迦如來三尊佛(1493년)[圖12]이나 北漢山 祥雲寺 石佛坐像(1493년)[圖13]
등이다. 15세기 3/4분기 이전 불상에 비해 상체가 각이 지고 짧아졌을 뿐만 아니라 하체 역
시 무릎의 너비가 좁아진 대신 높아져 마치 블록을 쌓은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리고 수종사
출토 금동석가여래좌상에서 살펴볼 수 있듯 손은 신체에 비해 작아져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
는 것 역시 이 시기 불·보살상의 특징이다.
이제 앞서 살펴본 고창·부안지역의 지장보살상은 어떠한 양식적 특징을 보이고, 그 조성시
기가 언제였는가를 살펴보겠다. 14세기 전반 이전 불상과 같은 양식의 상은 고창·부안지역에
서 찾아볼 수 없지만, 14세기 중엽 이후 불·보살상과 친연성이 있는 상이 있는데, 바로 도솔
암 금동지장보살좌상이 그 상이다. 이 상의 얼굴 형태는 1346년에 조성된 장곡사 상과 같은
갸름한 얼굴형이라기보다, 1330년 조성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처럼 약간 살집이 있
는 방형의 얼굴과 좀 더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다만 코끝이 뭉툭한 편인데, 이는 國立中央博
物館 所藏 金銅菩薩坐像(덕수 5151) 등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 시대상을 반영하는 기준은 되
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솔암 상의 비례나 형태 역시 허리가 길쭉한 장곡사 상보다 瑞山
浮石寺 金銅觀音菩薩坐像, 國立全州博物館 所藏 金銅觀音菩薩坐像(덕수 4238) 등과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아울러 서산 부석사 상이나 장곡사 상과 동일한 착의법을 보이기는 하나, 도
솔암 상은 서산 부석사 상 등 고려 말 보살상의 복잡한 옷주름이 아닌 장곡사 상 등 여래상에
서 볼 수 있는 단정한 옷주름을 보인다. 도솔암 상의 장신구는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금동관음
보살좌상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도솔암 상에서는 부석사 상이나 국립전주박물관 상 등에
서 찾아볼 수 있는 무릎 위의 영락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옷주름을 단순하게 하고, 장신
구를 최소화한 것은 지옥을 주거처로 삼아 五濁惡世에서 육도중생의 구제하고자 한 지장보살
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은 얼굴,
비례, 형태는 1330년 조성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과 친연성이 있는 반면, 착의법이
나 옷주름의 처리 방식은 1346년 장곡사 금동약사불좌상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134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51)
49) 문명대 역시 15세기 후반(3/4분기)까지의 불상은 고려 말 불상과 친연성이 강한반면, 15세기 말(4/4
분기)부터는 ‘조형의 평면성, 방형의 구성미, 비사실성의 추구’ 등 새로운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文明大, ｢朝鮮前期 彫刻樣式의 硏究⑴｣, 梨花史學硏究 13·14, 1983. 6, 86~112쪽.
50) 이와 관련하여 문명대는 1430년대까지 생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 말 조각가 신진 조각가로 대
체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으며, 이 때마침 세종이 고려문화를 혁파하고 조선 문화를 확립하고자한
시대 상황과 맞물렸기 때문으로 보았다. 문명대, ｢조선시대 불교조각사론｣, 삼매와 평담미, 예경,
2003, 270쪽.
그러나 단순히 고려문화의 혁파와 조선문화 확립 의지만 가지고 불상 양식이 변모하였으리라 보이지
는 않는다. 이는 국가 이념이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고, 그 것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모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1) 鄭恩雨는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을 1330년에 조성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과 옷주름, 장
식수법이 닮아 보인다고 하면서 1330년대 전후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鄭恩雨, 앞
의 책(2007), 106~108쪽.
이와 달리 崔聖銀은 도솔암 상이 1346년에 조성된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좌상이나 장곡사 금동약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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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부안지역 지장보살좌상 가운데, 도솔암 상의 뒤를 이어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상은 부
안 청림사지 석조지장보살좌상이다. 청림사 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방형의 얼굴, 낮고 넓은
안정적인 하체에 비해 짧은 상체, 직선적인 내의와 군의 띠매듭 등은 15세기 3/4분기 이전
불상의 특징과 일맥상통한다. 청림사 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은 선운사 관음전 금동지장
보살좌상에도 살펴볼 수 있다.52) 다만, 청림사 상이 고려 불상의 착의법을 답습하고 있고 볼
이 살짝 부푼 동안형의 얼굴을 하고 있어 선운사 상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인 15세기 전반기
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선운사 상은 1493년에 수종사 금동석가여래좌상의 침
잠한 얼굴과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보아 15세기 3/4분기 경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은 상체가 짧고 무릎 폭이 좁고 높으며, 신체의 양감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평면적이고, 옷주름은 도식화되어 생동감을 잃었다. 이러한 양식 특징은
앞서 언급했던 수종사 금동석가여래좌상(1493년), 북한산 상운사 석불좌상(1497년)에서 살펴
볼 수 있는 특징과 동일한 것이어서, 창당암 15세기 4/4분기 늦어도 1500년대를 전후한 시기
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53)

Ⅳ. 地藏菩薩像의 造成背景
지금까지 살펴본 고창·부안지역의 지장보살상의 도상 특징과 편년을 바탕으로, 그 시대 어
떤 배경에서 그러한 도상의 지장보살상이 조성되었는가를 살펴보겠다.
14세기 중엽에 조성된 도솔암 내원궁 금동지장보살상의 조성 배경과 관련하여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마애불[揷圖2]의 성격과 조성시기이다. 흔히 미륵으로 일컬
어지는 마애불좌상과 도솔암 내원궁 금동지장보살상을 연계하여, 미륵과 지장이 공존하는 眞
表系 法相宗의 영향으로 간주하기도 한다.54) 또 다른 진표계 법상종 사찰인 俗離山 法住寺
앞에도 彌勒倚像과 함께 地藏菩薩像이 조성된 사례가 있어,55) 타당한 견해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이 마애불의 조성시기에 대해 고려 말 혹은 조선시대로까지 보는 견해도 있다.56) 그

52)

53)

54)
55)

좌상과 부드러운 인중, 입술 등의 아름다운 얼굴 표정, 둥근 어깨와 찍은 듯이 닮은 옷주름, 발밑에
서 꽃잎처럼 마주 모이는 옷자락 등이 닮은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근본적은 1346년에 조성된 여래상
과 같은 양식을 보이는 불상으로 추정하였다. 崔聖銀, 앞의 논문(1983), 26쪽.
한편, 민병찬은 신체를 두껍게 감싼 법의와 약간 투박한 옷주름, 간단하게 처리한 양 무릎과 그 사
이의 의습 등에서 조선 초기 불상 양식도 함께 엿보인다고 하였다. 민병찬, 앞의 논문(2000), 334쪽.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장인의 차이, 지장보살상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이은수는 선운사 관음전 금동지장보살좌상에 상원 문수동자상과 양식적인 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
았는데, 상원사 문수동자상과 마찬가지로 균형 잡힌 체구, 품위 있는 존안 등에서는 장곡사 상이나
도솔암 상과 같은 불상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비만한 얼굴, 형식화된 옷주름 등은
15세기 중엽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李銀洙, 朝鮮初期 金銅佛像에 나타나는 外來樣式 硏究,
梨花女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1997, 23~24쪽.
참당암 상에 대해 郭東錫은 굴곡이 적은 직선적인 신체, 크고 넓적한 얼굴, 직선적으로 가늘게 그어
진 눈매와 딱딱한 표정, 평판적인 옷주름 표현 등에서 조선 초기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으
나, 구체적인 시대를 비정하지는 않았다. 郭東錫, 앞의 논문(2001), 434쪽.
한편 민병찬은 고려 말기 조각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나, 평판화된 얼굴 모습과 투박한 조각
기법으로 볼 때, 조선시대 전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병찬, 앞의 논문(2000), 336
쪽.
조용헌, 앞의 논문(2000), 108~111쪽.
文明大, 앞의 논문(1985), 42~59쪽; ｢法住寺 創建緣起磨崖彫刻의 고찰-法住寺 浮彫像의 硏究 2, 法
相宗美術｣, 李箕永博士古稀紀念論叢-佛敎와 歷史, 韓國佛敎硏究院, 1991, 694~7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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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규보의 ｢南行月日記｣에 이 마애불이 등장하므
로, 1200년 이전에 조성되었는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
요하다.57)
庚申年 春3월에 …… 沃溝에 들러 며칠 묵고 떠나 長沙
로 향하였다. 길가에 한 바위가 있고 바위에 彌勒像이
우뚝 서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위를 쪼아 만든 것이었
다. 그 미륵상에서 몇 보 떨어진 지점에 또 속이 텅 빈
큰 바위가 있었다. 그 안을 경유하여 들어갔더니, 땅이
점차 넓어지고 위가 갑자기 환하게 트이며 집이 굉장히
화려하고 불상이 준엄하게 빛났는데 그것이 바로 兜率
寺였다. 날이 저물기에 말을 채찍질해 달려서 선운사에
들어가 잤다.58)
揷圖2 禪雲寺 東佛庵 磨崖佛

이 마애불의 조성시기를 고려 말이나 조선시대로 늦춰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토속성의 상
징처럼 불분명한 육계를 들고 있지만, 이러한 육계 형태는 고려 중기 고려 불교조각에 많은
영향을 끼친 遼代 불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59) 그리고 하체에 비해 상체가 유난히 길쭉한
신체 비례는 1038년에 조성된 中國 山西省 下華嚴寺 金銅如來坐像과 같은 遼代 불상은 물론
이고 1199년에 조성된 安東 鳳停寺 木造觀音菩薩坐像60) 등 고려 중기 불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팽팽한 볼이나, 지나치게 길게 조각한 귀, 통견식 대의와 복부의 띠매듭
등은 遼代 불상이나 이것의 영향을 받은 강원 고성 출토 석조여래좌상과 같은 고려 중기 불상
에서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이다. 한편 이 마애불처럼 장대성이 두드러지는 불상은
10세기~11세기 중엽에 주로 등장하기는 하나,61) 장대성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조각이 치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擧郡縣的인 香徒佛事에 의해 지방 장인을 조상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
여하는 11세기 중엽 이후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62) 한편 마애불 주변인 東佛庵 발굴
조사에서는 백제시대~고려시대 평기와와 막새류, ｢仲寺｣·｢兜率山仲寺｣銘瓦 등이 확인되었
다.63) 이 가운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木刂所造｣·｢…長中尹□｣가 새겨진 靑瓷黑象嵌銘文
瓦片인데, 이 청자와편들은 靑磁黑象嵌銘文瓦片은 부안 진서리 18호 요지에서 만들어진 것으
로 12세기 중엽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64) 또한 청기와를 올릴 정도의 중요한 佛事가 동불
56) 통견식으로 착용한 대의, 직선으로 가로 지른 내의, 군의 띠 등의 형식을 보면, 이러한 형식이 유행
한 고려 말~조선 초에 조성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郭東錫은 사각형 얼굴의 형태와 침울한 표정, 블록을 쌓을 것 같은 구성, 평면적인 조형미, 불
합리한 신체비례 등으로 볼 때, 토속적인 조선시대 불상으로 추정하였다. 郭東錫, 앞의 논문(2000),
436쪽.
57) 이번 논문에서는 간략하게 다루고, 추가 논문을 통해 이 마애불의 특징, 조성시기, 조성배경 등을 밝
혀보겠다.
58) 李奎報, 東國李相國集 卷23 記 ｢南行月日記｣
庚申春三月 …… 沃溝凡留數日而行 將指長沙 有一巖 巖有彌勒像 挺然突立 是因巖鑿出者 距其像若
干步 又有巨巖 枵然中虛者 自其中入之 地漸寬敞 上忽通豁 屋宇宏麗 像設嚴煥 是兜率寺也 日侵
暮 促鞭絶馳 入禪雲寺宿焉
59) 정은우, ｢고려 중기 불교조각에 보이는 북방적 요소｣, 美術史學硏究 205, 2010, 43~71쪽.
60) 鄭恩雨, 앞의 논문(2002), 97~131쪽; 鄭恩雨, 앞의 책(2007), 149~150쪽.
61) 陳政煥, 高麗前期 佛敎石造美術 硏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2013, 93~133쪽.
62) 陳政煥, 앞의 논문(2013), 190~200쪽.
63) 扶餘文化財硏究所, 禪雲寺東佛庵 발굴 및 마애불 실측조사 보고서, 扶餘文化財硏究所·高敞郡,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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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 정도의 중요한 불사라면 15m에 가까운 마
애불 조성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선운사 동불암 마애불은 11세기 중엽~12세
기 중엽 사이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앞서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상의 圖像 特徵을 언급하면서,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초
기 지장신앙과 관계가 깊은 두건을 착용한 점과 법륜을 지물로 취한 이유에 대해서 추론한 바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마애불과 지장보살상은 ‘지장보살에게서 淨戒 받은 이후 미륵
보살에게 간자를 받은’ 진표의 미륵신앙에 기반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장보살상을 근 200여 년 후에 조성해야하는 뚜렷한 근거가 되
지는 않는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초기의 지장신앙은 점찰법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것이 진표에 의해 미륵하생신앙과 결합하였고, 永深, 心地 등 眞表系 法相宗 승려에 의해 계
승되었다. 그러나 고려중기 이후 법상종 교단이 太賢系 중심으로 변모하면서 법상종 사찰에서
도 彌勒·彌陀信仰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65) 또한 점찰법회가 지속적으로 設行되기는 하였으
나, 서방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염원하거나 왕의 건강을 빌기 위해 위한 것으로 그 성격이 바
뀌었다.66) 고려 후기 지장신앙은 아미타신앙, 시왕신앙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67)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은 아미타신앙이나 시왕신앙과는 결합된 흔적을 살펴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미륵보살의 常住處로 상징되는 도솔암 내원궁에 독존으로 봉안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인 大懺寺의 栍會이다. 대참사는 ｢兜率山大懺寺故事｣에 따르면, 대참사는 법상종
으로 지장보살상이 봉안되어 있는 도솔암을 부속 암자로 두고 있던 사찰이다.68) 생회의 내용
을 기록한 ｢栍會衆目記｣에 따르면, 1346년부터 1398년까지 총 42회의 생회가 실시되었다. 생
회가 어떤 신앙과 결부되어 있느냐는 생회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
다. 고려시대 문헌에서 일반적인 점찰법회의 경우 ‘占察會’ 등으로 표기한 반면, 진표와 관련
된 경우에만 ‘栍’이라는 말을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三國遺事 ｢金山寺鉢淵藪石記｣에
“진표가 지극히 참회를 하니 지장보살이 계본을 주고, 미륵보살이 ‘2栍’을 주었는데, 각각 9와
8이다.”라는 기록69)이나 李奎報의 ｢南行月日記｣에 진표가 받은 간자를 ‘栍’이라고 표기70)한
것이 바로 그러한 例이다. 진표와 관련이 깊은 ‘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생회’는 곧 미륵
신앙과 지장점찰신앙이 융합된 진표계 법상종 사찰의 고유의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71)
그동안 명맥이 끊겼던 진표의 점찰회, 즉 생회를 다시 시작하는데 있어 대중의 이목을 끌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형물을 봉안하는 것이다. 특히 생회의 전통성이나 효험을 진표에게

64)
65)
66)
67)
68)

金炫廷, ｢高麗時代 靑磁象嵌銘文瓦片을 통해 본 扶安窯｣, 白山學報 72, 2005, 206~215쪽.
라정숙, 앞의 논문(2005), 130쪽.
라정숙, 앞의 논문(2005), 130~137쪽.
라정숙, 앞의 논문(2005), 139쪽.
朴雨相, ｢兜率山大懺寺故事｣, 懺堂寺事蹟記, 1794.
“대참사가 있는데, 신라 승 의운법사가 창건했으며, 우적국왕이 절의 이름을 지었다. 절의 동쪽으로
는 승당이, 서쪽에는 미륵전이 있어서 승려들이 모여서 경을 설하였고, 위로는 약사전이, 아래로는
명부전이 있어서 서역에서 온 진상을 봉안하였다. …… 대참사의 서남쪽으로 6,7리 떨어진 곳에 암
자가 있는데, 그것이 도솔암이다.”
69) 三國遺事 卷4 義解5 ｢關東楓岳鉢淵藪石記｣
地藏慈氏現前 慈氏磨師頂曰 善㦲大丈夫 求戒如是不惜身命懇求懴悔 地藏授與戒本 慈氏復與二栍 一
題曰 九者 一題八者
70) 李奎報, 東國李相國集 卷23 記 ｢南行月日記｣
地藏 現身授戒 慈氏親授占察經二卷 幷與一百九十九栍
71)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고창 선운사 도장의 성립과 전개-유물·유적을 중심으로-, 원광대
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96, 97~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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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다면, 진표에게 簡子를 준 미륵과 함께 그에 앞서 淨戒를 준 지장보살의 조형물을 조성하
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참사 境內에 새로운 미륵불과 지장보살을 조성
하여 봉안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극적인 효과나 경제적 이유 때문에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미륵불을 활용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생회가 시작되는 1346년 무렵에 미
륵불에 정비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이와 함께 도솔암 내원궁 금동지장보살좌상도 새로 조성되
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요컨대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은 대참사 생회의 성공을 위한 상징적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의 조성은 진표계 법상종 사찰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충
분하다. 특히 진표가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에 계를 받은 內邊山一帶는 진표에 대한 傳承은 물
론이고 지장신앙과 미륵신앙이 융합된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을 蓋然性이 충분하다. 그
증거가 바로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의 영향을 받은 부안 청림사지 석조지장보살좌상이다.
선운사 관음전 지장보살상은 앞서 살펴본 도솔암 지장보살상과는 다른 배경에서 지장보살상
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운사는 大懺寺나 兜率庵과 달리 天台宗 소속 사원이었기
때문이다. 922년 후백제의 僧科(選佛場)이 선운사에서 치러졌는데, 이 때 응시한 인물이 고려
定宗·光宗年間 王師·國師로 책봉되었던 선종의 惠居國師였던 만큼 선종 사원으로 볼 수 있
다.72) 이 뿐만 아니라 조선 태종 7년(1407년) 資福寺를 선정할 때, 선운사는 천태종에 소속되
어 있다.73) 고려시대 선운사는 대참사처럼 진표계 법상종 사찰이 아니라 천태종 사찰이었던
것이다.
선운사 관음전 금동지장보살상 조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幸浩禪師의 행적이다. 행호
선사는 成化 6년(1470년) 泉利庵에서 수도하다 成宗의 先王先后를 위한 水陸齋를 개설하기도
한다. 1473년에는 그의 제자 終淰을 통해 成宗의 작은아버지인 德原君 李曙에게 중창의 필요
성을 알리는데, 덕원군은 중창에 필요한 願文과 祖宗의 魂記를 써준다. 이를 바탕으로 행호는
14년에 걸친 대규모 중창불사를 전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수륙재를 거행한다.74)
天地無住의 孤魂을 極樂往生하도록 遷度하는 데 목적을 둔 水陸齋는 중국 宋·元代에 천태
종 승려를 중심으로 水陸儀文이 만들어지면서 독립된 의례로 정립되었다.75) 고려에서 수륙
도량이 처음 열린 때는 971년이지만, 11세기 초 송에서 水陸儀文이 유입되고 菩提寺에 水
陸堂이 건립되면서 수륙재가 공식적으로 전해졌다고 할 수 있다.76) 그러나 수륙재의 본격적인
유행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라고 할 수 있다.77) 조선 건국 이후 수륙재는 왕실의 천도재
로서 정착되는데,78)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선운사의 수륙재 역시 國行水陸齋에 버금가
는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조선 건국 이후 1395년 설행된 三和寺 國行水陸齋의
절차 가운데 中壇勸供이라하여 지장보살과 명부시왕에 대한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 있다.79)
72) 許興植, ｢葛陽寺 惠居國師碑｣, 高麗佛敎史硏究, 一潮閣, 1990, 579~597쪽; 朴胤珍, ｢고려 천태종
의 종파 문제-조선초 천태종의 선종 귀속의 역사적 배경-｣, 韓國史學報 40, 2010. 8, 431쪽.
73) 太宗實錄 太宗 7年(1407) 12月 2日.
“여러 고을의 자복사를 모두 명찰로 대신하였다. …… 천태종에는 …… 長沙 禪雲寺 …… 를 지정하
였다.”
74) 吳京厚, ｢朝鮮前期 禪雲寺의 重創과 展開｣, 新羅文化 33, 2009, 153~173쪽.
75) 姜好鮮, ｢宋·元代 水陸齋의 성립과 변천｣, 歷史學報 206, 2010. 6, 139~171쪽.
76) 고상현, ｢고려시대 수륙재 연구｣, 선문화연구 10, 2011, 1~43쪽.
77) 姜好鮮, 앞의 논문(2010. 6), 139~171쪽; 고상현, ｢고려시대 수륙재 연구｣, 선문화연구 10, 2011,
1~43쪽.
78) 沈曉燮, ｢朝鮮前期 水陸齋의 設行과 儀禮｣, 東國史學 40, 2003, 221~234쪽.
79) 洪潤植, 佛敎儀式, 문화재관리국, 1989; 洪潤植, ｢수륙재의 내용과 의미｣, 삼화사와 국행수륙대제
, 삼화사국행수륙재보존회·동해시, 2009, 40~45쪽; 沈曉燮, 앞의 논문(2003), 234~243쪽; 한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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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수륙재 빈번히 행해졌다는 점, 조선 왕실과 선운사의 관계, 中壇勸供을 위한 지장
보살의 필요성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15세기 3/4분기 불상 양식을 보이는 선운사 관음전
금동지장보살좌상은 행호선사의 수륙재 제의에 활용하기 위해 1473년 중창 당시 조성하였던
상으로 판단된다.
한편 세종 6년(1424년) 禪敎兩宗을 통합하고 36개의 사찰만 남길 때 선운사는 폐사되는데,
이는 대참사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470년대 왕실의 후원 아래 大
重創 佛事 이후 선운사는 이 兜率山(禪雲山)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이 되었으
며,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선운사 本寺의 영향을 받아 참당암에서
도 석조지장보살좌상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고창·부안지역에 조성된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선운사 관음전 금동지
장보살좌상,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조상, 부안 청림사지 석조지장보살좌상 등의 현상, 도
상, 양식 특징과 편년, 조성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도솔암 상을 비롯한 4구의 지장보살상은 모두 두건을 착용한 소위 두건지장이다. 진표의 지
장점찰법회와 연관이 깊은 부안 내변산지역과 咫尺인 고창지역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독존의 두
건지장상이 조성된 이유는 한국 초기 지장신앙의 성격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초기 지장신앙의 점찰법과 점찰보는 삼계교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보아, 두건을 착용한 지장
보살상은 三階師의 형상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창·부안지역의 지장보살상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지장보살상은 도솔암 금동지
장보살좌상으로 14세기 중엽에 조성되었다. 이 상을 모티프로 하여 조선 건국 이후에 다른 3
구의 상이 조성된다. 3구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상은 부안 청림사지 석조지장보살좌상
인데, 그 시기는 15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그 뒤를 이어 15세기 3/4분기에 선운사 관음전
금동지장보살좌상이 조성되었고, 끝으로 1500년을 전후하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이 조성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두건지장보살이 조성된 배경은 각각 차이를 보이는데,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은
眞表 이래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지장·미륵신앙과 관련을 맺고 조성되었는데, 특히 1347년부
터 설행된 대참사 생회의 상징적 조형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상의 조성은 진표계 지장·
미륵신앙이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던 부안 내변산지역에까지 영향을 끼쳐 청림사지 석조지장
보살좌상이 조성된다. 반면 선운사 관음전 금동지장보살좌상은 행호의 선운사 중창과 관련이
있는데, 수륙재의 의식을 위한 용도로 조성되었던 상으로 보인다. 선운사 중창 이후 도솔산지
역에서 선운사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대참사(참당암)에 석조지장보살상이 조성되게 된다.
이 논문에서 고려 말~조선 초의 한정된 시기, 고창과 부안이라는 제한된 지역, 4구에 불과
한 지장보살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성배경이 각기 다름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고려 말
에서 조선 초에 불·보살상의 외형적 모습은 물론이고, 국가 정책 변화에 따라 조성의 주체 세
력이나 제의의 양상이 변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두건 착용 도상이 형성된 이유
나 栍會의 성격 등에 대해 牽强附會한 점도 없지 않지만, 이는 향후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
자 한다.
｢조선전기 수륙재 설행의 사회적 의미｣, 韓國禪學 23, 2009, 688~6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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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版>

圖1. 禪雲寺 觀音殿 金銅地藏菩薩坐像

圖2. 懺堂庵 石造地藏菩薩坐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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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3. 兜率庵 金銅地藏菩薩坐像

圖4. 靑林寺址 石造地藏菩薩坐像

圖5. 開運寺

圖6. 旻天寺

圖7. 浮石寺

木造阿彌陀佛坐像

金銅阿彌陀佛坐像

金銅觀音菩薩坐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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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8. 長谷寺
金銅藥師佛坐像

圖9. 莊陸寺 乾漆菩薩坐像

圖11. 圓覺寺址 十層石塔

圖12. 水鐘寺

浮彫像

金銅釋迦如來坐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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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10. 黑石寺
木造阿彌陀佛坐像

圖13. 祥雲寺 石佛坐像

[기획주제발표(1분과)-5 토론]

‘高麗 末~朝鮮 初 高敞·扶安地域 地藏菩薩像 硏究’의 토론
김인희(목포대)
1. 한국 지장보살상은 몇 가지 종류로 나눠지며 두건지장은 그 중 어떠한 형식에 속하는지?
그리고 지장보살상의 외형에 따라 지장보살의 성격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
다.
2. 필자는 “고려시대 지장신앙은 地裝菩薩本願經에 기반을 두어 서방극락정토로 이끄는 引
路菩薩로 신앙되었으며, 한편으로 佛說預修十王經과 결합되어 지옥중생의 구제자로 강조되
었다”고 하였는데 중국 “『地藏菩薩經』은 경전의 내용은 짧으나 지장이 南天에서 염라대왕의
옆으로 와서 연옥으로 들어가 함께 심판을 한다는 내용으로

『十王經』의 부족한 점을 채워

지장이 십왕체계에 진입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고려의 경우 지장의 引路菩薩과 저승에서 구
제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반하여 중국은 심판자로 기능하여 근본적인 차이가 난다.
그리고 한국의 “마애불의 조성과 도솔암 내원궁에 지장보살상의 봉안은 六道衆生을 구제하
는데 있어 미륵과 지장보살과 임무 교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여 지장과 미륵
불의 협업을 이야기 하였다. 중국의 경우 “四川 綿陽 北山院 9号龕(882)과 새로 발견한 安岳
香壇寺 摩崖雕刻에서 모두 염라와 지장이 함께 앉아 있다.” 아래 그림은 영국에 소장되어 있
는 SP80호 중 ‘第五七日 염라왕과 地藏圖’로 염라와 지장이 함께 앉아 있다.

지장보살의 성격으로 보아 염라왕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한국의 마
애불을 염라왕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지장보살
의 성격이 다르다면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3. 중국에서는 두건지장을 風帽地藏이라 부른다. 그림으로 보아 사막지역을 여행할 때 쓰는
모래와 바람을 막기 위한 모자로 보이는데 필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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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자는 “반면 두건을 착용한 지장보살은 투루판, 敦煌 등 중앙아시아와 한국에서만 확인된
다”고 하였는데 중앙아시아라는 표현을 씀으로 인하여 마치 두건지장이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산물로 오해될 요지가 있다고 보인다. 두건지장은 돈황 외에 사천성, 중경시, 산서성에서도 발
견된다. 예를 들어 사천성 綿陽 北山院 地藏 十王像과 산서성 臨猗에서 출토된 비단그림이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라는 용어보다는 구체적인 지역명을 쓰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생각된
다.

산서성 榆林 一二窟 출토 두건지장상
5. 필자는 “한반도와 중앙아시아지역에서만 두건지장이 조성된 이유가 三階敎의 영향과 관련
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삼계교의 교리와 두건지장의 발생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요?
2) 중국에서는 사천성 綿陽 北山院 地藏 十王像은 唐 中和年(882) 전후에서 출현하며 사천
성 資中西崖地藏 十王龕은 唐 景福二年(893)의 유물로 9세기 말에나 등장한다. 그런데 필자
는 삼계교와 연계시키며 진평왕(

-632)과 진표(760년대 활동)의 활동과 연계시키고 있다. 중

국에서 아직 두건지장이 출현하지 않은 시기로 통일신라시기의 지장을 두건지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3) 삼계교의 흔적이 돈황과 한반도에서 발견된다고 하여 두건지장이 삼계교와 직접적인 관련
이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보인다.
6. 두건을 쓴 이유에 대하여 “三階師는 六時禮旋과 乞食을 업으로 삼았는데 기존 비구의 모
습과 다른 모습을 지향하였고 이러한 과정에 비구의 일반적인 모습인 삭발을 버리고 두건을
썼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六時禮旋과 걸식이 두건을 쓰는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
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중국의 연구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장보살이 十王을 거느리고 유명세계를 관할하게 되었는데 풍모를 쓰게 된 것은 자주 보이
는 불제자나 나한과 구별하고 더욱 위엄이 있고 기백이 있게 보이려고 한 것이다. 불교의궤
중의 삭발을 한 지장과 구별하기 위해 풍모를 쓰고 錫杖, 宝珠를 들고 황금털의 사자가 수행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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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자는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 지장보살상 중에 두건을 쓴 형상이 없는 상황에서 신라
의 지장보상상이 두건을 썼을 것이라 추정하며 이것이 통일신라와 고려까지 계속되었을 것으
로 보고 있는데” 이는 무리한 추측이라 생각된다. 일단 구체적인 증거가 결여되어 있고 중국
의 두건지장의 경우 9세기 말에 등장하여 10세기에 활발하게 전승되며 북송시기에도 전승되
고 있다. 고창 부안 일대의 두건지장은 삼국시대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북송시기 또는 남송
시기 교류에 의한 산물로 보는 것은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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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1분과)-6]

백제 ‘은화관식’의 형상과 정치적 성격 검증
오은석(전통문화대)

<목 차>
Ι. 머리말
Ⅱ. ‘은화관식’의 현황
Ⅲ. ‘은화관식’에 대한 의문점
Ⅳ. ‘은화관식’의 형상과 정치적 성격
Ⅴ. 맺음말

Ι. 머리말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銀花冠飾’1)은 흔히 백제에서 率系 관료의 관모에 착장하는 장신구이
자 일종의 표지인 銀花로 일컬어지고 있다. 사료 속에 등장하는 銀花는 신분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표지이자 개인의 개성을 가장 쉽게 드러낼 수 있는 頭部에 착장하는
장신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당시 백제사회에서의 내적 가치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
다. 물론 본 장신구는 귀금속인 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金銀이 귀한 다른 사회에서도 높은
가치를 부여받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은화관식’으로 지칭되는 대상물이 백제 당시의 銀花인지는 확언할 수는 없다. 두 대
상 모두 頭部에 장착하고 소재가 銀이라는 점은 같으나 유적에서 출토된 ‘은화관식’을 銀花라
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증거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물론 두 공통점이 ‘은화관식’을 銀花로 볼
가능성은 높여주나 단정할 증거로는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기존에 銀花로 지칭되던 ‘은화관식’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봐야 할지를 중
심에 두고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존의 관점에서 본 ‘은화관식’의 문제점을 제
기하고, ‘은화관식’의 형상이 기록의 표현대로 제작되어 있는지를 고찰하면서 현재까지 유적에
서 출토된 상황에 비추어 이것이 내재하고 있는 성격을 재검토해보겠다.
백제의 銀花가 백제의 정치제도의 일면을 보여주는 만큼, 그 대상물로 보고 있는 ‘은화관식’
을 백제의 銀花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의 고찰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연구 또한
이런 점을 간과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백제의 복식에 관한 사료가 많지 않기
1) 본고에서 다루는 유물은 일반적으로 銀製冠飾으로 불린다. 서정석은 본 유물이 기록에 확인되는 銀花
로 볼 수 있다면 그 형태적 특징도 반영할 수 있는 銀花冠飾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서정석,「銀花冠飾으로 본 백제의 지방통치」『동국사학』47, 동국사학회, 2009, 162쪽, 주석 2) 필자도
재질의 특성만 나타내는 은제관식은 기존의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 유물을 지칭하기에 부적
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루고자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정석의 의견에 따라 그 형태적
특징을 반영한 은화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은화관식이라는 용어의 사용에는 기록
상의 銀花와 부합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본고는 본 유물이 기록상의 銀花로 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임시적이라는 의도에서 ‘은화관식’이라는 형태로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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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사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
기서는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은화관식’을 보고자한다.

Ⅱ. ‘은화관식’의 현황
백제의 ‘은화관식’은 銀花로 인식되고 있는 유물이다. 銀花는 기록상에 등장하는 장신구로,
『삼국사기』와 중국 측 기록에서 확인된다. 銀花가 확인되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2)
A. 27년 … 2월에 令을 내려 6品 이상은 紫色을 입고 ‘銀花’로써 冠을 꾸미게 했으며(以銀花飾冠), 11
품 이상은 緋色을 입고 16품 이상은 靑色을 입게 하였다. …
28년 정월 初吉에 왕이 紫大袖袍, 靑錦袴, 金花로 꾸민 烏羅冠(金花飾烏羅冠), 素皮帶, 烏韋履을 갖
추고 …『삼국사기』권 24 백제본기 고이왕
B. 北史에 이르기를 백제의 의복은 고구려와 대략 같다. 朝會의 拜禮와 제사 같은 때에는 冠의 兩廂에
趐을 덧대나(加) 軍事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奈率 이하[以上]는 冠을 ‘銀花’로써 꾸민다(冠飾銀花).
隋書에 이르기를 … 冠의 제도는 함께 같으나 오직 奈率 이상은 ‘銀花’로써 꾸민다.(飾以銀花)
唐書에 이르기를 백제의 왕은 大袖紫袍, 靑錦袴, 金花로 꾸민 烏羅冠(烏羅冠金花爲飾), 素皮帶, 烏革履
을 갖추며 官人은 모두 옷을 緋色으로 하고 ‘銀花’로 冠을 꾸미는데(銀花飾冠) 庶人은 옷을 緋色이나 紫
色으로 할 수 없다.『삼국사기』권 33 잡지
C. 벼슬은 16品階가 있다. 左平은 5명으로 1品, 達率은 30명으로 2品, 恩率은 3品, 德率은 4品, 扞率은
5品, 柰率은 6品이다. 6품 이상은 冠을 ‘銀華’로 꾸민다(冠飾銀華). … 그 복식으로 남자는 고려와 대략
같은데 朝會의 拜禮와 제사 같은 때에는 冠의 兩廂에 翅를 덧대나(加) 軍事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周書』이역열전 백제
D. 벼슬은 16品階가 있다. 左平은 5명으로 1品, 達率은 30명으로 2品, 恩率은 3品, 德率은 4品, 扞率
은 5品, 柰率은 6品이다. (6품) 이상은 冠을 ‘銀華’로 꾸민다(冠飾銀華). … 그 음식이나 의복은 고구려와
대략 같다. 朝會의 拜禮와 제사 같은 때에는 冠의 兩廂에 翅를 덧대나(加) 軍事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다. 『北史』열전 백제
E. 벼슬은 16品이 있는데 으뜸이 左平, 다음이 大率, 다음이 恩率, 다음이 德率, 다음이 扞率, 다음이
奈率 … 오직 奈率이상만 ‘銀花’로써 꾸민다(飾以銀花). … 그 의복은 고려와 더불어 대략 같다. … 喪制
는 고려와 같다. 『隋書』동이열전 백제
F. 그 나라의 왕은 大袖紫袍, 靑錦袴, 金花로 꾸민 烏羅冠(烏羅冠金花爲飾), 素皮帶, 烏韋履를 갖춘다.
官人들은 다 緋色 옷을 입고 ‘銀花’로 관을 꾸민다(銀花飾冠). 庶人들은 緋色이나 紫色 옷을 입을 수 없
다. 『구당서』동이열전 백제
G. 풍속은 고려와 같으며 … 왕은 大袖紫袍, 靑錦袴, 素皮帶, 烏革履를 갖추고 烏羅冠은 金蘤로 꾸몄다
(烏羅冠飾以金蘤). 羣臣은 絳色 옷에 관을 ‘銀蘤’로써 꾸몄다(飾冠以銀蘤). 백성들 옷은 絳色이나 紫色이
금지되어있다.『신당서』북적열전 백제

기록에서는 官人이 관모에 착장하는 銀花와 함께 왕이 관모에 착장하는 金花의 존재도 확인
된다. 이를 참조하여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제관식과 그 밖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은제관식의
그 소재 및 형태가 기록의 백제의 의관제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前者의 유물을
기록의 金花로 後者의 유물을 기록의 銀花로 판단한다.3) 지금까지의 ‘은화관식’ 연구자 대부
2) 銀花는 『삼국사기』백제본기 고이왕대에도 확인되지만 백제본기의 초기기사는 그 신뢰성에 의문이 있
다(이도학, 『백제 고대국가 연구』, 一志社, 1995, 36~51쪽).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백제본기 초기기
사 중 관복기사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루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사비기의 유물인 ‘은화관식’을 중심으
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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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이와 유사한 판단 아래 ‘은화관식’을 銀花로 추정할 정도로4) 이는 ‘은화관식’에 대한 일
반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은화관식’의 수량은 13점인데, 1938년 나주에서 처음 발견된 ‘은화관식’5)은
70여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과 13점 밖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의 출토 지역은 충남 부여 ‧ 논산 ‧ 전북
익산 ‧ 남원 ‧ 전남 나주로 경기도 지역을 제외
한 백제의 故地에서 넓은 분포로 발견되었으
며, 최근에는 의외의 지역인 경남 남해에서도
‘은화관식’이 발견되었다. 이들 중 부여에서 5
점, 나주에서 3점 발견되어 특정 지역의 출토
집중성이 확인되고 있다.
‘은화관식’이 출토된 유적의 성격으로는 대부
분이 무덤이고 미륵사지에서는 석탑 심초석의
사리공에서 발견되었다. ‘은화관식’이 출토된
무덤의 형태는 모두가 석실분이다. 이들 석실
<그림 1> ‘은화관식’ 출토지역 위치 현황

분의 편년은 6세기 중반~7세기이고,6) 미륵사지
사리공양품은 함께 출토된 사리봉영기에 기재

된 ‘己亥年’을 통해 639년에 매납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은화관식’은 모두 사비기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은화관식’이 출토되는 무덤의 형태를 통해 ‘은화관식’ 착장자의 성격을 밝히는 연구들이 있
다.7) 여기서 언급되는 ‘은화관식’은 그 성격이 백제의 지방통치에 대한 단서이자 중앙의 관제
와 관련 있는 대상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은화관식’을 銀花로 여기는 관점이 있
다.

Ⅲ. ‘은화관식’에 대한 의문점
백제의 사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은화관식’을 銀花로 단정하더라도 몇 가지 의문이 있다.
첫째, 기록에는 관인의 銀花와 함께 왕의 金花가 존재하는데, 백제의 웅진기 유적인 무령왕릉
출토 금제관식을 金花로 보기에는 사비기의 ‘은화관식’과 비교해서 출현시기와 형식학적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8)

3) 이남석, 「百濟의 冠帽·冠飾과 地方統治體制」『韓國史學報』33, 고려사학회, 2008, 449~454쪽.
4) 이한상, 「裝身具 賜與體制로 본 百濟의 地方支配」,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24,
154쪽 ; 노중국, 「백제의 관제와 그 성격」『계명사학』17, 계명사학회, 2006, 182, 184쪽 ; 최맹식,
「陵山里 百濟古墳 出土 裝飾具에 관한 一考」『백제문화』27, 2008, 171쪽 ; 이송란, 제1절 장신구와
착장공예『百濟의 美術』,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173~175, 187쪽 ; 김영심, 제3절 의관제
『百濟의 政治制度와 軍事』,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107~108쪽 ; 최기은·김성곤,「百濟 銀花
冠飾의 製作方式에 대한 一檢討」『百濟의 冠』, 국립공주박물관, 2011, 110쪽 ; 서정석, 앞의 책,
161~162쪽 ; 山本孝文,『三國時代 律令의 考古學的 硏究』, 서경, 2006, 141쪽.
5) 서정석, 앞의 책 164쪽 주석 15를 참조했다.
6) 이남석, 앞의 책, 457~459쪽.
7) 위의 글 462~463쪽 ; 박보현, 「銀製冠飾으로 본 百濟의 地方支配에 대한 몇 가지 問題」『科技考古硏
究』5, 아주대학교박물관, 1999, 18~19쪽 ; 서정석, 앞의 책.
8) 박보현, 앞의 책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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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1인당 2개씩 발견되는 금제관식과 1인당 1개씩 발견되는 ‘은화관식’은 머리에
장식하는 공통성을 빼면 그 외형이나 착장방식이 다르다. 이러한 두 유형의 차이점은 왕과 관
인이라는 신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점을 생각하더라
도 기록에서 동일하게 꽃이라 표현하는 만큼 형태적으로 두 유형이 서로 유사한 꽃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은화가 『주서』이후로 줄곧 ‘은꽃’이라는 그 외형적 의미를 지칭하는
銀花로 표기되고 있음과 함께, ‘금꽃’으로 지칭되는 금화 또한 그 소재만 다르고 銀花와 동일
한 외형적 의미를 지칭하는 金花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은화관식’은 관모 앞에 꽂아 착장하는 방식임에 반해 무령왕의 금제관식은 그 하단의
莖部가 U자형을 이루며 안쪽으로 접혀있어 ‘은화관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착장한 것으로 보인
다. 금제관식의 莖部에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는 금제관식을 관모의 측면에 덧댈 때 구멍
에 고정시키는 용도로 추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표현되어 있는 착장묘사는 金花나 銀花나 모
두 ‘飾’이라는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다(C~G참조). 동일한 『주서』고려조와 『북사』고구려조에는
관모 장식인 새 깃털의 착장방식을 ‘揷’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신당서』왜국조에는 여인들의
銀花 착장방식을 ‘佩’라고 기재하고 있다. 엄연히 착장방식의 구분이 동일한 사료에서 등장함
에도 불구하고 백제에서만 착장방식을 구분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C와 D를 보면 백제인의
관모에 翅를 착장하는 묘사로 飾과는 다른 ‘加’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金花와 銀花는 착장하
는 묘사로서 동일한 飾을 써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金花와 銀花는 그 착장방식이 유
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착장방식이 다른 무령왕릉의 금제관식과 ‘은화관식’을
金花와 銀花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銀花가 처음 등장하는 중국 측 기록은 『주서』임에 반해, 金花가 처음 등장하는 중국
측 기록은 『주서』가 다루는 시기보다 약 50년 늦은 『구당서』이다. 이 기록을 따른다면 銀花
보다 金花의 등장시기가 더 늦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령왕의 금제관식이 ‘은
화관식’보다 그 편년이 이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주서』나 『구당서』가 모두 백제의 사비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무령왕 때의 금제관식이 사비기까지 유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아
직까지 완전한 사비기 왕릉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만으로 金花의 존속을 속단
하기에는 이르다. 무령왕릉에서는 한성기의 금동제관모와 함께 출토되는 금동식리가 등장하지
만, ‘은화관식’이 출토되는 유구에서는 금동식리가 등장하지 않는 만큼 무령왕릉의 금제관식과
‘은화관식’을 동일한 시기에 존속했던 동일한 성격의 복식 구성물로 보기에는 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백제의 官制는 2품인 達率의 인원이 30명이고 그 아래 6품까지는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率系 관등을 받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은화관식’은 그
지속시기가 약 100년에 이르는 만큼 무덤에서 출토되는 ‘은화관식’ 또한 상당히 많은 양이 출
토되어야 하는데도 첫 발견 이후 70여년 넘게 불과 13점만 발견된 것은 이상한 현상이다.9)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사비기 백제 피장자의 매장복은 무엇이었냐는 점이다. 백제의 무
덤에서 피장자가 입는 매장복이 관복이었다면 ‘은화관식’은 다량으로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
그런데 C와 D를 보면 백제는 朝拜나 제사 때에 趐를 관모에 덧대는 것과 같이 행사나 상황
에 따라 관모의 형태를 달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의복으로는 장례를 치를 때 입는
喪服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10) 그리고 백제와 종족적 친연성이 있는 부여에서는11) 국내에서
9) 이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山本孝文, 위의 책, 153~154쪽에서 언급되었다.
10)『주서』이역열전 백제 “父母及夫死者 三年治服 餘親 則葬訖除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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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는 옷과 외국에 나갈 때 입는 옷이 달랐고12) 왕의 장례에는 한나라에서 보내주는 玉匣을
왕의 시신에 입혔다. 백제와 의복이 대체로 같은13) 고구려에서는 公會에 입는 옷이 별도로 있
었으며14) 남녀가 혼인하자말자 만들기 시작하는 壽衣의 존재를15) 통해 매장복은 관복이나 일
상복과 별개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각기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의 복식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의 백제와 부여, 고구려에서도
존재하고 있었다. 백제의 유물 중 그 실례를 든다면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동식리가 있다.
왕의 금동식리는 길이가 350mm인데 무령왕의 발 크기가 정말로 큰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터무니없는 크기다. 함께 출토된 왕비의 금동식리 또한 왕의 그것과 길이가 같
아서 의도적으로 350mm에 맞춘 느낌을 받는다. 그런데 왕의 무덤에서 금속신발이 출토된 것
에 비해 F, G에 기재된 왕의 신발은 검은 가죽신이다. 결국 실용적이지 않는 유물의 존재와
기록과 실제 유물이 부합하지 않는 사실은 무령왕릉의 복식이 관복과는 별개의 매장복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더구나 왕비의 多利作銘 銀釧는 실제 착용할 수 없는 지름으로 제작되어 있
다.16) 이렇게 무덤에 부장하는 용도로 따로 제작되어 있는 무령왕릉 출토품들의 사례를 볼 때
무령왕의 금제관식도 생전에 착장하던 관식으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고17) 더불어 백제의
무덤에는 관복과 별개의 매장복이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왕의 무덤이 아닌 다른 백제의 무덤에서 살펴본다면 官人이라면 반드시 소지했을 官印의 不
在를 들 수 있다. 만일 백제인들이 생전 자신의 관복을 매장복으로 삼았다면 관등의 상징인
‘은화관식’이나 官帶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직의 자격을 대변하는 官印을 무덤에 반드시
부장했을 것이다. 백제에서 관인이 출토된 사례는 단 하나로 전북 고창 오호리에서 출토된
‘○義將軍’ 관인이다.18) 이 관인은 중국 남조 양나라의 伏義將軍의 官印으로 추정하는데, 양
나라의 관인은 중국에서조차 무덤에서 출토된 사례가 없다.19) 이런 점을 볼 때 고창 오호리의
무덤에서 출토된 인장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백제에서는 매장복의 구성에 관
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품을 부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백제의 무덤에서 출
토되는 ‘은화관식’ 또한 관복의 일부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래서 ‘은화관식’의 출토
사례가 첫 발견에서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희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은화관식’이 관등의 드러내는 표지며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면, 최근에 미륵사지
석탑 심초석 사리공에서 발견된 ‘은화관식’의 사례와 같이, 이를 공양품으로 처분할 수 있냐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봐야할 것은 미륵사지 석탑의 ‘은화관식’은 어떠한 가치에 의거하여 공양되었을
까하는 점이다. 먼저 화폐와 같은 귀금속의 가치로서 ‘은화관식’이 공양되었을 가능성을 생각
해보자. 미륵사지 석탑 사리공에서는 鐵鋌형태의 금판이 다수 출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11)『魏書』열전 백제 “臣與高句麗源出夫余”
12)『삼국지』동이전 부여 “在國衣尙白 白布大袂袍袴 履革鞜. 出國則尙繒繡錦罽 大人加狐狸 ‧ 狖白 ‧ 黑
貂之裘 以金銀飾帽.”
13) C, D, E 참조.
14)『삼국지』동이전 고구려 “其公會 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15)『삼국지』동이전 고구려 “男女已嫁娶 便稍作送終之衣.”
16) 多利作銘 銀釧은 그 지름이 14cm로(국립공주박물관,『百濟 斯魔王』, 국립공주박물관, 2001, 66쪽.)
사람의 손조차 통과할 수 없는 너비이기 때문에 실제 왕비의 팔에 착용하던 실용품으로 생각되지 않
는다.
17) 무령왕릉의 금제관식이 부장용이라는 의견은 이미 윤세영, 「古墳出土 冠帽類에 對한 異論」『民族文
化硏究』2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7, 159~160쪽에서 제기된 바가 있다.
18) 전북문화재연구원,『高敞 石橋里 ‧ 五湖里 遺蹟』, 2009, 87쪽.
19) 조윤재,「高敞 出土 銅印考」『韓國考古學報』71, 한국고고학회, 2009, 105,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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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금괴와 은괴 또한 발견되었다.20) 그런데 동일한 성격의 유구인
왕흥사지 목탑 심초석에서는 금판과 함께 은판이 사리공양품으로 발견되었다.21) 왕흥사지에서
는 ‘은화관식’이 출토되지 않았는데, 만일 미륵사지의 ‘은화관식’이 귀금속의 가치로 공양되었
다고 한다면 그것은 왕흥사지의 은판과 동일한 가치에서 공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
륵사지 사리공양품에는 금판이 다량으로 확인되는 반면에 은판은 한 점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
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해석에서 ‘은화관식’은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유물
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의 공양은 ‘은화관식’의 성격에 따라 화폐 이상의 가치를 의도했음
을 알 수 있다.
‘은화관식’의 공양이 화폐 이상의 가치를 공양한 것이라면,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물품으로
공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신의 관등이나 관직을 상징하는 대상물을 공양함으로써 사회
적으로나 미륵사 창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왕실에게 사리봉영식의 참여를 인정을 받기 위한
의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륵사지 석탑 사리공양품에는 뚜렷하게 정치적 표지로 볼 수
있을만한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왕흥사지 사리공양품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으로, 만
일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드러낼 수 있는 물품을 공양했다면 앞서 언급한 官印과 같은 뚜렷한
정치적 표지를 공양했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정치적 표지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공
양된 ‘은화관식’은 앞서 살펴 본대로 화폐적 성격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지로서도 매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은화관식’을 생전에 공양품으로 바친다면 솔계 관등이라는 자신의 내적 가치를 표현
할 수 있는 수단 한 가지를 잃게 된다. 만일 ‘은화관식’을 공양한 상황에서 관복을 입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관인으로서 갖추어야할 복식 규정을 어긴 셈이 된다. 이런 상황은 복식으로
정치적 위치가 규정되던 고대 신분제 사회에서 가능할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결국 관
등의 표지로 파악한 지금까지의 ‘은화관식’에 대한 이해로는 미륵사지 공양품으로 등장한 ‘은
화관식’을 설명할 수 없다.

Ⅳ. ‘은화관식’의 형상과 정치적 성격
여기서는 앞서 제기했던 3가지 의문점에 기반하여 ‘은화관식’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를 고
찰하겠다. 먼저 ‘은화관식’의 형태적인 특징을 살펴본다. ‘은화관식’을 관찰하면 기본적으로 공
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능산리 36호분 서편 출토품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모두 막대형
줄기를 중심으로 좌우로 유선형의 花枝가 표현되어 있으며 줄기와 가지의 끝에는 花座와 꽃
봉오리인 花蕾가 있다. 줄기의 아랫부분에는 뾰족하게 튀어나온 尖部가 있으며, 줄기는 단면
ᐱ의 형태로 뒤로 접혀 있다.
일반적으로 ‘은화관식’을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는 줄기와 가지 끝에 표현되어 있는 頂花
와 花蕾다. 이들은 ‘은화관식’의 전체 구성에서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어 사실 이를 보고서 ‘은
화관식’ 전체 형태를 꽃모양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게다가 꽃봉오리의 형태라는
이들 문양은 그 형상을 실제 꽃들에서 찾아 볼 수도 없다. 물론 문양의 특성상 꽃의 추상적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은화관식’의 꽃들을 설명해 줄 백제 때의 기록이 전무한 이상 어
떠한 근거도 없이 이들을 꽃으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빈약하다.
20) 국립문화재연구소,『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2013, 50~57, 71쪽.
2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王興寺址』Ⅲ, 2009, 61, 63쪽.
22) 본 유물의 부위 명칭은 최기은·김성곤, 앞의 책, 112쪽 그림 2를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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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재의 관점으로 백제의 유물에
서 ‘은화관식’과 유사한 꽃 형상을 찾아
보기로 하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객관성
은 중국 측 기록에서 지속적으로 솔계
관등의 관식을 銀花라고 표기하는 것에
서 구할 수 있다. 『주서』에서부터 『신당
서』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기재된 銀花
는 백제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동일한 꽃의 형태로 인식되었던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銀花가 문화와 사고가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꽃으로 인식
되었다면, 그것은 현재의 관점에서도 누
구나 꽃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그림 2> ‘은화관식’의 부위 명칭(좌)22),

어야 한다.

능산리 36호분 서편 출토품(우)

<그림 3> 1. 수촌리 3호분 금동식리 꽃봉오리 2. ‘은화관식’ 3. 무령왕릉 출
토 과대 4. 능산리사지 출토 기대

‘은화관식’의 ‘꽃’ 형상을 백제의 다른 유물과 비교해본다면 <그림 3>과 같다. 가장 왼쪽은 공
주 수촌리 3호분에서 출토된 금동식리의 꽃봉오리 문양인데23), 이는 실제 식물의 꽃봉오리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꽃봉오리로 보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림
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과대와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토기에서의 문양인데, 이런 문양
은 흔히 心葉形으로 불리고 실제 유물설명에서도 하트형, 이른바 心葉 형태로 표현되고 있
다.24)
여기서 두 번째 그림의 ‘은화관식’을 본다면, ‘은화관식’에서 꽃봉오리로 보았던 문양은 이들
심엽형 문양과 동일한 문양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은화관식’에서는 ◇가 또렷이 표현됐지만
오른쪽의 두 유물에게서는 그것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이는 ‘은화관식’은 ◇가 투조지만 오른
쪽의 두 유물은 심엽형의 문양 자체가 투조라서, 굳이 ‘은화관식’처럼 심엽형태를 만들기 위해
◇를 투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백제유물에서의 문양비교는 결국 ‘은화
관식’을 銀花로 볼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부분의 형상이 꽃으로 볼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
다.
23) 이한상교수 제공 보도자료 경향신문 2007. 01. 10 백제의 디자인 ‘꽃봉오리’ 찾았다.
24) 한국전통문화학교 고고학연구소, 『扶餘 陵山里寺址』제9차 발굴 보고서, 2010, 86쪽 ; 공주대학교 백
제문화연구소, 『百濟武寧王陵』, 1991, 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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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줄기와 가지의 형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은화관식’에서 가장 눈에 띠는 요소는
무엇보다도 기다란 줄기와 그것을 중심으로 좌우로 뻗은 가지들이다. 그런데 가지의 형태는
아래위로 부드럽게 흐르면서 끝에 가서 솟은 형태인데 이러한 형상은 <그림 4>의 무령왕릉
출토 銅托銀盞에서도 확인된다.
동탁은잔에 그려진 가지는 ‘은화관식’과 동
일하게 줄기를 기준으로 좌우대칭에 위아래
로 부드럽게 흐르다가 끝에 가서 솟는 형상
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이 형상은 누가 보더
라도 확연한 나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은화
관식’은 꽃의 가지와 줄기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무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꽃이 아닌 심엽 형태의
<그림 4> 무령왕릉 출토 동탁은잔의 나무

장식으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외형상 꽃
으로 볼 수 없게 된다.

나무와 심엽형의 가지 끝 장식은 고구려 벽화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된다. 고구려의 벽화무덤인
오회분 4호묘에서는 나무로 표현된 도상의 끝을 각종의 색상으로 표현된 심엽형의 장식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 나무들은 갈색으로 채색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나무로 확연히 인
식할 수 있다. 백제에서도 나무 끝을 장식으로 마무리한 예가 있다. 앞서 언급한 무령왕릉 출
토 동탁은잔의 다른 면에 표현된 나무의 형상이다. 동탁은잔에는 모두 4개의 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그림 4>의 나무를 제외하고서 모두 나무 끝을 특정 장식으로 마무리 지어 표현하였
다. 이를 함께 비교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고구려 오회분 4호묘 벽화에서의 나무(1~3)와 무령왕릉 출토 동탁은잔의 나무(4)

‘은화관식’을 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기록의 銀花와 유물인 ‘은화관식’을 연결하고
있던 외형적 특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형태상 ‘은화관식’을 銀花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귀결
된다. 외형상 銀花를 ‘은화관식’으로 볼 수 없다면 銀花는 동일한 꽃의 형상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되는 金花와 같은 형태를 지녔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 金花로 보고 있는 무령왕
의 금제관식을 銀花와 동일한 형태로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무령왕의 금제관식과 유사한 형태의 관식이 표현되어 있는 사료가 있다. 바로 唐閻立
本王會圖에 그려진 백제인의 복식이다. 왕회도에는 검은색 관모를 쓰고 푸른색 옷을 입은 백
제인이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검은색 관모와는 다른 모습
들이 확인된다. 이를 뚜렷이 표현하기 위해 본 그림의 관모부분만 모사도를 그려보았다.(<그림
6> 참조)
모사도를 통해 확인되는 관모는 측면에 심엽형의 장식이 덧대어져 있고 앞에는 가로로 길고
얇은 어떤 장식이 놓여 있다. 측면에 덧대어 있는 심엽형 장식은 그 착장방식으로 보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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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이지 않는 반대쪽에도 덧대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되는 심엽형 관모장식의 크기는 무령왕릉의 것이 훨씬 크지만 관모 측
면에 관식 2개를 덧댄 것이나, 하단이 둥글고 상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다가 끝에는 뾰족하게
마무리 짓는 형태는 무령왕릉의 관식이나 왕회도의 백제인의 관식이나 유사하다.

<그림 6> 당염입본왕회도 백제인의 모습과(좌) 모사도(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이것의 명칭에 대해서 추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C와 D에 ‘翅’ 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는 기존에 새 깃[鳥羽]으로 보던 단어다.25) 하지만 翅는 날개를 가리키는
단어로, 『주서』『북사』에는 加라는 동사가 붙어 있어 ‘관모의 양측에 날개를 덧댄다’로 번역할
수 있다. 왕회도에서 확인되는 관식은 관모의 양측에 덧대고 관모와 같은 직물로 이루어진 것
으로 보이며 그 두께도 얇아 보인다. 기록에서 언급하는 날개는 왕회도의 관식을 나타내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왕회도의 관식의 명칭이 밝혀진 이상 翅를 새 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원래 뜻 그대로 날개라
고 표현해야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주서』『북사』의 기록대로 翅를 붙인 관모는 朝拜와 제사
같은 때에 썼고 軍事에는 이를 착용하지 않았다. 왕회도의 백제인은 朝拜때 왔던 것으로 보인
다.26)
결론적으로 왕회도와 유사한 관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무령왕릉의 금제관식은 중국 측 기록
에 표현되어 있는 날개로 볼 수 있고, 날개는 朝拜나 제사의 때에 관모에 덧대기 때문에 무령
왕의 매장복은 朝拜나 제사 때의 복식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일상복 혹은 관복에 착장하던 金
花는 무령왕릉에서 발견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직물로 만들어진 것 같은 왕회도의 날개와 달

25) 국사편찬위원회,『中國正史 朝鮮傳』1, 1990, 613쪽 ; 국사편찬위원회,『中國正史 朝鮮傳』2, 1990, 76
쪽.
동일한 출전인『주서』고려전과『북사』고구려전에 “揷二鳥羽” 라고 표현되어 있어 엄연히 새 깃과 날
개는 그 표기에서 차이가 있다.
26) 왕회도 이외에도 백제인이 표현된 그림은 南京博物院 舊藏本의 職貢圖와 南唐顧德謙의 蕃客入朝圖
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왕회도의 날개 장식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세 그림에 표현된 얼굴 생김
새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들 그림에 그려진 모델은 각각 다른 행사에 방문했던 백제인들로 보인
다. 또한 직공도의 옷 색상과 왕회도의 옷 색상은 동일한 푸른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국내에
서 입던 옷과 국외에서 입던 옷이 달랐던『삼국지』부여조를 참조할 때(『삼국지』동이전 부여 “在國衣尙
白 白布大袂袍袴 履革鞜. 出國則尙繒繡錦罽 大人加狐狸 ‧ 狖白 ‧ 黑貂之裘 以金銀飾帽.”), 부여와 친
연관계가 있었던 백제에서도 외교사신이 입던 옷의 색상은 국내의 관복과 달랐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두 사람의 옷 색상이 같은 건 백제에서 규정된 외교사신의 복식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백제에서는
관인들의 옷을 색깔로 구분하고 있어서 외교사신의 옷도 색깔로 구분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럼에도 직공도와 왕회도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점은 두 사람의 나이, 관등, 참여 행사 차이
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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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무령왕의 날개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무령왕릉에서 왕의 신발을 가죽신이 아닌 금동식리
로 표현한 것처럼 그 복식이 장례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銀花의 형태
는 지금까지 金花로 알려졌던 무령왕의 금제관식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무령왕의 금제관식과 ‘은화관식’은 외형상으로 모두 기록의 金花와 銀花로 볼 수
없다.
이번에는 ‘은화관식’이 내재하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은화관식’
이 기록의 銀花와 같이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파악해보도록 한다.
‘은화관식’은 대개 석실분이라는 6~7세기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그래서 무덤이 아닌 미륵사지
석탑 사리공에서 출토된 2점의 ‘은화관식’은 지금까지의 출토상황과는 다른 예외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왕흥사지에서 출토된 사리기의 명문을 통해,27) 백제인들은 사리를 공양하는 행
위를 장례행위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미륵사지 석탑의 사리공양
품의 구성물은 무덤의 부장품의 구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28), 두
가지 근거에 미루어볼 때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은
화관식’은 무덤 부장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앞서 ‘은화관식’의 외형에서 살펴 본대로
‘은화관식’은 나무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은 신라의 금관에서 흔히 확인되는
出字形 立飾과 유사하다.(<그림 7> 참조)
신라의 출자형 입식과 백제의 ‘은화관식’을 비교해
보면, 가운데 줄기를 기준으로 좌우대칭의 가지가
각각 ㄴ字로 뻗어 올라간 형태와 줄기와 가지의 끝
<그림 7> 신라 금관 出字形 立飾(좌),
‘은화관식’(우)

을 심엽형의 장식으로 마무리 짓는 점에서 두 유물
이 동일한 모티브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나무형태의 유사성은 신라의 출자형 입식과 무령왕

릉의 동탁은잔에 그려진 나무형상을 비교해보면 더욱 확연해진다.
출자형 입식이 표현되는 신라의 금관은 무덤에서 출토되는 유물이다. 그리고 신라의 금관은
정치적 지위를 상징하거나 생전에 사용하던 실용품이 아니라 무덤에 부장할 용도로 따로 제작
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9) 이를 볼 때 이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무덤과 무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탑에서 출토된 ‘은화관식’ 또한 생전 사용품보다는 무덤에 부장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27)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명문 中 “舍利二枚葬時”
28) 이한상,「미륵사지 서탑 출토 은제관식에 대한 검토」『신라사학보』16, 2009, 124쪽.
29) 윤세영, 앞의 책 164~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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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고구려 개마총 벽화와(좌) 前立飾 확대(우)

그런데 ‘은화관식’과 유사한 형태로는 신라의 출자형 입식 뿐만 아니라 고구려 개마총 벽화에
그려진 전입식과 신라의 송림사 전탑에서 출토된 樹枝形 장식도 있다. 먼저 고구려 개마총의
전입식을 살펴보자. 개마총은 5세기말~6세기초로 편년되는 석실묘로서30) 벽면에는 사신도와
함께 행렬도가 그려져 있는데, 전입식은 행렬도에서 다른 인물들보다 크게 표현되어 있는 인
물에게 착장되어 있다(<그림 8> 참조). 여기에서 표현된 전입식은 기다란 줄기를 중심으로 상
단에는 좌우대칭으로 여러 가지 장식들이 뻗어있는데 그 형태가 나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은화관식’과 동일한 속성이다. 붉은색 장식을 제외한다면 능산리 36호분 서편의 ‘은화관
식’과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전입식의 줄기 색상은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일 금속이라면 銀으로 추정되는 색상이다.
전입식을 한 인물 뒤편에는 사람이 타지 않은 말이 한 마리 그려져 있는데, 그 앞에 기재된
‘冢主着鎧馬之像’ 라는 명문을 볼 때 묘주의 영혼이 탈 말로 이해할 수 있다.31) 이를 본다면
이 행렬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장송의식으로 볼 수 있으며32) 특이한 전입식을 착장한 채
행렬의 선두에 있는 인물도 장례에 적합한 복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
다면 이 인물이 착장하고 있는 전입식도 장례와 관련된 장신구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송림사 수지형 장식을 살펴보자. 송림사 수지형 장식은 8~9세기로 편년되는 5층 전
탑에서 사리공양품으로 발견되었다. 이 수지형 장식은 ‘은화관식’과 동일하게 줄기를 ᐱ의 형
태로 뒤로 반쯤 접었고, 이 줄기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의 가지가 여러 갈래를 이루며 2단으로
붙어 있다(<그림 9> 참조). 또한 줄기의 아랫부분에는 尖部가 돌출되어 있으며 가지의 끝은
작은 화염형의 장식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33) 도금한 영락장식을 달고 줄기의 일부에는 도금
을 했지만 그 소재는 銀이다.
세부적인 면에서는 ‘은화관식’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점에서는 ‘은화관식’과 닮아 있다.
이 때문에 ‘은화관식’과 송림사 수지형 장식의 형태적인 유사성을 지적하며 두 유물의 세부적
인 차이점은 ‘은화관식’이 이후 송림사 수지형 장식으로 변화하면서 생긴 시기적인 차이라고
본 추측도 있었다.34)
30)
31)
32)
33)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사계절, 2000, 343쪽.
김기웅,「북한의 벽화:개마총의 구조와 벽화」『北韓』41, 북한연구소, 1975, 71쪽.
위의 글, 71쪽.
‘은화관식’의 심엽형 장식을 화염형 장식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이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陵山
里』, 1998, 184쪽에 보인다.
34) 최종규,「百濟 銀製冠飾에 關한 考察- 百濟金工 Ι」『美術資料』47, 1991, 국립중앙박물관,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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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사 수지형 장식은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 개마총의 전입식과도 유
사하며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은화관식’과도 유사하다. 세 유물은
출토된 유구의 성격마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은화관식’이 무
덤과 탑에서 발견되었으므로, 개마총이라는 석실묘와 송림사 전탑이라
는 두 유구의 성격은 ‘은화관식’이 모두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송림사
수지형 장식의 경우 이것을 통일신라 이전 혹은 직후에 만들어졌으리
라는 의견35)과, 수지형 장식과 함께 발견된 사리장엄구의 양식을 7세
기 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36) 세 유물의 출현 시기
또한 근접할 수 있다.
이렇게 신라 금관의 입식과 개마총의 전입식, 송림사 은제 수지형 장
식의 형태와 출토 유구의 성격을 종합하여 ‘은화관식’과 비교해 볼 때,
‘은화관식’은 관등의 표지라는 정치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기보다는 오
히려 장례와 관련한 무덤 부장품의 성격이 강하다.
<그림 9> 송림사 수
지형 장식

이번에는 ‘은화관식’이 나라에서 사여한 공적인 물품인가에 대해서 살
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앞서 제기한 의문 중 ‘은화관식’을 사리공양품
으로 공양한 행위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나라에서 사여한 물품이라면

아무리 국가적인 행사라도 미륵사지의 ‘은화관식’처럼 사사로이 공양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
되기 때문이다.
먼저 기존의 연구에서는 ‘은화관식’이 관인의 관등을 드러내는 대상물이기 때문에 이것의 생
산과 유통은 국가에서 엄격히 통제한 것으로 보았다.37) 그렇다면 ‘은화관식’의 제작에는 국가
의 통제에 따라 그 규격이나 사용된 銀의 양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이는 실제 유물에서 드러
났을 것이다.

35) 김재원,「松林寺 磚塔」『진단학보』29 ‧ 30, 진단학회, 1966, 223쪽.
36) 최원정,「漆谷松林寺 舍利莊嚴具樣式 硏究」『文化史學』14, 韓國文化史硏究會, 2000, 55쪽.
37) 이한상, 앞의 책,『신라사학보』16, 2009,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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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은제 수지형 관식의 전체길이와 은판 두께(단위:cm)38) *연번의 순서는 전체길이 順
전체길이

銀板 두께

(추정길이)

(평균두께)
0.4~0.85

연번

대상 유물(가지 단수)

1

나주 흥덕리 출토품(2)

2

부여 능안골 44호분 출토품(?)

12.53(상단결실)

3
4

익산 미륵사지 석탑 출토품(1)
익산 미륵사지 석탑 출토품(2)

5

나주 복암리 3호분 5호 석실 출토품(2)

13.2(하단결실)
13.4
14.73

0.41~0.64

6

남원 척문리 출토품(2)

(18내외)
15.5

(0.5~0.6)
0.15~0.3

(17.8내외)

7

부여 능안골 36호분(서편) 출토품(無)

16.1

(0.2~0.3)
0.3~0.35

8

나주 복암리 3호분 16호 석실 출토품(1)

16.15

9

부여 염창리 Ⅲ-72호분 출토품(1)

9.8(상단결실)

17
17.3(상단결실)

10

부여 하황리 출토품(2)

11

논산 육곡리 7호분 출토품(2)

18.1

12

부여 능안골 36호분(동편) 출토품(2)

20.3

(19.9내외)

(0.4~0.6)
0.22~0.39
(0.3내외)

(0.3~0.35)
0.51~0.66
(0.5~0.6)
0.63~0.88
(0.8내외)
0.63~0.89
(0.7~0.8)
0.45~0.66
(0.6내외)
0.14~0.28
(0.2내외)

이에 관해 현재까지 발견된 ‘은화관식’ 중 최근에 발견된 경남 남해 출토품을 제외하고서 그
계측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은화관식’의 길이는 13cm에서 20cm까지 편차가 큰데, 길이의 편차는 가지의 단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길이나 가지의 단수에 비교하여 그 두께도 일정한 경향성이 보
이지 않는데, 이는 결국 ‘은화관식’의 제작에 정해진 길이나 사용된 은의 양이 처음부터 정해
져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은화관식’의 意匠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
고 그 세부규정은 없이 ‘1圖案 ‧ 1完成品’ 이었다는 제작방식을 주장한 연구도 있다.39) 그러
나 의장에 대한 규정이 있어 이에 따라 ‘은화관식’이 제작되었다면 능산리 36호분 서편 ‘은화
관식’과 같은 유물이 존재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유물은 지금까지 발견된 ‘은
화관식’의 형태에서 유일하게 가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銀花로 볼만한 장식적 요
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장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면 그 기본적인 형태는 銀花로
볼 수 있는 요소는 반드시 남겨두었을 것이다. 그리고 ‘1圖案 ‧ 1完成品’이라는 제작방식은
‘은화관식’이 사적으로 제작된 물품일 가능성이 더 높여주는 근거이다.
이번에는 ‘은화관식’이라는 무덤 부장품이 사리공양품으로 공양되는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백제에서는 사리를 매납하는 의식을 장례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기존
의 무덤 부장품으로 확인되던 ‘은화관식’이 미륵사지 석탑 사리공양품으로 발견된 것으로 이
38) 본 계측지는 최기은, 김성곤, 앞의 책 115쪽 표 2, 표 3 ; 국립문화재연구소,『미륵사지 석탑 사리장
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140쪽을 참고했다.
39) 최기은, 김성곤, 앞의 책,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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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은화관식’은 미륵사지의 경우와 달리 왕흥사지의 사리공양품으로는 발
견되지 않았다. 이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화된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기존에 무덤의 부장
품으로만 사용되던 ‘은화관식’은 7세기에 들어 사상적 혹은 문화적인 변화에 의해 사리공양품
으로도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40)
그러한 변화는 미륵사지에서 ‘은화관식’과 함께 공양된 금판에 새겨진 개인 명의의 기재를 통
해 파악할 수 있다. 왕흥사지에서는 그 공양품에 개인의 명의가 없었지만 미륵사지에서는 3점
의 금판에서 공양자로 추정되는 명의가 확인된다. 그런데 이들 명의에 父母妻子가 함께 기재
한 것으로 볼 때42), 미륵사를 창건한 왕실에게 아첨
하려는 목적보다 사리봉영기에 기재된 대로43) 佛道
를 이루기 위한 개인적인 祈願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그 기원의 대상은 사리봉영기에, 왕후뿐만
아니라 대왕의 장수도 기원하는 걸 볼 때44) 부처로
보인다. 그렇다면 여기에 함께 공양된 ‘은화관식’ 또
한 공양자가 왕실에게 아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기
보다는 공양자의 소원성취와 같은 기원의 의도를 내
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기원의 상징은 나주 복암리 3호분
16호묘에서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은화관식’이
현실내부에서 발견되지 않고 연도에서 발견되었다.
현실입구는 폐쇄석으로 막혀 있어 엄연히 연도와 현
실이 구분되어 있는데 ‘은화관식’은 폐쇄석 앞에 놓
<그림 10> 나주 복암리 3호분

16호묘41)

여 있었다(<그림 10> 참조).
이는 의도적으로 현실 밖에 놓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피장자들이 있는 공간과 분리되어 있는 연도에 관식을 놓았다는 것은 이 유물
이 피장자들의 소유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높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출토된 ‘은화관식’
은 피장자의 장례에 참석한 친족이 미륵사지의 사리공양품처럼 피장자들의 극락왕생이나 명복
과 같은 개인적인 기원을 빌면서 놓고 간 부장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무덤의 편년은 7세기 전반이 되므로45) 미륵사지의 ‘은화관식’과 함께 7세기대의 사상적,
문화적 변화에 의해 개인적 기원의 상징으로서 ‘은화관식’이 부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기원의 의미는 ‘은화관식’과 유사한 송림사 수지형 장식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적으로 제작되고 사적의도에 의해 부장되는 ‘은화관식’이 시기가 흘러도 그 대체
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대량으로 발견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 먼저 전자를 설
명하자면 지금까지 ‘은화관식’이 발견된 무덤은 모두 석실분이라는 점에서, 석실분과 관련한
장례용품으로 백제인들에게 그 형태가 공유되었기 때문에 ‘은화관식’의 형태가 백제의 사비기

40) 이에 대해서는 이미 최종규, 앞의 책, 92~93쪽에서 언급된 바가 있다. 이 추측은 기존의 무덤출토
‘은화관식’과 송림사 수지형 장식의 형태적 유사성을 들어 백제 때의 무덤축조에서 7세기대의 불교로
귀의라는 사상적 변화의 측면에서 설명되었다.
41) 국립문화재연구소,『羅州 伏岩里 3號墳』, 2001, 336쪽 도면 115를 이용했다.
42) 미륵사지 금판 명문 “下阝非致夫及父母妻子同布施”
43) 미륵사지 금제사리봉영기 中 “俱成佛道”
44) 미륵사지 금제사리봉영기 中 “大王陛下年壽山岳齊固…王后…身若金剛等虛空而不滅”
45) 위의 글, 443쪽.

- 111 -

동안 유지된 것으로 추정한다. ‘은화관식’이 발견되는 석실분의 형태도 재지적인 양식과 도읍
지의 중앙적인 양식이 있는 바와 같이46) ‘은화관식’의 세부적인 양식의 차이는 그러한 차이에
서 인식하고자 한다.
후자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厚葬을 했던 신라에서도 금속제 관이 대량으로 발견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은화관식’도 역시 그리 많은 수량이 출토되리라 생각되지 않는다. 이는 ‘은화관
식’의 소재는 귀금속이므로 이것의 제작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
다. 그 비용은 ‘은화관식’의 가지 단수가 많아질수록 높아지리라 생각하는데, 능산리 36호분
서편의 ‘은화관식’은 이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단의 ‘은화관식’을 착장한 동편
의 피장자의 요대장식은 모두 銀으로 만들어진 반면에47) 가지가 하나도 달리지 않는 ‘은화관
식’을 착장한 서편의 피장자의 요대장식은 모두 白銅으로 만들어 졌다.48) 은과 백동은 녹이
슬지 않는 이상은 외형상 차이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사정에 따라 의도적으로 ‘은화
관식’의 가지를 붙이지 않고 요대장식의 소재를 백동으로 낮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본다면 경제적 사정에 따른 영향은 ‘은화관식’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것의 제작이나 소유 또한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한 계층에게나 가능했으리라 생각
된다.
마지막으로 무령왕의 금제관식과 ‘은화관식’에 신분을 드러내는 정치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면 금동제관모의 용도는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금동제관모는 백제의 도읍 이외의
지역에서 출토되어 백제 한성기의 지방지배와 관련한 대상물로 여겨지고 있다.
지금까지 백제의 기록에서 금동제관모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았다. 백제의 금동제관모가
출토되는 유적의 편년은 5세기경이 중심인데49), 인접한 시기인 6세기경에 무령왕릉에서 금제
관모 대신에 부장품인 금으로 만든 날개가 출토되었을 뿐이다. 금동제관모가 발견되는 유적에
서 함께 출토되는 금동식리가 무령왕릉에서도 출토되었지만 금으로 만든 관모는 드러나지 않
은 현상을 볼 때, 금동제관모는 官制 외의 성격으로 제작되었음을 추측된다. 따라서 금동제관
모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것이 출토된 유적이 모두 무덤이라는 사실은 금동제관모 또한 무덤
과 관련한 부장품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생각한다.
또한 금동제관모를 출토하고 있는 무덤의 형태가 다양한 점50), 금동제관모의 소재가 모두 높
은 순도의 동과 금으로 이루어진 점51)과 수촌리 1호분 금동제관모의 경우 대단히 정교한 기
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점52)을 본다면, 금동제관모는 현지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백제의 중
앙에서 제작되어 지방으로 사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을 생각해본다면 금동제관모는 피장자가 생전에 사용한 유물이라기보다는 死者가 착
장하는 부장품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백제의 중앙에서 만들어 지방에 사여해주었을 것으
로 보인다. 이는 중앙에서 지방의 유력자에게 금동제관모와 같은 위세품을 사여함으로써 백제
의 지방지배 질서를 재확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46)
47)
48)
49)
50)
51)

서정석, 앞의 책, 172~175쪽.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1998, 192, 194쪽.
위의 글, 209쪽.
이한상, 「百濟의 金屬製 冠 文化」『百濟의 冠』, 국립공주박물관, 2011, 49쪽.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公州 水村里遺蹟』,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364쪽.
김성곤 외,「非破壞 分析을 통한 百濟 金銅冠의 材質 特性」『百濟의 冠』, 국립공주박물관, 2011, 138
쪽.
52) 이한상, 앞의 책, 2011, 5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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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지금까지 ‘은화관식’을 검증해보았다. 검증 결과 ‘은화관식’은 꽃의 형상이 아닌 나무의 형상
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무덤 부장품으로서 국가가 아닌 개인적으로 제작하고 사적
의도로 부장 또는 공양한 것으로, 개인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은화관식’은
銀花로 볼 수 없다.
이를 차례대로 설명하자면, 먼저 1장에서는 ‘은화관식’이 일반적으로 백제 솔계 관등의 표지
인 銀花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것의 출토 지역은 경기지역을 제외한 백제의 故地에서 넓게 분
포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은화관식’은 석실분이라는 무덤과 사리공에서 공양품으로 출토
되었는데 모두 백제의 사비기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2장에서는 ‘은화관식’을 銀花로 보면서 드러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의문은 ‘은화관식’에 대
한 문제제기이다. 첫 번째 의문은 관인이 착장하는 銀花로 알려진 ‘은화관식’과 왕이 착장하는
金花로 알려진 금제관식은 형태적으로나 발견 시기에서 서로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이에 대
해 두 유물에서는 형태, 착장방법이 다르지만 기록의 묘사에서는 동일한 형태와 동일한 착장
묘사로 표현되어 있는 사실을 언급하여 기록과 실제 유물간의 괴리에 대해 지적했다. 두 번째
의문은 기록에 의하면 백제의 사비기 100년 동안 많은 관인들이 銀花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
는데, 실제 유물은 그 수가 너무도 적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백제의 매장복은 관복이 아
니었음을 밝혔고, 만일 관복을 매장복으로 삼았다면 官印과 같은 확실한 정치적 표지가 무덤
에서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세 번째 의문은 ‘은화관식’
이 솔계 관등을 상징하는 표지라면 미륵사지 석탑 사리공에 사리공양품으로 공양할 수 있었을
까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은화관식’을 銀花로 본다면 미륵사지 석탑 사리공양품으로 공양된
그것은 화폐적 가치로서 공양했을 가능성이 부정되고, 정치적 상징물로 공양했다면 지금까지
백제의 사리공양품으로서 뚜렷한 정치적 표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화관식’ 또한 관
등의 상징으로서 공양되었을 가능성을 낮추어보았다.
3장에서는 ‘은화관식’의 형상과 그 성격을 재검토해보았다. 여기서는 2장에서 언급한 의문점
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형상에서, ‘은화관식’에서 꽃봉오리(花蕾)로 보았던 문양은 흔히
하트모양이라 일컫던 심엽 형태였고 꽃의 가지로 보았던 가지는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동탁은
잔의 나무형상을 통해 백제의 나무표현으로 확인하였다. 그래서 고구려 오회분 4호묘 벽화의
나무와 심엽형 장식의 조합과 무령왕릉 동탁은잔의 또 다른 나무형상을 통해 ‘은화관식’은 꽃
의 형상이 아님을 확인했다. 그리고 金花에 대해서도 고찰을 했는데, 현재 금화로 알려져 있
는 무령왕의 금제관식은 왕회도와 기록에 표현되어 있는 날개이고 부장품으로 만들어졌음을
새로 확인했다. ‘은화관식’이 내재하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는, 그 형태가 부장품인 신라의 금
관 立飾과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고 개마총 벽화에 그려진 前立飾과 송림사 수지형 장식과의
형태적 유사성을 통해 무덤 부장품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은화관식’의 계측치에서 국가에서
통제했을만한 요소가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은화관식’을 개인적으로 제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미륵사지에서 사리 공양품으로 함께 출토된 금판의 명의를 통해, 미륵사지의
‘은화관식’은 개인적인 기원의 의도로 공양했음을 확인했고, 이는 복암리 3호분 16호묘에서
출토된 ‘은화관식’이 현실 밖에 연도에 놓여있는 것으로 동일한 성격으로 보았다. 그것은 무덤
부장용으로 이용되던 ‘은화관식’이 7세기에 들어 사상적, 문화적 변화에 의해 개인적 기원의
상징물로서도 이용되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화관식’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
되는 것은 석실분으로 대표되는 장례에 대한 관념의 지속으로 보았으며, ‘은화관식’이 다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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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출토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의 제작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보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았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아직까지 기록의 金花와 銀花는 발견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런데 銀花
는 『삼국지』동이전 濊條와 『구당서』동이전 倭國條에도 등장한다. 이들의 銀花는 그 착장 방식
이 전자가 ‘繫’53), 후자가 ‘佩’로54) 飾으로만 표현되어 있는 금화와 은화와 다르고, 그 크기
또한 전자가 너비 數寸55), 후자가 길이 8寸56)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크기를 언급하지 않은
금화와 은화와 또 다르다. 다른 은화와 달리 백제의 금화, 은화의 착장방식과 크기를 기재하
지 않은 것은, 어쩌면 이들 장식이 매우 작고 단순하게 관모에 붙여 장식하는 것일 수도 있다
고 생각한다. 백제의 꽃모양이라는 것도 백제에서 흔히 표현되고 누구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와당의 연꽃문양과 같은 전면으로 표현된 꽃 형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금화와 은화는
무덤에 부장되지 않는 관복의 구성물이기 때문에, 이들은 생활유적이나 생산유적에서 우연히
등장하리라 생각된다.
유물인 ‘은화관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살펴보았다. 이미 『삼국사기』의 김부식조차 백제의
복식을 상고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했던 만큼 현재에도 그 사료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
에 본고가 기존과는 다른 시각에서 주제를 다루었지만 이 작업이 백제 복식제도의 일면을 밝
히는데 약간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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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1분과)-6 토론]

‘백제 ‘은화관식’의 형상과 정치적 성격 검증‘의 토론
이송란(덕성여대)

토론문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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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1분과)-7]

後百濟와 中國 吳· 越의 交流關係
- 交易港으로서 群山地域과 鎭安 道通里 가마터를 中心으로
정상기(국립전주박물관)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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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견훤은 892년 무진주에서 신라에 대항하여 후백제를 건국하였고, 900년 완산으로 천도하고
후백제의 왕이 되었다. 후백제 건국은 고려의 왕건과의 치열한 삼국 통일의 전쟁 속에서 이루
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읍지인 전주를 중심으로 후백제의 탄생에서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후백제가 갖는 의의를 조명하는 연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후백제와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 견훤정권이 전주로 천도하게된 배경, 견훤정권의 해양지향
성, 수도 전주의 해양적 환경 요소, 견훤의 국제교류 등이 조명되었다. 따라서 견훤 정권은 해
양적 요소를 가진 해양 세력의 기반위에서 성립되었으며, 국가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중국
오월 및 거란, 후당,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해졌다는 것, 전주가 나주지방을 대체할 해양본거지
적 요소로 수도로 선택되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1)
1) 그 동안의 후백제 관련 연구도서 및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국회의원 김윤덕 · 전주시 · 국립전주박물관, 『후백제 유적의 정비 방안』, 2014.
전북전통문화연구소, 『후백제 견훤 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
전주시 · 전주역사박물관, 『후백제 왕도 전주』, 2013.
전주시 ・한국고대사학회, 『후백제 왕도 전주의 재조명』, 2013.
우석대학교박물관 · KBS 전주방송총국, 『후백제 전주와 거북바위』 학술발표회, 2002.
저자가 이 글을 쓰는데 참고한 도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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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본 논고에서는 후백제의 수도 전주의 해양성 및 군산 지역의 자
연환경과 수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상세력을 기반으로 성장한 견훤의 후백제
세력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중국 교섭을 진행하였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고는 도자기라는 공예품을 통해 후백제와 중국과의 교류를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전주지역 인근의 초기 청자 가마인 진안 도통리 가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
금까지의 역사적 통념인 고려 초기인 940년대를 전후하여 청자가 제작되기 시작했다는 역사
적 사실을 뒤로하고, 도통리 가마가 과연 후백제의 견훤에 의해 조성되었는지, 만약 조성되었
다면 왜 청자가마가 이 시기에 운영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진안 도통리의 청자 가
마터에서 제작된 해무리굽 청자완들은 어떠한 경로로 유통되었으며, 우리나라 도자사에 있어
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아직까지 시굴조사만 이루어져 체계적인 발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가마의 구조, 생산과
소비 환경 등이 아직 밝혀지지 않는 도통리 가마 출토품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점은 분명이 존
재한다. 하지만 초기 청자의 중국 자기와의 관련성을 통해 후백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후백제의 수도 전주가 가지는 해양 도시적 성격과 함께 전주 주위를 감싸고 있었던 군산, 부
안, 김제 지역의 해양문화적 요소들도 파악하고자 한다.

Ⅱ. 交易港으로서 群山과 後百濟 首都 全州
1. 옛 地圖로 본 全北地方 海路의 모습
지금까지 논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물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사항을 조선 후기에 그려진 지도를 살펴봄으로써 후백제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주, 익산, 부안, 김제, 군산 등의 하천과 수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동여비고(東輿備考)는 양산 대성암 소장으로 1682년(숙종 8년)에 제작되었다. 이 지도에는
우리나라 전역과 일본을 포괄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지도이다. 지도에는 김제, 만경, 금구 등의
고을과 함께 벽골제(碧骨堤)등의 저수지, 금산사 및 귀신사 등의 사찰과 함께 백제때의 고을
이름 등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각 고을 사이에는 높은 산과 함께 하천들이 잘 표현되어
있다.2)
군산대학교박물관, 『군산의 역사와 문화』, 2013.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서경문화사, 2010.
申虎澈, 『후백제 견훤정권연구』, 일조각, 1983.
백제연구소,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00.
문안식, 『후백제 전쟁사 연구』, 헤안, 2008.
곽장근, 「진안고원 초기청자의 등장배경 연구」, 『전북사학』제42호, 2013.
정진술,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韓國海洋戰略硏究所, 2009.
정진술, 『한국해양사 –고대편-』, 景仁文化社,2009.
정진술 · 이민웅 · 신성재 · 최영호 공편, 『다시 보는 한국해양사』, 신서원, 2007
윤명철, 『장보고 시대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학연문화사, 2002.
윤명철, 『한국 해양사』,학연문화사, 2003.
윤명철, 『해양활동과 해양문화의 이해』, 학연문화사, 2012.
윤명철, 『해양활동과 국제질서의 이해』, 학연문화사, 2012.
윤명철, 『해양활동과 국제항로릐 이해』, 학연문화사, 2012.
윤명철, 『해양역사상과 항구도시들』, 학연문화사, 2012.
2) 국립전주박물관, 『김제』, 2008,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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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여비고에서 보면 전주시내 중앙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전주천이며, 이 전주천은 지금의 완
주 고산지방에서 내려오는 만경강과 합류하여 익산 아래의 신창진을 지나 옥구에 도달하여 서
해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 지도의 좌측 하단에는 만경, 김제, 부안 지역을 관통하는 동
진강 수로도 잘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전주에서 신창진을 거쳐 옥구 앞바다로 진출하기 위해
서는 만경강 수로를 이
용하는 것이 편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
고 지금의 전북도청 옆
을 흐르는 삼천천이 나
타나 있지 않고, 지금의
군산시 중심지가 서해
의 바다 쪽으로 많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사진1.

동여비고

중 전북지역도 참조)
전주가 해상 교통의
요지였다는 사실은 19
세기에 제작된 동여도
사진1. 동여비고 중 전북지역도

(東輿圖)에서 여실히 증
명된다. 17세기에 제작

된 동여비고에 비해서 지리적 지식의 증가와 더불어 지도 제작 기술의 발달이라는 측면을 고
려하더라도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여도에서는 전주 및 군산, 익산 지역의 모습
이 더욱 상세히 표현되어 있다.

사진2. 동여도중 김제 지역도

동여도는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의 필사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하게 그려진 지도
첩이다. 김제, 금구, 만경의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고, 지금의 김제를 관통하는 만경강
의 수로와 동진강의 수로가 일목요연하게 표현되어 있다.3) (사진2. 동여도중 김제지역도 참조)
전주천과 삼천천도 명확히 표현되어 있으며, 만경강 하구의 신창진도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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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지도를 통해 흔히들 주장하는 전주, 군산, 김제의 해양도시적 특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 특별전 『부안』에서는 19세기 동진강 주위의 전라북도 수로 현황이 동
여도를 통해 자세히 확인된다.4) 이 지도에서는 동진강 주위의 내륙수로와 함께 동진강 지역의
주요 포구인 덕달포(德達浦), 가야포(加耶浦), 사포(沙浦) 등의 포구 명칭이 확인되는데, 이렇
게 볼 때 만경강 수로권역인 김제와 더불어 부안이 동진강 권역의 중심지로서 후백제 이후 조
선시대까지도 이 지역의 내륙과 해양의 접착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사진
3. 동여도 중 부안지역도 참조)
앞의 동여비고를 군산 중심으로
검토하면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동여비고란 지도첩
자체가 함경도에서부터 제주도 등
우리나라 전역과 일본을 포괄한 아
주 세밀하고 체계적인 지도로서 특
히 앞부분에는 삼한시대부터 삼국
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까지의 영
토와 지역별 통치 단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역사적 사건 기록은
물론 다르게 표기된 다양한 옛 지
명, 각 지역의 특색, 사찰과 읍지,

사진3 동여도 중 부안지역도

성곽 및 군사 요충지 등을 상세히
표기하였다. 17세기 이전 사항과
17세기 무렵의 조선, 그리고 지금의 지역
모습을 고찰하면 지금의 지도제작 기술의
수준의 정교함 등이 약간의 문제점으로 부
각될 수 있으나, 예전의 이 지역 모습을 어
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5).(사진4. 동여비고 중

전북지역 모습

참조)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여 동여비고가 제작
된 1682년도로 파악하면 지금의 군산지역
은 옥구현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옥구 앞의
섬이 군산도(群山島)로 표현되어 있다. 전주
에서 전주천을 거쳐 만경강 수로를 거치면
서해를 통해 대해로 나갈 수 있다. 지금의
군산보다는 내륙쪽으로 군산부근이 많이 들
어와 있어 지금의 군산지역이 1900년대 이
후 간척사업이 많이 진행되어 바다쪽으로
사진4. 동여비고 중 전북지역 모습
3) 국립전주박물관, 2008 앞의 책, 11쪽.
4) 국립전주박물관, 『부안』, 2001, 20~21쪽.
5) 국립전주박물관, 『군산』, 2004, 22쪽.

- 120 -

육지가 진출했음이 확인된다. 전주를
거쳐 만경강을 넘나드는 어선들이
주로 사용하는 중심 거점항이 존재
했다면 지도상에 임피(臨陂)로 표현
된 지역이거나 군산만 안쪽으로 들
어논 옥구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만약 후백제 시대로 추정하면 강
력한 고려의 해군이 쉽게 접근할 가
능성이 많은 옥구보다는 임피가 거
점 무역항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
우 크다고 하겠다.(사진5. 대한제국
전라북도 지도 참조)
사진5. 대한제국 전라북도 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인

1913년(大正 2年)에 작성된 전라북
도 전도와 1914년에 제작된 호남선
건설개요를 통해 전라북도 지역의 변
화된 양상을 고찰하겠다6).1913년 제
작된 전라북도전도는 지금의 군산지
역이

군산부(群山府)로

행정구역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지금의
군산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질
정도로 바다의 간척사업이 진행된 것
을 알 수 있다. 1914년 제작된 호남
선 건설개요도를 통해보면 만경강을
통해 전주까지 수로가 연결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라북도 수로의

사진6. 1913년 전라북도 지도

시대적 변화상을 고찰한 결과 일제강

사진7. 호남선 철도 개요

6) 국립전주박물관, 『익산』, 2013, 208~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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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기까지만 하여도 전주는 수륙 및 해상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군산항도 지금의 모습이 갖추어진 시기가 1910년 이후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사진6. 1913년
전라북도 지도, 사진7. 호남선 건설개요 참조).

2. 群山을 中心으로 한 全北海岸 地域의 環境과 水路
고대에는 원양항해를 하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서해를 직항 횡단하는 일은 어려웠다.
육지에 근접하여 항해하는 연안항해와 근해항해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서남해안 해
역은 한반도 남부에 있는 세력들과 제주도, 일본을 오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해
양 교통의 길목이었다. 또한 한반도 북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길과 중국 강남에서 들어오는
길,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길, 한반도의 남부 동안에서 오는 길, 일본열도에서 오는 길, 이러한
모든 물길이 상호교차 하면서 반드시 서남해안을 거쳐야 했다.7)
이러한 교차점적 조건을 근본적으로 갖춘 곳은 서해 남부 지역의 나주·목포·무안일대가 있
으며, 남해 서부의 해남을 포함한 화원반도 및 여수·목포·고흥·남해·진주 등 다도해지역도 이
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북 북·서부 지역도 군산을 중심으로 이러한 물길에 포함된다.
전주와 관련된 해안 지역의 상황을 알아보면, 한반도의 제일 남쪽에서 영산강 하구해역 등
다도해 지역을 통과하여 북상한 선박들이 처음 닻는 곳이 서쪽으로 돌출한 변산반도와 그 북
쪽의 군산서부 해역이다. 또한 중국 양자강유역의 영파(寧波)부근의 주산군도(舟山群島)를 출
발하여 동중국해와 서해를 비스듬히 가로질러〔斜斷〕온 선박들도 이곳을 목표로 항해하거나,
이 지역에 도착하였다. 변산반도 가까운 바다에는 상왕등도(上旺登島), 하왕등도(下旺登島), 위
도(蝟島), 계화도(界火島) 등의 조그만 섬들이 많이 있다. 그 북쪽에도 고군산도(古群山島) 등
몇 개의 조그만 섬들이 있다. 하지만 이 섬들은 항해를 방해할 정도로 많거나, 심한 정도로
물길을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부안의 끝 부분인 변산반도의 앞에 위치한 위도는 조선시
대 상선들이 모이는 곳이었으며, 진(鎭)이 있었다. 또한 서해를 건너와 흑산도를 지나온 선박
들이 군산도를 가기 직전에 통과한 섬으로서 항해의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하였다.8) 반대로 중
국으로 가는 길의 표식적 역할도 하였다. 『대동지지(大同地志)』에는 위도에서 바람을 이용해
배를 띄우면 중국으로 간다고 하였다. 위도의 망월봉은 해발 255m이므로 항해민들에게 위치
를 확인하거나 항로를 설정하는 지형지물의 구실도 했다.
북쪽에 있는 군산 역시 동일한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송 말기에 사신의 일원으
로 파견된 서긍(徐兢)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개경으로 가는 항해
도중에 군산도에 머무른 기록이 있다. 이 섬은 평균 지형이 해발 150m로서 시인거리(視認距
離)는 30.96해리로서 항해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9) 배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가능하여, 배를 운항하는 선원들이 순풍을 기다렸다고 한다는 기록이 있고, 이 섬 안에 왕릉
7) 윤명철, 「후백제의 해양활동과 대외교류」, 『해양활동과 국제질서의 이해』, 학연문화사, 2012.
200~201쪽.
8) 윤명철은 「후백제의 해양활동과 대외교류」에서 서해에서 사람들 간의 교섭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시달거리를 파악하는 것인데, 시달거리란 바다에서 일정한 높이를
가진 목표에 확인이 가능한 최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다. 즉 항해를 할 때 육지의 높은 산이나 산맥
혹은 등대, 바다 위의 선박 등을 바다 한가운데서 볼 수 있는 최대의 거리를 말한다. 서해는 거리가
짧은 내해(內海), 득 지중해로서의 성격이 있으므로 대부분 지문항법(地文航法)을 활용한 근해항해는
큰 난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서해 내부에서의 자연조건들을 토대로 시달거리를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한반도와 중국 해안가 모두에서 근해항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윤명철, 「후백제의 해양활동과 대외교류」, 『해양활동과 국제질서의 이해』, 학연문화사, 2012, 196쪽.
9) 윤명철, 2012 「후백제의 해양활동과 대외교류」, 2012 앞의 책,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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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陵)과 사신을 접견하는 시설 등이 고려시대에 존재하고 있어, 고대부터 이 지역에는 강력한
정치세력이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별도의 장을 편성하여 송의 서긍이 방문한 군산도의 모
습을 분석하겠다.
조선 후기에 제작되었던 지도들에서는 금강하구가 만경강과 동진강 등이 모여 커다란 만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형을 고려한다면 고대에는 이곳이 영산강 하구에 못지않는
커다란 만이 있는 지역이었으며, 따라서 거대한 해양세력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북의 서해안 지역은 항로상의 중계지 역할뿐만 아니라 수로를 통해서 내륙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 기능이 강하였다. 동진강을 통해서 정읍(井邑) · 김제(金堤) · 고창(高
敞) 등 내륙의 평야지대로 쉽게 연결된다. 또한 군산지역을 통해서는 금강 하구로 연결된 하
계망을 이용해서 전북 일대 및 충남 일대의 깊숙한 곳 까지 진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건들이 물자를 운송하고 교역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전북 해안의
내륙에 위치한 전주의 역사적 환경을 이해할 때는 해양과 함께 강과 하천의 존재와 역할을 고
려해야 한다.
전북에는 몇 개의 크고 작은 강이 있다. 금강의 하구 유역은 과거에는 현재의 지형과 매우
달랐으며, 하구에서 만경강이 합쳐지고 있었다. 『대동여지도(大同輿地圖)』를 보아도 그 당시와
현재의 지형은 매우 달라졌으며, 하구가 내륙으로 깊숙하게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만경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익산(益山)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는 과거부터 중요한 정치세력이
있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의 중요한 교역항 역할을 했던 임피(臨陂)는 실제로 만경강 하구
가 대외교섭 장소였다. 현재의 군산시 중심지가 섬이었다면 임피는 해안항구로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지리적으로도 전주의 대안(對岸)이 되는 지역이다.
만경강 하구에는 지금까지도 과거에 사용된 항구가 많이 남아있는데, 하구쪽의 소진포, 심
포리 전선포, 만경읍 화포리의 화포나루터, 성덕면 남포리의 남포포구 등도 어선이 드나들었
다고 하며, 동진강 하구에는 동진강과 만경강이 만나는 지점인 죽산면 대창리에 해창포구가
있으며, 서포리 하원포구, 부량면 옥정리의 고잔포구 등이 있었다.
한편 전주의 서쪽에 있는 김제 또한 후백제의 해양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역이다. 김제
는 북으로는 만경강이 흐르고, 남으로는 동진강이 흐르고 있으며, 앞은 바다였다. 그러므로 비
교적 빠른 시간에 바다와 연결될 수 있다. 현재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60~70년대 진행된 대규
모의 간척사업으로 인해 지형이 많이 변했지만 금강 하구의 군산, 김제의 서쪽육지, 변산반도
의 북쪽은 바다였다. 그렇다면 거대한 만이 있었던 것이 되며, 김제는 만 내부의 돌기처럼 솟
은 작은 반도가 된다. 당연히 양쪽으로 수로가 형성되며, 일종의 외항도시(外港都市)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김제는 해양적인 관점에서 전주에 중요한 위치를 점유했다.
전주는 육로 교통과 해상 교통의 접점지로서 수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해상세
력들이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 세력을 전라북도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겠다.
후백제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고, 안정성이 높은 지역은 만경강 하구 및 금강하구가 있는 전
북 북부 해안지역이다. 하구에서 만경강이 합수하는, 현재의 군산지역은 상당한 부분이 바다
였다.10) 군산 지역은 현재 하구가 내륙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형태이다. 특히 근대적인 방식
으로 측도한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도를 검토하면 현재 군산시의 중심지역은 거대한 벌이나
강물로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군산은 만과 포구가 발달하여, 강력한 해상세
10) 김중규, 『잊혀진 百濟, 사라진 江』, 신아출판사, 1998, 74~80쪽; 윤명철,
도시적 성격 검토」, 『해양역사상과 항구도시들』 2012, 학연문화사,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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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제 시기 전주의 국제

력이 있었을 것이다.
후백제시대에 수도 전주의 외항 역할을 한 도시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후백제가 사신선
들을 오월 · 후당 · 거란 등에 계속 파견했고, 918년에도 오월에 말을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숱한 대규모의 해전을 벌였다. 이 때 주로 사용한 국가항구는 이 해역에 있었을 것이다. 군산
의 내항(內港)역할을 했을 임피나 만경(萬頃)이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백제가 전라북도 해안지역에서 군산 또는 임피나 지금의 김제시 만경읍 지역에 중요한 거
점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동진강 하구지역이다. 이곳은 포구들이 많았
는데, 해창 포구는 동진강과 만경강이 만나는 지역으로 서해바다와 직접 연결되는 지역이다.
전주의 서쪽에 있는 김제는 특히 후백제의 해양활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
으로는 만경강과 남으로는 동진강이 흐르고 있고, 앞은 바다로 비교적 빠른 시간에 바다와 연
결된다. 또 현재의 지형과는 다르지만 금강하구의 군산, 김제의 서쪽 육지, 변산반도의 북쪽은
바다였다. 그렇다면 거대한 만이 있었고 김제는 만 내부의 돌기처럼 솟은 작은 반도였다. 따
라서 양쪽으로 수로가 형성되어, 일종의 외항도시가 형성된 구조였다.
장보고의 해상세력인 청해진이 혁파된 후 그 주민들이 강제로 끌려와서 김제에 정착하였
다.11) 이들은 바다에 인접한 지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해양활동능력이 있었다. 따
라서 후백제의 해상세력의 근간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동진강 하구지역이 더욱 중요성을
지니게 된 이유는 이 지역이 변산반도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서해안 남쪽의 목포일대의 섬군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연안을 따라 북상을 하다 처음으로
걸리는 곳이 변산반도 혹은 군산 앞바다의 고군산(古群山)군도이다. 이 고군산 군도를 포함하
는 금강하류연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북쪽으로 올라갈 수 없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해상을 통
제하는 전위 활동집단이 고군산군도지역이나, 근처의 변산반도의 끝부근에 존재했을 것이
다.12) 위도(蝟島)는 황해를 건너와 흑산도를 지나온 선박이 군산도를 가기 직전에 통과한 섬
으로서 항해의 중요한 지표역활을 수행하였고,13) 또 반대로 중국으로 가는 길의 역할도 하였
다. 대동지지에는 위도에서 바람을 이용해 배를 띄우면 중국으로 간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하여 전북 해안지역은 고대에 남북을 연결하는 항로의 중계지 역할을 하였으며 황
해를 건너온 중국 남방문화가 유입되는 입구의 구실도 하였다. 군산의 임피와 위도, 군산서부
해역, 고군산군도, 김제의 만경부근, 부안의 북쪽해역은 후백제의 해상세력의 본거지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제까지 거론되었던 김제와 부안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군
산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후제의 해상세력의 본거지로서 군산의 중요성은 명확히 입증된다.

3. 全州의 海上 都市的 性格
견훤은 892년 무진주(武鎭州)를 습격하여 성공을 한 다음에 스스로 왕을 칭하였다. 그는 자
서(自署)하면서 전주자사(全州刺史)라고 표현하고 있어, 전주에 도읍을 정하기 이전부터 이미
전주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900년에 완산주(全州)에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건국하는데, 후
백제가 멸망하는 936년까지에 걸쳐 건국 후 처음 몇 년을 제외하고는 나주를 중심으로 영산
강 하구 지역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나주 세력이 후백제의 견훤세력에게 적대적인 태
도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견훤은 무진주를 공략한 후에 901년에 이르러 나주를 공격하
11) 곽장근, 「진안고원 초기청자의 등장배경 연구」, 『전북사학』제42호, 2013, 124쪽.
12) 윤명철, 「동아지중해 문명과 邊山半島의 海洋的 위상」, 『해양활동과 해양문화의 이해』, 학연문화사,
2012, 614~615쪽.
13) 윤명철, 「후백제 시기 전주의 국제도시적 성격 검토」, 2012, 앞의 책,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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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나주지역은 900년 이전부터 견훤의 반대세력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
사해준다고 하겠다.14)
무진주와 나주는 거리상으로 가깝고, 물길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나주는 견훤에 적대
적이었다. 903년에 왕건이 나주를 공략하면서 이 지역을 점령하고자 했으나, 결국은 실패하고
이 지역은 후백제 멸망 무렵까지 고려의 영역이 된다.

후백제의 해양교통로로써 전북 해안과

만(灣)을 주목하게 된다. 전주를 수도로 삼은 상황을 고려하면 전주의 해양활동이 부각된다.
전주는 현재의 외형상으로 볼 때 내륙에 위치한 도시이다. 해안에서 멀리 있고, 도시의 남
쪽과 동쪽은 험악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동진강(東津江) · 만경강(萬頃
江) · 금강(錦江) 같은 강들이 서해로 흘러 들어가고 있으므로 전라북도 해안 지역과 직 · 간
접으로 연결되는 지역이다.
김제 등 비교적 해안과 가까운 지역뿐만 아니라 전주 지역 또한 과거에는 해안과 가까웠고,
강과 이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전주와15) 전북 해안의 만들은 물길로 연결되고 근래까
지도 수로로 사용되었다. 만경강을 타고 거슬러 오면 삼례 근처에 한천(漢川)이 있고, 이 곳을
지나면서 감수(甘水)와 추천(楸川)을 따라 오면 현재 전주 시내인 병점(餠店, 떡전거리)이 나타
나는데, 이곳이 배가 닿은 곳이었다. 이 지역은 저지대로서 추천부근은 옛 지명도 고사평(古沙
坪)이었는데, 이는 모래언덕 즉 평평한 항구를 말하는 것이다. 덕진(德津)은 배가 닿는 곳이었
다. 결국 전주는 일단 만경강과 이어지고, 다시 하구에서는 금강과 만난다. 또 동진강은 김제
쪽으로 빠져나가 금강, 만경강과 합쳐져 이룬 거대한 만과 만나기 때문에 역시 전주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전주는 이러한 강들이 주변을 흘러 강상수운(江上水運)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고,
내륙 깊숙하게 이어진 강들을 통해서 바다로 진출할 수 잇는 해륙(海陸)교통과 수륙(水陸)교통
의 합류점이었다.
전주와 전북 해안의 만들은 물길로 연결되고 근래까지도 사용되었다. 또 해상세력을 관리하
고, 외부 세력으로부터 방어하기에 유리하였다. 전주는 주변에 부안 · 김제 · 익산 · 군산 등
의 거점 지역을 가지고 있어 상인들이 수륙과 바다를 통해서 접근하기에 유리하고 주변 도시
들 간의 연계도 수월하여 상업 및 교역에도 아주 적합한 환경이었고, 정치적으로 성장할 가능
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또한 현재의 금만평야 등 주변에 평야가 발달하여 농경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발달된 하계망은 주변 지역들 간의 교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므로 하나의 문화권
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주는 역사적으로 2개의 문화권, 즉 충청도와 전라도가 만
나는 지역의 중심부에 있었다. 전주를 중심으로 김제, 부안, 정읍은 만경강을 사이에 두고 현
재의 삼례, 임피, 익산, 군산과는 가깝게 만나고 있다.
후삼국시대에는 해양질서가 중요했다. 역사 상 해양력을 토대로 국가간의 절박한 경쟁이 활
발하게 일어났던 시대이다. 정치력의 기본토대가 되는 군사력과 경제력이란 측면에서 해양력
은 비중이 컸고, 특히 대외교섭을 통해서 국제질서에 진입하고자 할 때 그 힘은 절대적이다.
견훤은 왕건 등 원래의 자기 기반을 지니고 있었던 토착 호족이 아니라 신라의 중앙군으로
14) 문안식은 견훤과 나주를 중심으로 한 해상세력의 대립을 강력한 국가체제를 구축하려는 견훤세력과
해상 교역을 통해 축척한 부로 독자적 세력을 형성한 서남해상세력의 대립으로 보아, 두 세력의 갈
등의 원인을 정치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로 해석 하고 있으며, 서남해상세력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왕건의 해상세력과 일찍부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윤명철도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필자도 여기에 동의한다. 윤명철, 「후백제의 해양활동과 대외교류」, 『해
양활동과 국제질서의 이해』, 학연문화사, 2012, 224쪽; 문안식, 『후백제 전쟁사 연구』, 혜안, 2008,
73~77쪽.
15) 윤명철, 「후백제의 해양활동과 대외교류」, 『해양활동과 국제질서의 이해』, 학연문화사, 2012,
208~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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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파견되었다가 거병을 하였으며, 군제, 관직, 관등체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등 신라의 국가체
제를 경험하고 이해할 정도의 능력을 지녔는데, 그가 후백제를 건국했을 때 그의 중추세력은
순천, 광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의 해상세력이 그 기반이 되었다.16) 그가 전주를
수도로 삼은 배경에는 전주의 해양성과 더불어 그의 후백제 건국의 주축세력이었던 나주를 중
심으로 한 서해안 해상세력의 이반으로 판단된다. 현재 전주 시내는 큰 물이 흐르고 있지 않
을 뿐만 아니라 만경강과 연결되지 않으며, 강상수운(江上水運)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그
러나 상세히 고찰하면 지금의 전주와 불과 100여년전의 전주와도 고지형이 상당히 차이가 있
음을 인지할 수 있다. 전주천을 흘렀던 강물이 만경강과 만나 황해로 흘러 들어갔으며, 전주
는 바다와 직접 강상수운으로 연결되므로써 해륙 교통과 수륙 교통의 합류점인 도시였다.
『완산지(完山誌)』에 기술된 「향리기언(鄕里紀言)」에는 전주성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데, 수
로문제도 다루고 있다. 남대천은 옛날에는 오목대(梧木臺)를 따라서 흘러 내려가고, 물길은 지
금도 여염(閭閻)집 가운데 땅을 깊게 몇 척 파내려 가면 금방 다 모래와 자갈이 나타난다. 라
고 되어 있다. 이 결과로 보면 전주천의 물길은 오목대 아래 즉 시내 한 가운데를 흐르고 있
었던 것이 된다. 오목대 서남변에는 지금도 넓은 함도가 있는데, 이는 배를 메고 성안으로 올
라왔던 자국이라 한다. 현재도 배맨자리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데, 배를 메고 사람들이 넘어
다녔다는 함도가 승암산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즉 모래내(건산천)와 전주천이 만나고 다시 삼
천천을 만나는데 이곳이 외수구를 이루고 있는 곳이며 추천대이다. 추천대에서 전주권을 벗어
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천을 거쳐 만경과 만난다. 이렇듯 전주는 강상수운이 발달한 도시였
던 것이다. 이처럼 전주는 약간 내륙에 있으나 주변에 동진강 · 만경강 · 금강 같은 큰 강들이
서해로 흘러 들어가고 있으므로 해양문화와는 밀접한 지역이다. 18세기 그려진 『고지도첩』전
라도편을 보면 전주가 만경강을 통해서 바다와 연결되었음을 굵은 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전
주는 바다로 진출하고, 해상세력을 관리하고, 방어상으로도 유리하며, 육로교통에도 유리한 구
조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17)
후백제는 만경강 교통로를 이용하여 오월국과 통교하였는데, 수도인 전주에서 만경강을 통
하여 서해상에서 사단항로를 이용하여 중국 장강 유역으로 건거가는 바닷길을 사용하였다.
전주의 출항지는 덕진(德津)나루터이다. 덕진나루터는 전주의 남천(南川)이 무악산에서 흘러
온 삼천천과 추천대에서 합수하여 가련산(可連山)을 돌아 굽이치는 곳에 위치한다. 덕진나루터
에서 배를 타고 출항을 하면 삼례 남쪽에서 고산천과 합수하여 한내로 들어가 만경강을 만난
다. 만경강의 옛 지명은 사수천(泗水川)이다. 전주천과 만경강이 합수하는 한내의 위쪽에는 회
포대교(回浦大橋)가 있다. 회포대교 지점은 고산천과 소양천이 만나는 지점이다. 『신증동국여
지승람』전주부에 조수가 회포까지 들어온다고 하였다. 회포에서 춘포(春浦)와 목천포(木川浦)
를 지나면 신창진(新倉津)과 화포(火浦)에 이른다.
경보스님이 921년 중국에서 배를 타고 들어왔다는 임피의 포구가 화포의 신창진으로 보인
다. 경보스님의 귀환을 재구성하여 보면, 중국 영파 보타산(寧波普陀山) → 소흑산도(小黑山
島) →죽도(竹島 :飛禽島)→군산만 심포항(深浦港) →화포 신창진(火浦 新倉津) →춘포(春浦)
→목천포(木川浦)→회포(回浦)→덕진나루터의 만경강 교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18) 이와
같이 전주 덕진에서 작은 배를 타고 조수를 이용하여 만경강을 따라 화포의 신창진까지 가면

16) 申虎澈, 『後百濟 甄萱政權硏究』, 一潮閣,1983, 25~35, 48~51쪽.
17) 윤명철, 「후백제 시기 전주의 국제도시적 성격 검토」, 『해양역사상과 항구도시들』, 학연문화사,
2012, 30~33쪽.
18) 송화섭, 「후백제의 대외 교류와 문화」,『후백제 왕도 전주』, 전주시 ・전주역사박물관, 2013,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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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진에서 큰 배를 갈아타고 서해의 사단항로를 따라 중국 항주로 건너간 것이다. 이와같이
전주가 비록 내륙에 위치하고 있지만, 만경강이 서해로 연결되어 있는 해항도시(海港都市) 또
는 수로도시(水路都市)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주에서 중국 항주로 출항하는 나루터는 덕진
나루터였으며, 만경강 하구인 화포의 신창진에서 큰 배를 갈아타고 군산도 또는 위도에서 사
단항로를 타고 오월의 수도 항주로 향하였을 것이다. 거꾸로 오월국에서 파견한 사신도 주산
군도 보타산 또는 항주만에서 출발하여 사단항로를 타고 북상하여 변산반도를 돌아 만경강 하
구의 신창진을 경유하여 만경강을 따라 전주로 들어왔을 것이다.

4. 徐兢의 高麗圖經 檢討
지금은 간척사업으로 지형이 변화된 상태이지만, 조선 시대까지도 변산반도 안쪽에는 커다
란 만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를 가칭 군산만이라고 하는데, 군산만에서는 금강, 만경강, 동진
강이 하나의 커다란 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익산 미륵사와 왕궁리에서도 만경강 하구에
서 춘포에 이르고, 다시 조수를 이용하여 만경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회포에 이르는데, 곧바로
전주의 덕진포에 이르게 된다. 또한 군산만에는 군산도가 있다. 군산도는 여러 개의 섬이 옹
기종기 모여있는 군도(群島) 형태를 취하고 있다. 송의 서긍사신단이 고려 시대 개경으로 가던
도중 군산도에 이르러 사신 영접을 받는다. 서긍은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지금의 선유도에 위
치한 오룡묘(五龍廟), 관아, 군산정(群山亭), 숭산행궁(崇山行宮)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해
놓았다.
비록 고려시대이지만 선유도에 이러한 국가적인 사신 접빈관을 조성한 것은 군산도가 갖는
해양 지리적 입지의 중요성 때문이다.19) 후백제의 견훤은 군산만과 변산반도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였을 것이며, 오월국과 교통에서 만경강 교통로를 이용하여 문물 교류를 전개하였다.
견훤은 백제시대 이래 해상 교통의 요충지인 군산도와 변산반도를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남부 사단항로의 이용 시기에 대해 정리하면, 9세기 전반 장보고가 활약한 시대까지도 한 ·
중간에는 황해도 서남단과 산동반도를 잇는 중부 횡단항로가 계속 이용되었다. 9세기 말에서
10세기 전반의 당말오대(唐末五代)의 혼란기에는 중국 북방지역 대외무역의 중심이 양주(揚州)
와 회하(淮河)연변으로부터 절강 지역으로 이동됨에 따라 절강에서 산동과 연결되는 남북해운
로를 이용하는 강소성 연안항해가 발달하였다. 황해도 서남단에서 산동반도로 연결되는 중부
횡단항로가 강소성 연안을 경유하여 절강성 연안까지 확장된 것이다. 10세기 초부터는 흑산도
와 회하 하구를 연결하는 새로운 남부 횡단항로가 이용되기 시작했다. 다만 남부 횡단항로는
관련사료가 희박한 것으로 볼 때 상용되던 항로는 아니다. 그리고 흑산도에서 양자강 하구 부
근까지 사선으로 직행하는 남부 사단항로는 문헌기록상 1073년경으로 『고려사(高麗史)』 권9,
문종세가(文宗世家)에 최초로 기록되어 있다.20)
고대의 해양교류에서 항로의 이용 시기를 주장할 때는 문헌증거와 함께 그 내용이 항해술적
인 측면에서 적합한가를 동시에 검토해보아야 한다. 문헌 기록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고대에 오월이나
명주(明州) 등 남중국과 왕래했던 기사들을 무조건 남부 사단항로를 경유했었던 것으로 보려
는 주장들은 재고되어야만 한다. 장보고로 대표되는 9세기 신라인들이 남부 사잔항로를 이용
했다는 막연한 추정은 고려되어야 한다.
남부 사단항로의 대표적인 여정은 서긍(徐兢)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잘 나타나 있다. 모
19) 송화섭, 앞의 글, 68~69쪽.
20) 『高麗史』 卷9, 文宗世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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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8척으로 구성된 당시 북송의 사신선은 1123년 3월 14일에 북송 수도 변경(汴京 : 현재의
하남성 개봉)을 출항하여 중국 내륙의 운하
를 따라 5월3일 사명(四明) 즉, 명주(明州:현
재의 절강성 영파)에 도착하였다. 5월 28일
에는 명주의 매잠(梅岑:보타도)을 출항하였으
며, 6월6일에는 군산도(현 고군산도)에 도달
하였고, 6월 12일에는 예성항에 도착하였다.
(도면1. 정진술 등 한국 학계 추정 서긍의
항해도 및 도면2. 중국 손광기 추정 서긍의
항해도 참조)
대부분의 우리나라 해양학자들은 명주(영
파)에서 매잠(보타도)을 거쳐서 남부 사단항
로를 이용하여 흑산도, 군산도, 예성강을 거
쳐서 개경에 도착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21),
도면1. 정신술 추정 서긍의 항해도

중국의 손광기(孫光圻)는 명주를 출발하여
매잠(보타도)를 돌아서 상해부근을 지나 중
국해 연안으로 올라오다가 서해를 가로질러
흑산도에 도착한 후 군산도를 지나 개경에
도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서
긍의 항해가 남부 사단항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육지근접항해와 횡단항해가 결합되어
탄생한 서해중부 횡단항로가 절강지역까지
확장된 노선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의 견해와는 상치된 의견을 내고 있다.

도면2. 손광기 추정 서긍의 항해도

22)

Ⅲ. 後百濟의 對中國 交涉
1. 甄萱 海上勢力의 對中國 交涉
해상세력은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무정부성(無政府性)’, ‘호족성(豪族性)’
을 띠고 있으므로 중앙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통일신라말기가 되면 각 지방의 호
족들은 중앙 정부에 대항하는 호족세력 집단이 등장한다. 호족세력들 중 중요한 부분이 해상
세력들이다. 장보고 세력이 제거된 이후 중앙정부를 통한 중소 해상세력의 통제가 무력화되자
각 지방의 해양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세력들 중 하나가 강주(康州: 지금의 진주)를 기반으로 하는 왕봉규인데, 강주는 남해안
중부지역의 해륙교통의 거점이자 경상남도의 내륙과 교통하는 곳이다. 왕봉규는 강력한 해상
세력을 바탕으로 하는 일개의 호족에 불과하지만 중국 화북지방의 후당(後唐)과 대외교섭을
21) 정진술,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韓國海洋戰略硏究所, 2009, 346~347쪽.
22) 정진술, 앞의 책, 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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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할 정도로 세력이 막강하였다. 또 다른 해상세력이 고려를 건국한 왕건(王建)인데, 왕건
집안은 신라 말기에 개주(開州), 정주(貞州), 염주(鹽州), 백주(白州)의 4개주와 강화, 교동(喬
桐), 하음(河陰) 등 3개 현을 토대로 성장한 해상토호세력으로 지금의 황해도 남부와 경기도
서부, 강화도 지역을 넓게 포괄하는 지역에서 성장한 해상세력이다.23) 일찍이 왕건과 손잡고
견훤에 반대한 세력 중 하나가 지금의 나주지방에 근거를 둔 나주 오씨이다. 이들은 영산강
유역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한 해상세력이다. 서해가 영산강과 인접해 있고, 영암(靈巖)은 영암
최씨가 기반으로 하여 성장한 지역인데, 그 대표는 최지몽이다.
왕건과 더불어 이시기 해상세력의 대표가 견훤이다. 견훤은 전주에서 나라를 건국한 900년
에 중국의 절강 지역에 위치한 오월국을 세운 전류(錢鏐)와 교류를 시작한 이후 918년에는 오
월국에 사신과 함께 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오월과의 교류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경제적 의
미가 매우 큰 것이었다. 견훤이 892년 무진주에서 후백제 건국을 꿈꾸었던 큰 기반은 서남해
안지방의 방수를 할 때 그의 세력화 되었던 순천의 박영규와 영암 지방의 해상세력이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견훤이 중국의 오월 및 후당과의 정치적 및 경제적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외교역에 유리한 해상세력의 확보가 관건이 되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견훤은 영산강을 통
해서 서해로 진출할 수 있는 나주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나주지역은 어느 일정
기간은 견훤이 지배권력을 행사하지만 903년 왕건과의 전투에서 이 지역을 상실한 후부터는
고려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된다. 그 이전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견훤이 왕건과

나주지역을 놓고 치열한 군사 대결을 벌인 근본적인 이유도 영산강 하류를

통한 해상 거점 지역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할 수 있다24).(도면3. 후삼국 당시의 서남해 영
역) 견훤은 전주에서 국가를 수립한
이후 901년 나주지역을 대대적으로
공격하며, 903년에는 왕건이 나주지역
을 완전히 점령하게 된다. 909년에는
왕건과 견훤이 목포에서 덕진포(德眞
浦)에 이르는 해상에서 대결하여 왕건
이 완벽한 승리를 거둔다. 910년과
912년에도 후백제군과 고려의 치열한
전투가 진행된다. 912년 전투이후 영
산강 하류에서 서남해안 지역을 완전
히 지배하게 된다. 영산강 유역이 전

도면3. 후삼국 당시의 서남해 영역

략적 및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
었음을 방증한다.25)
나주지역 상실로 인한 해상 교역항로 확보 측면에서 견훤은 전주에 도읍을 정한 후 지금의
전주천을 거쳐 임피에 이르고 서해상으로 나가는 해상 루트를 개척하기 시작한 것이다. 임피
가 국제무역항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기초적인 단서가 통일신라시대 및 후삼국시대에 중국 유
학에서 돌아온 선승(禪僧)들의 귀국한 항구 도시라는 점이다. 921년 귀국한 동진대사(洞眞大
師)경보가 전주현 임피지역에 도착하였다.26) 따라서 임피는 중국과 일본의 교역을 진행하기
23) 윤명철, 「후백제의 해양활동과 대외 교류」, 『해양활동과 국제질서의 이해』, 학연문화사, 2012,
211~214쪽
24) 문안식, 앞의 책, 68~77쪽.
25) 윤명철, 「후백제 시기 전주의 국제도시적 성격 검토」, 2012 앞의 책, 39~41쪽.
26) 정진술, 앞의 책, 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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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국제무역항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후백제는 건국 초기에는 활발한 해상활동을 진행하였으나, 나주전투에 패한 이후로 상당히
위축되었다가 해군 세력을 양성하여 932년에 활발한 해상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기반은
금강과 만경강 하구에서 세력을 형성하였던 전북 해안의 해상 세력에 있었다. 9월 견훤은 일
길찬 상귀(相貴)를 거느리고 예성강에 침입하여 고려의 선박 1백 척을 불사르고, 저산도(猪山
島)의 목가 3백필을 빼앗아 돌아갔다.27) 10월에는 해장군 상애(尙哀)를 보내 대우도(大牛島 :
평북 용천) 등을 공략하였다. 고려 태조는 이를 저지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앞의 사실들
은 후백제가 서해중부해상에서 해상활동을 왕성하게 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후백제의 해
상활동이 금강하구는 물론 멀리 중국과 일본에까지도 활동권역이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2. 後百濟의 南中國 交流와 航路
견훤은 비교적 짧은 시기동안 활동했지만 주변 나라들과 활발하게 교섭하였다. 견훤은 후백
제를 건국한 직 후인 900년에 오월국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오월국이 항주를 수도로 삼고
출발한 절강 지역의 항주만(杭州灣), 영파(寧波), 주산군도 등은 이미 통일신라시대부터 한반
도의 서남해안과 교섭할 때에 출발지와 도착지였다. 특히 오월국은 명주(明州, 현재 영파)를
매우 중요시해서 전류는 907년 5월에 명주를 순시하고 망해진에 성을 쌓게 하였다. 명주는
항주의 외항이요, 오월국의 문호였으며, 이후에 대외교통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909년에 오월국에 파견한 사신은 광주 염해현에서 왕건에게 나포 당하여 실패하였다.28)

도면4. 오대 강소성 일대의 해양지리적 환경

도면5. 11세기 중엽 고려시대 한・중 항로

918년에는 사신과 함께 말을 보냈다. 927년에는 오월국에서 사신인 반상서(班尙書)가 서신을
갖고 후백제에 왔다. 한편 후백제는 북으로 후당과도 교섭을 하였다. 925년에 후당에 사신을
27) 윤명철, 「후백제의 해양활동과 대외 교류」, 2012 앞의 책, 223쪽.
28) 광주의 염해현은 고려시대에는 臨淄縣으로 개명되어 영광군의 속현이 되었다. (『高麗史』권11, 地理
2, 全羅道 厭海郡 참조) 문안식은 『후백제 전쟁사 연구』 82쪽에서 염해현은 부안군 해제면 임수리
나 그 부근의 부속도서로 추정하고 있다.

- 130 -

보냈고, 이에 후당은 견훤에게 검교태위겸시중판백제군사(檢校太尉兼侍中判百濟軍事)의 관작
을 책봉하는 상호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양국은 해상교통로의 한계 때문인지 2회의 교섭만을
하였다. 927년에는 거란 사신인 파고(婆姑) · 마출(麻出)등이 후백제에 왔으며, 이때 견훤은
장군인 최견(崔堅) 등을 파견하여 거란의 사신을 호송하도록 하였다. 중간에서 풍랑을 만나 등
주에서 후당에게 잡혀 죽음을 당하였다.
후백제는 일본과도 922년과 929년에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쓰시마에 도착하였으나 신라와
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본격적인 교섭은 진행되지 않았다. 후삼국시대에 각국들이 대외교
섭에 사용한 항로는 서해(아시아적 관점에서 보면 황해)및 동중국해, 그리고 남해 일부에 있었
다. 양 육지 간의 거리가 짧아 대부분이 근해항해 지역에 해당되며, 대체적으로 파도가 약하
고 리아스식 해안이 많아 유사시 대피할 항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29)
후백제가 중국과의 교류를 진행하기 위한 항로는 서해중부 횡단항로(西海中部 橫斷航路),
서해남부 사단항로(西海南部 斜斷航路), 동중국해 사단항로(東中國海 斜斷航路) 등이 있는데,
이러한 항로의 이용은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계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도면 4. 오대 강소성 일대의 해양지리적 환경, 도면 5.11세기 중엽 고려시대 한・중 항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로는 환서해 연근해항로(環西海 沿近海航路: 일명 환황
해 연근해항로))이다. 환상형인 서해의 연근해를 이용하여 항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금강 하구유역, 영산강 하구, 해남 등이 출발지에 해당하고, 중국 지역에서는 산동반도의 등
주, 밀주, 양자강 유역, 절강성 항주만, 주산군도 및 영파 지역 등이 입・출항항구 역할을 하
였다. 그러나 후백제 시기에는 각국 간의 갈등관계로 인하여 모든 바다의 뱃길은 통행과 연결
이 쉽지 않았다. 특히 후백제는 이 항로를 사용할 수 없었다.
서해중부 횡단항로는 서해중부에 해당하는 한반도의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일부 항구에서
횡단하여 산동반도의 여러 지역에 도착하는 항로이다. 이 항로는 고려가 후당등과 교섭할 때
자주 사용되었다. 또 하나의 서해중부 횡단항로는 경기만의 하단지역, 즉 남양만이나 그 이하
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직접 횡단하여 등주 지역이나 그 아래인 청도만의 여러 항구로 도착하
는 항로이다. 또한 전라도 해안에서 곧장 바다로 나가 약간 사선으로 항해하면 청도만이나 산
동반도 남단의 여러 지역에 도착할 수 있다. 이 항로는 후백제가 후당과 교섭할 때 사용되었
다.
서해남부 사단항로는 전라도 등의 해안에서 출발하여 사단으로 항해한 후에 중국 강소성 ·
절강성 등의 해안에 도착하는 것이다. 절강 등 중국 남부 지역으로 가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항구로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은 전남지역의 영광, 영산강 하구의 나주 회진, 그 아
래 지역인 청해진, 해남, 강진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전북의 군산 임피 등 몇 개 지역이다.
도착항구로서는 강소성의 연안을 중심으로 한 해안지방, 절강성의 항주, 영파(明州), 주산군도
이다. 절강 지역은 중국 최대의 만 가운데 하나인 항주만(杭州灣)과 주산군도(舟山群島) 그리
고 양자강 하구를 끼고 있다. 오월국의 수도인 항주가 위치한 항주만은 중국 연안의 남과 북
을 이어주던 항해상의 물목이었다. 남방에서 올라오던 배들이 통과하여 북상하다가 전당강(錢
塘江)으로 들어와 운하로 갈아타고 내륙으로 들어갔다. 반면에 운하를 통해서 남으로 실려온
물산들은 이곳에서 뱃길을 타게 된다. 견훤은 오월국에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이때
오월국의 수도는 항주만의 안쪽에 있는 항주시이다. 따라서 이 서해 남부사단항로를 사용했을
것이다. 즉 군산이나 김제의 외항을 출발하여 남진성 사단(南進性 斜斷)을 하여 상하이만 가
까이 붙었다가 남진하여 항주만으로 진입한 다음에 전당강을 따라 올라갔을 것이다.30)
29) 윤명철,

「후백제의 해양활동과 대외 교류」, 2012 앞의 책, 224~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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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사단항로는 서남해안에서 출발하여 중국 남부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사용되기보다
는 반대로 절강 이남 지역을 출발하여 동중국해와 제주도 해역, 서해남부를 거쳐 들어오는 항
로이다. 이 항로의 일부는 남중국과 일본열도가 교섭하는데 사용하였다. 주요한 출발항구는
항주만과 안쪽의 염관(鹽管), 명주항(明州港(寧波)), 혹은 그 이하지역일 가능성이 크다. 경유
지는 주산군도, 흑산도 등이며, 주요 도착지점은 전라도 해안의 항구들로서 회진, 청해진, 해
남, 영광, 부안, 군산 등이다. 임피면의 금강하구에 진포(鎭浦)가 있다. 김정언(金廷彦)이 찬술
한 옥룡사 동진대사비명(玉龍寺 洞眞大師碑銘)에 의하면 동진대사 경보(慶甫)는 921년 여름에
중국으로부터 임피현(臨陂縣)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개경 봉암사의 정진대사 경양(靜眞大師 競
讓)은 924년에 희안현(喜安縣) 연안의 항구를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귀국하였는데, 현재의 부
안군의 변산반도 남단이다. 절강 지역에서 사단으로 직항하여 한반도 남부 혹은 일본열도로
가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동중국해 사단항로는 항해거리가 멀고 중간에 큰
섬이나 항구 등 지형지물이 없으므로 고난도의 천문항법을 해야하는 원양항해구역으로서 통과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이다. 이 항해는 늦봄에 남풍계열의 바람을 타고 해류의 흐름을 이용하
여 항주만 혹은 양자강 하구에서 한반도 남부까지는 항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양자강
유역에서 군산까지 수로로 435해리이고, 각도가 55도이다. 따라서 해류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바람만 제대로 받으면 빠른 시간 내에 연안을 벗어나서 원시적인 수단으로서도 3~4
일 정도면 근해권에 진입할 수 있다. 『송사(宋史)』에는 순풍일 경우에는 흑산도까지 건너는 데
5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였다.31)
반대로 한반도 남부 지역(해남, 영암, 나주, 군산 등)을 출발하여 흑산도를 경유할 경우에는
초가을부터 초봄까지 북동계열의 바람을 이용해서 장강 하구나 항주만 지역에 도착할 수 있
다. 오월국이 후백제 및 일본과 교섭할 때 이 동중국해 사단항로의 일부 구간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Ⅳ. 鎭安 道通里 靑瓷 가마의 性格
1. 鎭安 道通里 靑瓷 가마의 性格
한국에서의 청자가 제작된 시대적 배경은 일반적으로 고려 광종 년간(949~975년 재위)으로,
이때에 중국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 수용하여 고려의 제도, 문물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중앙중심의 집권체제를 확립하였는데, 이 시기에 고려에서 청자가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
다.32)
이때 중국의 청자제작지로 유명한 오월국(吳越國)이 북송과의 전쟁에 의해 정치적으로 불안
한 상태(960~978년 사이)가 되어 오월국 청자장인(匠人)들은 주변의 용천요, 요주요, 경덕진요
로 옮겨가 청자 제작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이 중에서 월주요의 청자장인이 고려에 들어와 고
려의 장인에게 기술 전수해서 청자가 제작되었다고 한다.
처음의 청자제작 단계는 중국의 제작기술과 형태, 운영방식 등을 그대로 모방하는 모습이었
으므로 처음의 청자는 중국청자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동일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우리
30) 윤명철, 「후백제의 해양활동과 대외 교류」, 2012 앞의 책, 230~237쪽.
31) 윤명철, 「후백제의 해양활동과 대외 교류」 2012 앞의 책, 236~237쪽.
32) 이종민, 「고려초 청자생산 중심지의 이동과정 연구」, 『역사와 담론』제58집, 2011, 273~307쪽.
李喜寬,「韓國 初期靑磁 硏究의 現況과 問題點」, 『지방사와 지방문화』14권 2호, 2012, 7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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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최초의 도자기 제작지역은 국가적인 지원이 편리하며, 육상 및 해상 교통로가 발달한 수
도 개경과 인접한 지금의 경기도와 황해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가마를 만들었다.
경기도 지역의 주요가마는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용인 서리, 여주 중암리 등에 초기 가마
터가 존재하고 있으며, 개경 북쪽 황해남도 지역에서는 봉천군 봉암리 1호 가마와 봉천군 원
산리 2호 가마터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벽돌가마터〔塼築窯〕이다. 이중 1989년 발굴된 봉
천군 원산리 가마에서는 순화(淳化, 990-994) 삼년명(992년) 두형제기(豆形祭器)와 순화사년
명(993년) 청자편이 여러 점 출토되었다. 순화(淳化, 990-994)는 송 태종(太宗, 976~997) 때
의 연호(年號)이다.
여러 가지 학설이 분분하여 지금도 통일된 견해는 없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한국에서의
초기청자의 발생은 우리나라 고유의 도기 문화가 발전하여 자기로 이행되었다. 즉 통일신라말
기 회유도기의 기술이 중국 자기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국 자기가 우리 고유의 기술로 제작되
었는데, 그 시기가 9세기 무렵이라는 설과 중국의 자기 장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경기 및 황
해남도 지역에서 한국 자기를 10세기 무렵에 제작하였다는 설이 대립되고 있다. 실물 연구와
가마 유적 조사를 통해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로는 10세기 중엽 경에 중국 장인에 의해서 한
국 최초의 자기가 제작되었다는 설이 대세를 이룬다.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청자가마터는 1980년대 후반에 학계에 대규모의 갑발과 청자퇴적층
이 있음이 보고되어 초기청자 가마로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1996년 국립전주박물관이 실시
한 『전북의 조선시대 도요지 조사』33)에서는 완과 대접류와 함께 갑발, 불에 탄 벽돌들이 수습
되어, 1997년에 발간된 보고서에 고려 초의 청자가마로 소개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청자
가마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마을에 정자가 있는 산 기슭에 민가와 정자나무가 있는데
민가의 담을 원통형 갑발로 쌓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일대에 원통형 갑발이 퇴적되어 구릉을 이
루고 있다. 또한 불에 탄 벽돌이 수습되었고 출토된 청자의 양식과 갑발의 양으로 보아 비교
적 세련된 초기 청자를 구웠던 벽돌가마였던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청자의 제
작시기는 9세기말에서 11세기까지 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요지 지표 조사 당시 모습
으로 볼 때 도통리 청자가마터는 소규모의 형상변경이 있었지만 유적은 기본적으로 원형을 유
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2013~2014년 군산대학교 박물관의 시굴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국
립전주박물관의 지표조사 이전에도 『전라북도지』, 『진안군사』등에는 3기의 청자 가마터가 소
개되고 있다.
군산대학교 박물관의 시굴조사는 도통리 일대의 청자 가마터를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중
평마을 모정의 서쪽과 동쪽을 조사한 “A”구역과 A구역에서 북쪽 약 400여m 떨어진 중성골
일원의 “B”구역으로 진행되었다. “A”구역에서는 다량의 원통형 갑발과 함께 완과 대접류편,
뚜껑편, 탁잔, 광구병 편 등도 많은 양이 확인되었으나, “B”구역에서는 소량의 완과 대접류편
만 확인되어 2개 지역의 도편 분포양이 차이가 있다. 특히 “A”지구에서는 많은 양의 중국식
및 한국식 해무리굽과 선해무리굽 일부가 출토되어 도통리 청자가마터가 한국의 중요한 초기
청자 가마일 가능성을 높어 주었지만, 이번 시굴조사에서는 가마의 형태와 규모 등은 확인되
지 않았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초기 벽돌가마일 가능성이 논의 되었으나, 일부 개축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벽돌편들만 소량으로 확인되었을 뿐 벽돌가마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무
리굽 완과 대접을 통해서 볼 때 이 청자가마터는 약10세기에서 11세기에 이르는 기형이 확인
되어 도통리 청자가마가 장시간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33) 國立全州博物館, 『全北의 朝鮮時代 陶窯址』, 國立全州博物館 學術調査報告書 第3輯, 1997,
329~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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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鎭安 道通里 靑瓷 가마의 運營時期
진안 도통리에서 수집한 유물로 파악할 때 기본적으로 도통리 청자는 벽돌가마의 운영시기
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벽돌가마는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이 된다.
첫 번째 그룹은 총길이 약40m에 가마의 내벽 폭 약200cm, 측면출입구는 7개를 갖춘 대형
벽돌가마이다. 이 가마들은 청자기술을 전해 준 월주요(越州窯)의 요구(窯構)나 규모에서 차이
가 없으며 생산품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다. 두 번째 그룹은 길이가 약 40m에 이
르는 전축요〔塼築窯〕계 토축요(土築窯:진흙가마)로 처음에는 벽돌가마로 운용되었을 것이나
이후 토축요로 축요재(築窯材)를 바꾸어 요업을 지속했던 가마이다.34) 세 번째는 총길이 약
20m의 규모를 이루는 중형전축요로 가마의 입지는 대형가마를 운영하기에 길이가 협소하며
이중에 일부는 두 번째 그룹과 마찬가지로 토축요로 전환한 경우도 있다.35)
여기에서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대형 벽돌가마는 청자기술이 처음으로 도입되
었을 때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축요계 토축요이거나 중형 전축요의
경우는 중서부지역에서 청자기술이 주변지역으로 퍼져나갈 때에 해당하는 가마들로 대형 전축
요에 비해 약간 늦은 단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축요재의 변화와 규모에 따른 구
분은 상대적이나마 선후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진안 도통리의 청자
가마는 대형 전축요의 지방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생산시설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도통리 가
마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가마의 구조와 길이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그 조성시기를 구체적
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2013년 시굴조사를 통해서는 가마구조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퇴적층
에 쌓인 갑발과 도편들의 규모를 볼 때 한반도에서 중서부지방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약40m이
상의 대형 벽돌가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36) 시굴조사 보고서에서 도통리 가마의 운영시기를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가마 출토품과의 유사성을 거론하면서, 특히 이번 조사에서 수습된 초기
청자 편병의 경우 방산동 출토 토기편병과는 유사한 형태를 가지지만 그 제작시기가 빠를 것
으로 추정하였다. 이 편병의 경우 시흥 방산동 출토 토기 편병이 동체의 무게 중심이 하단부
에 있는 형태에 부정형을 이루는 반면에, 진안 도통리 것은 동체가 균일하게 직선화하고 구연
부가 짧은 형태로 중국의 남조의 영향도 보인다. 토기와 도자로서 구성 요소에는 차이가 있지
만 진안 도통리 제작품이 먼저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37)
도통리 가마터는 중평마을 골짜기 이곳저곳에 산포되어 있으며 이중 A지구의 1기가 시굴조
사되었다. 가마유구는 마을 중간에 있는 정자의 위쪽에 있는 집 기단부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
정되며 집이 입지한 구릉사면 좌우측에서는 많은 양의 파편들이 확인되었다. 시굴조사로 가마
유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파편 폐기층에 다량의 벽돌편들이 포함되어 있어 축요재가 벽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전축요일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마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

는 민가의 뒤편과 도로 등은 약간 경사가 급하여 대형 전축요가 자리하기에 입지가 불리하다.

34) 전축요, 토축요라는 용어의 정립과 계보를 주창하고 용인 서리가마처럼 전축요계 토축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연구자는 최건이다. 대표논문으로 다음의 글이 참고가 된다. 崔健, 「靑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미술사연구』12, 미술사연구회, 1998, 3~20쪽.
35) 이종민, 「고려초 청자생산 중심지의 이동과정 연구」, 『역사와 담론』제58집, 湖西史學會, 2011,
273~307쪽.
36) 군산대학교박물관 · 진안군, 『진안 도통리 초기청자 가마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2014, 24~25
쪽.
37) 海剛陶磁美術館, 『벽돌가마와 초기청자』, 2000, 21쪽; 국립전주박물관, 『진안 도통리 청자』, 2014,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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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도통리 A지구의 가마는 중형 규모나 대형 전축요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출토유물은 발굴된 유물이 아닌 수습된 유물로서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현재까지 확인된 유물로 볼 때 선해무리굽완, 중간단계해무리굽완
을 포함하여 발, 잔, 화형접시, 유병, 소병, 반구편병, 제기추정기물, 호 등과 도기류, 투구형
갑발, 원통형 갑발, 발형갑발, 갑발뚜껑 등이 수집되었다.38)
이들 중에서 완은 대부분 선해무리굽으로 내저곡면형에 시유상태가 얇고 유약표면이 말린
현상이 발견되었다. 유물수집과정에서 초벌편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상황을 보면 도통리 청자
가마에서는 초벌을 하지 않은 단벌번조방식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완 중에는 내면에 내
화토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전축요에서 전형을 보이는 1갑발에 2
기물을 포개는 방식이 적용되었던 것을 알려 준다. 다른 기명(器皿)을 보면 화형(花形)접시는
측면을 누른 것과 구연을 오린 것이 함께 보이며, 병은 몸체가 공처럼 둥근 유병(油甁)과 참외
크기의 몸체를 가진 소병(小甁), 측사면 한쪽을 두드린 1면 편병(扁甁)이 확인되고 있다. 이
유물들을 전면발굴이 이루어진 시흥 방산동 요지 출토품들과 비교해 보면 크기와 형태에서 일
치하는 바가 많아 중심시기가 일정한 부분에서 유사하다.
아울러 사용된 갑발 역시 원통형갑발을 주로 사용하는 토축요와는 다르게 여러 종류의 갑발
들이 보이고 있어 중서부지역의 전축요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높여주고 있다. 요도구에서는
명문과 도구를 이용한 흔적이 보인다. 갑발 한 점의 상면(上面)에서 십오□팔□(十五□八□)
라고 음각한 명문이 확인되었는데 중간 부분이 파손되어 정확한 해석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
다. 또 통형갑발의 파편 여러 점에는 안쪽 면에 손가락이나 도구로 중첩하여 누른 자국들이
보이기도 한다. 갑발들은 토축요의 갑발처럼 통기공을 뚫은 예는 없고, 성형도 얇게 되어 있
어 전축요계 갑발의 특징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진안 도통리 A 지구의 청자요지는 전축요의 특징이 남아 있는 상태로 폐요되었
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현상들이 운영시기의 판단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도통리 가마의 운영시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유물을 활용하여 편년자료들과 비교하
면, 선해무리굽완의 제작은 중국의 오대의 옥벽저완을 모태로 생산한 것이라 하였다. 선해무
리굽완과 동일한 중국 옥환저완의 중심 시기를 10세기로 볼 수 있는 자료로는 임안시(臨安市)
영룡진(玲瓏鎭) 상리촌(祥里村)의 마씨왕후(馬氏王后) 강릉(康陵)에서 출토된 <청자완>이 있다.
강릉은 천복(天福)4년(939)에 축조된 릉으로 여기에서 출토된 <청자완>은 내저면이 곡면이며
굽지름은 5.5cm, 접지면은 0.8cm 가량 된다. 이 유물은 현재까지 연대가 알려진 옥환저완
중에 시기가 가장 빠른 시기의 것이다. 옥환저완들은 월주요중 하나인 절강성(浙江省) 자계시(
慈溪市) 사룡구요(寺龍口窯)의 발굴조사조사에서도 오대층(2기층)을 점하고 있다.39) 오대층에
서 나온 옥환저완들은 무문(無文)에 내저가 곡면이며, 간혹 측사면을 화형으로 누르고 구연을
오린 예들이 포함되어 있다. 발굴 보고서에서는 다음 단계인 북송 초기층(3기층)의 완으로 굽
이 권족을 이루며 내면에 음각문양이 있는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어 10세기 말이 되면 완의
조형에서 변화가 있음을 알려준다.
국내에 청자기술이 전해진 시기는 여러 비교자료로 파악할 때 10세기 2/4분기로 추정된
다.40) 이때에 한반도에서 처음 제작된 청자는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지가 분포했으며 얼
38) 발굴현장의 유물은 2013년 11월 7일 현장 자문 회의에서 실견할 수 있었다. 이 유적 자문회의는 수
시로 여러차례 개최되었다. 본인은 구일회 국립부여박물관장, 최건, 김재열, 한성욱 선생과 함께 유물
및 유적을 관찰하였다.
39) 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寺龍口越窯』, 문물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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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나지 않아 지방으로 기술이 퍼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기의 대형 전축요 중에 하
나인 시흥 방산동 요지에서는 기명 일부의 굽 내면에 고리형 받침인 집권(墊圈)을 받쳐구운
흔적이 확인된 바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의 대형 전축요를 제외한 다른 가마에서는 보이
지 않는 굽받침 방식이다. 즉, 점권이라는 고리받침 방법은 전형적인 월주요 생산방식이 고려
로 전해졌을 초기단계에 잠깐 선을 보이고 이후부터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점권
의 받침흔 여부는 같은 전축요라 하더라도 처음에 전해진 당시의 가마인지 국내에 들어와 지
방으로 퍼져나가는 단계의 것인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진안 도통지 요지는 현재까
지의 출토상황으로 볼 때 청자기술이 처음 도입단계를 지나서 전파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
로 파악된다.
한반도에 분포한 전축요들은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 사이에 대부분 소멸하고 일부는 축
요방식을 토축요로 전환하여 요업을 지속하기도 하였다. 그 증거는 황해도 배천군 원산리 가
마에서 출토된 <순화명 청자류>가 요상(窯床)의 최상부에서 발견되고 폐요됨으로 인해 증명되
었다.41)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전축요들은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 사이에 사라져간 가마
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일단 진안 도통리 A지구의 가마의 운영시기는
10세기 3/4~4/4분기 사이인 10세기 후반에 운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아직 정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가마의 구조나, 동반하여 출토되는 유물들에 따라 그 운영
시기는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도통리 가마를 시굴조사한 군산대학교박물관이 제기한
후백제시대에 가마 조성여부 그리고 시흥 방산동 출토품과 유사한 초기청자 편병의 존재 여부
는 도통리 가마의 조성 시기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제기한다고 하겠다.42)

3. 鎭安 道通里 가마의 運營 主軸勢力과 交通路
진안 도통리 지역의 청자가마는 진안고원을 무대로 성장한 호족세력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
고 있다. 그 주변에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강주소의 존재를 의식해서 그 주변에 대규모
초기청자 가마가 조성되었기에 일개의 호족 세력이 운영했던 것이 아니라 후백제 국가차원에
서 조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다.43)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후삼국시기
가 정치 · 경제적 안정되어 대규모 생산시설을 국가가 조성 · 관리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직
결된다. 다시 말해, 도통리 청자 가마는 일개 호족세력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대규모
의 생산시설이지만 이를 고려와 함께 삼국 통일을 위한 쟁패전쟁을 벌이던 후백제가 운영했을
까 하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점은 옛 후백제 영역에서 확인되는 유적 출토 청자들의 비교 연
구를 진행하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부터 도통리 출토 초기 청자와 유사성의 인정여부가 논란이 된 익산 미륵사지, 정읍 고
사부리성, 전주 동고산성, 남원 실상사 출토 초기청자들을 도통리 출토 청자들과 비교하여 보
면 일부는 진안 도통리 출토 초기 청자들과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44)
40) 이종민, 2011 앞의 글, 273~307쪽; 李喜寬, 「韓國 初期靑磁 硏究의 現況과 問題點」, 『지방사와 지
방문화』14권 2호, 지방사학회, 2012, 7~51쪽.
41)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12, 1992.
김영진, 『도자기가마터 발굴보고-영인본』, 백산자료원, 2003, 79~210쪽.
42) 이종민, 「한국 해무리굽 청자의 발생과확산-진안 도통리 요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진안 도통리
청자』 국립전주박물관, 2014, 69~71쪽; 곽장근, 「진안 도통리 초기청자 요지와 후백제」, 『진안 도통
리 청자』, 국립전주박물관, 2014, 84쪽.
43) 곽장근, 「진안고원 초기청자의 등장배경 연구」, 『전북사학』제42호, 2013, 124쪽.
44) 정상기, 『진안 도통리 청자』, 국립전주박물관, 2014, 28~38쪽.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긴급 속보전 형식으로 군산대학교 박물관으로 적극적인 협조로 『진안 도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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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제의 도성유적으로 추정되는 전주 동고산성과 정읍 고사부리성 출토 일부 청자완은 정
말한 분석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도통리 출토 초기 청자와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도통리 가마가 후백제에 의해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주요한 이유는 후백제와 오월의
돈독한 국제외교 관계 때문이었다. 선사시대부터 해양 문물교류의 중심지인 군산만을 중심으
로 새만금 유역은 후백제 국제 문물교류의 거점이었다. 851년 정보고 선단의 거점인 청해진
(淸海鎭)을 없애고 그곳의 사람들을 벽골군(碧骨郡)으로 이주시켰는데, 이들이 후백제 건국 이
후 중국과의 국제교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견훤은 전주로 도읍을 옮긴 뒤
군산지역의 거점 포구인 임피를 출발해 군산도를 경유하는 사단항로를 이용하여 오월에 사신
을 보냈다. 그리고 918년 후백제가 사신과 더불어 말을 오월에 보내자 927년 오월국 사신인
반상서(班尙書)가 서신을 갖고 후백제를 방문하였다. 그렇다면 견훤이 줄곧 큰 비중을 두었던
오월과 국제외교의 결실로 청자 제작기술이 후백제에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에 중국 오대십국의 혼란기 때 중국인 장인집단이 고려에 유입된 것으로 본 주장도 있
다. 그런데 월주요의 장인집단은 오월로부터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로의
망명보다 오히려 국제외교를 통한 고려 또는 후백제로의 파견내지 유입된 것은 아닐까?.
후백제와 선종 불교와의 돈독한 관계도 생각해 보자. 견훤은 신라말 최고의 선종 산문인 가
지산문과 동리산문, 실상산문을 그의 영향력 아래에 두었다. 전주로 천도한 이후에는 실상산
문의 편운화상을 적극 후원했는데, 그 이유는 신라로부터 종교적으로 완전히 독립과 서부 경
남 지역으로의 영토 확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후백제는 당시 유행하던 선종 불교와 적극적인 관계속에서 선종 산문소속 선승들을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기반으로 삼았던 것이다. 무엇보다 차문화(茶文化)를 중시했던 선종 산문
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청자의 안정적인 공급과 확보가 절실했는데, 중국 청자
의 중개무역을 독점하던 장보고 선단의 무역선이 끊김으로써 청자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원활한 중국 청자 도입을 위해 892년 견훤은 무진주 시기에 처음으로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중국 문물에 익숙한 유학승들의 도움으로 오월과의 국제외교가 시작된 이래로 줄
곧 청자 제작기술의 도입은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도통리 가
마에서 청자가 생산되었다는 것을 떠나 옛 백제 영역의 유적에서 출토된 초기청자들이 이를
증명해 준다고 하겠다. 익산의 미륵사지, 광양의 마로산성, 정읍의 고사부리성, 남원의 실상사
등에서는 대량의 청자완들이 발굴되었는데, 이는 후삼국시대에 선종의 확장으로 인한 불교세
력의 영향력으로 인해 차문화가 광범위하게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선종계 승려집단의 증가는 청자 제작 기술의 확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중국의 직· 간접적인 영향으로 오월이 송에 멸망하면서 각지로 흩어진 일부 도
자 장인들이 고려에 유입되어 그 기능을 현지인들에게 제공하여 한반도에서 청자가 제작되었
다는 설이 통설이다. 또한 한반도의 청자 제작은 지방호족세력인 해상세력에 의해 시작되었
고, 청자의 수입만으로는 그 수요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본격적인 청자 제작
을 시도하였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진안 도통리 청자의 발생시기를 10세기 중・후반경으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에
는 두가지 견해가 상충되고 있다. 후백제의 전주성으로 밝혀진 전주 동고산성은 현재까지 총6
차례가 발굴되었다. 이 산성의 중앙부에 자리한 주건물지는 그 길이가 82.4m로 우리나라의
청자』 전을 2014.4.4.~ 5.25까지 개최하였는데, 이때 비교 유물로 옛 백제지역 출토 중국계 청자류
를 전시하였다.

- 137 -

왕궁중 가장 큰 규모이다. 견훤은 평상시 평지성에 머물러 있다가 위급할 때 동고산성으로 이
동했는데, 마치 평지성과 산성이 짝을 이루고 있는 고구려의 도성체계와 거의 같은 형태이다.
장수 함미산성 등 전주 동고산성과 축성기법이 거의 흡사한 많은 산성들이 백두대간과 금남정
맥, 금남호남정맥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들 산성은 후백제의 도성인 전주의 방어체
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대부분 후백제에 의해 개축된 것으로 판단된다.45) 백두대간과 금남정맥
을 따라 후백제가 구축해 놓은 외곽 방어선 안쪽에 진안고원의 초기청자 가마가 있는 것이다.
호남정맥의 마치(馬峙)를 넘으면 전주에서 곧장 진안 도통리 · 외궁리 초기청자 가마에 손쉽
게 도달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진안고원 초기청자 가마와 전주 동고산성 출토 청자 사이에 일부 유
물에서 조형적 유사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 운영주체가 후백제였음을 추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남원 실상사와 익산 미륵사지에서 상당량의 초기청자가 확인되었는데, 이것들은 보고서에
중국 월주요산이라고 수록되어 있으나, 곽장근 교수는 이들 도자가 진안 도통리 가마에서 제
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46) 남원 실상사는 구산선문 최초로 문을 연 실상산파의 본사로 흥덕왕
3년(828년) 당나라에서 귀국한 홍척에 의해 창건된 사찰이다. 견훤이 무진주에 도읍한 이후
실상산문에 큰 관심을 두어 실상사 조계암에 세워진 편운화상의 부도에 후백제의 년호인 정개
(正開)가 사용된다. 견훤은 익산 미륵사지탑을 복구하고 백제 무왕의 미륵신앙을 부활시킴으로
서 전제군주로서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강조하였다. 이처람 후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
던 남원 실상사와 익산 미륵사지에서도 중국제 수입 청자 및 진안 도통리산과 유사한 초기청
자가 출토되고 있는 것이다.
진안고원의 초기청자가 후백제에 개요(開窯)되었다면 아마도 후백제의 멸망과 함께 침체기
를 맏게 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초기청자에서 다기〔茶器〕와 제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다고 한다면 당시 핵심 소비층인 후백제 왕실과 전주로의 공급이 중단된 것이 결정적인 요인
일 것이다. 그렇다면 진안에서 청자를 생산하던 집단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거나 고려에 의
해 강제 이주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중서부지역의 대형 벽돌가마에서 초기
청자의 출현시기를 10세기 2/4분기로 비정한 견해가 널리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
려의 지방 통치제도 정비에 따른 해상교통로의 발달로 진안고원의 일부 장인집단이 고창 용계
리 · 반암리 등의 서해안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안고원 도자문화의 탄생은 도통리와 외궁리에서 초기청자를 생산하던 시점부터 후백제의
멸망까지이다. 아직은 초기청자 가마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
기청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산됐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동고산성에서 해부리굽 초기
청자가 출토됐기 때문에 936년 후백제의 멸망이전에 이미 진안고원의 초기청자가 생산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이어주던 해상교통로는 세 갈래가 있다. 하나는 서해북부 연안항로이고,
다른 하나는 서해중부 횡단항로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서해남부 사단항로이다.47) 옛날 고속도
로인 강과 바다는 일찍부터 해양 문물교류에 큰 몫을 담당해 왔다. 우리나라에서 강과 바다를
하나로 묶어주는 교역망이 잘 갖춰진 곳이 환서해권 동쪽 중앙부인 군산만(일명 :새만금) 해역
이다. 이곳은 최근에는 새만금해역으로 통칭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군산만(群山灣)으로 불리던
45) 곽장근, 「진안고원 초기 청자의 등장배경 연구」, 『전북사학』제42호, 2013, 125~128쪽.
46) 곽장근, 2013 위의 글, 127쪽.
47) 정전술,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韓國海洋戰略硏究所, 2009, 195~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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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으로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해양문화가 크게 융성하였다.
해양학자들의 통설에 의하면 통일신라시대 때 아마도 장보고 선단에 의해 발달된 항해술과
조선술로 서해남부 사단항로가 개척되었다.일부에서는 이 설을 부정하기도 한다. 이 항로는
주로 영산강하구의 회진포를 출발해 절강성 명주에 거의 직선으로 도달하였을 거이다. 장보고
선단은 중국 절강성 주산군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다가 서해남쪽을 가로지른 후 올라와 흑산도
를 중심으로 서남해지역의 도서 · 연안지역을 거쳐 경주나 개경으로, 혹은 일본으로 항해하였
다. 또한 절강성 주산군도 보타낙가산을 경유하여 한반도 서해안 관문인 변산반도와 고군산
도, 태안반도, 경기만 강화도까지 이르는 해상항로인 동아시아 해상관음로도 군산만해역을 통
과하였다.48) 군산만 인근 항로는 연안항로를 비롯하여 횡단항로, 사단항로를 이용할 때 대부
분 거쳐야 하는 행상교통로의 관문이자 기항지로서 해양 문물교류가 왕성했던 곳이다.
장보고 선단이 주로 이용했던 사단항로로 후백제의 견훤은 중국과의 국제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892년 무진주에서 도읍을 정한 견훤은 사단항로로 그해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당시 오월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국가수립에 대한 국제적인 승인 및 장보고의 청해진 해체 이
후 사라진 청자 수입과 공급이 주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900년 완산주로 도읍을 옮겨
후백제 건국을 선포한 후 다시 오월국에 사신을 보내 오월왕으로부터 후백제왕의 지위를 인정
받았다. 이러한 오월과의 계속되는 교류는 백제-장보고로 연결된 국제 해양교류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오대십국 중 하나인 오월은 월주요(越州窯)의
성장을 통해서 번영하였고, 중국 청자의 본향인 월주요 도자 특징은 중국식 해무리굽과 전축
요로 대변된다.
전주 동고산성에서는 해무리굽 청자 완 들이 발굴되었으며, 진안군 성수면의 도통리에서는
초기 청자편들과 함께 전축요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되어, 도자사 연구자에게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마치고개는 전북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마재골에서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로 넘어가는 고개
이다. 마치에서 북쪽으로 가면 만적산이 나오며, 만덕산에서 북서쪽 능선을 따라 전주와 진안
사이의 통로였던 곰티재와 연결된다. 최근에 개통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오두재와 곰티재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한글로는 ‘마재’라고 하는데, 이는 진안 · 마령 사람들이 마을 타고 지
나던 길목이어서 ‘마재’라 칭하였다. 고개를 중심으로 완주군 상관면과 진안군 성수면에는 마
치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이 있다.
지금의 새만금해역의 군산도는 해상교통로와 내륙수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해상교통의
기항지였다. 그리하여 후백제부터 고려까지 국제 해양 문물교류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군산도
의 선유도 망주봉 동쪽 기슭에서 초기청자편과 상감청자편, 고려시대 기와편과 토기편, 중국
제 자기편이 광범위하게 수습되었다. 1123년에는 김부식이 군산도를 방문해 송나라 사절단을
군산정으로 초대하여 국가차원의 영접행사가 열릴 정도로 당시 국제외교의 관문이었다.49) 현
재 선유도 망주봉 주변에는 숭산행궁(崧山行宮)을 비롯하여 사신을 맞이하던 군산정, 바다 신
에게 제사를 지내는 오룡묘(五龍廟), 사찰인 자복사(資福寺)와 관련된 건물지가 잘 남아있다.
또한 고려시대 청동거울과 중국 송·원대 자기류가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되어, 군산도(群山島)
해양문화의 창조성과 역동성이 확인된다. 이러한 해양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군산만일대
48) 송화섭, 「고대 동아시아 문화의 한반도 교류-관음의 바닷길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전국학술대회 발표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12~13쪽; 송화섭, 「중국 보타도와
한국 변산반도의 관음신앙 비교」, 『비교민속학』35집, 2008, 290, 319~321쪽
49) 박영철, 「동아시아 역사상의 群山島와 군산」, 『군산의 역사와 문화』, 군산대학교박물관, 2013,
160~178쪽; 곽장근, 2013 앞의 글,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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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오월의 청자 제작기술이 진안지역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 全北의 靑瓷가마와 道通里
고창 용계리 가마는 태평임술2년(太平壬戌二年,1022)이 새겨진 기와조각이 나와 11세기 초
반을 중심으로 한 고려 전기 청자 가마터 임을 알 수 있고, 부안 유천리 일대의 가마는
12~13세기에 활발하게 청자를 생산하였다.50) 이들 지역에 고려 초기보다 상당히 늦은 시기에
가마터가 조성된 이유는 후삼국에서 고려 초기로 연결되는 시기의 불안정때문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벽돌가마로 초기청자를 제작한 시기는 10세기 초
반에서 10세기 말에 해당된다. 도자 생산에 있어서 자연적 조건이 뛰어나며, 해상 운송에 바
로 연결되는 고창과 부안 지역에서 진안보다 늦게 청자가 제작되었다는 것은 고창 및 부안지
역의 정치 · 경제적 불안때문인 것으로 보면 후백제와 고려의 접경지역인 영광(靈光)을 바로
앞에 둔 고창 및 부안지역에서 청자 생산이 늦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
후백제 견훤조에 보면 909년에 궁예의 장수 왕건이 광주 염해현(鹽海縣)에서 오월로 가던
견훤의 사신들이 탄 배를 붙잡아 돌아갓다는 기사가 있다.51) 견훤은 즉위 후 오월을 후견국으
로 삼아 한반도 안에서 자신의 위사을 높이기 위하여 사신단을 파견하려고 했지만, 나주지역
을 점령하고 있던 왕건의 해상세력에게 사신단 파견이 저지당했던 것이다. 광주 염해현은 지
금의 무안군 임수리 부근으로, 고려시대 임치현(臨淄縣)으로 개편되어 영광군의 속현이 되었
다. 따라서 왕건이 상주했던 염해현은 지금의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임수리나 그 부근에 위
치한 부속 도서의 한곳으로 추정된다.52) 이때 견훤의 오월사신단을 나포한 왕건의 군대는 원
래 개성지역에 위치하였으나, 909년 후백제의 견훤이 나주지역 공략을 본격화 하자 이를 저지
하기 위해 충남 홍성에서 출발하여 신안 압해면 고이도, 염해현 등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
다. 이렇듯 후백제시기와 고려 초기에는 전라남도 서해안 일대가 거의 왕건의 수중에 들어가
후백제로서는 중국 오월과의 교류루트로서 안정성이 확보된 지역은 지금의 부안과 김제, 군산
지역에 한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 상태에서 10세기경의

최첨단 기술 산업인 도자기 생산이 고창 및

부안에서 이루어 질 수 없었던 것이다. 2013년에 고창군 용계리(龍溪里)에서 초기 청자 가마
확인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었다.53) 이 조사에서는 한국식해무리굽 청자와 중국식 해무리굽 청
자가 수습되었으나, 가마구조는 기본적으로 진흙으로 쌓은 토축요로 밝혀졌으며, 다량의 벽돌
편들만 수습되었다. 이러한 발굴 성과를 볼 때 고창 옹계리 가마의 운영시기는 빨라도 대략
11세기 초반 이상으로 소급될 수 없으며, 인근 지역에 위치한 부안 유천리 가마군은 강진 사
당리 및 용운리 가마와 비슷한 양질의 상감청자를 생산하였으므로 그 운영시기는 그 상한이
12세기 초반을 올라갈 수 없다는 편년을 가진다. 자기 생산의 절대적 요소인 운송로와 함께
땔감용 나무, 주재료인 흙 등이 풍부한 고창과 부안지역에서 먼저 자기 생산이 진행되지 않았
던 것은 후백제 시기와 고려시대에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공급과 수용의 불안정성이 이 지역
50) 국립중앙박물관, 『자연의 노래 유천리 고려 청자』,2011, 6쪽; 국립전주박물관, 『전북의 고려청자 다
시 찾은 비취색의 꿈』, 2006, 10쪽; 한정화, 「부안 고려청자의 발자취」, 『천년 부안 고려 청자의 발
자취』 부안청자박물관, 2012, 125~133쪽.
51) 『高麗史』권1, 태조 즉위전기 梁 開平 3년조; 권덕영, 「後百濟의 海外交涉 活動」,『후백제와 견훤』,
백제연구소편, 2000, 서경문화사, 144~145쪽.
52) 문안식, 2008 앞의 책, 82쪽.
53) 大韓文化財硏究院, 『高敞 龍溪里 初期靑瓷窯址』, 2013, 지도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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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기 생산을 늦추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이들 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던 도통리 가마의 청자들은 후백제시기에 제
작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하겠다.

Ⅴ. 결론
지금까지 후백제시대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서·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전주, 김제, 부안, 군산
지역의 수로와 항구시설 등에 검토하여 보았다.
이글에서는 후백제와 중국 오월의 교류관계를 교역항으로서 군산지역과 진안 도통리 가마터
에서 생산된 청자의 성격 규명을 하였다. 후백제의 수도였던 전주는 지금은 내륙에 위치한 육
상적인 도시이지만 후백제의 견훤이 수도를 전주로 삼은 것은 전주의 해상 도시적 성격 때문
이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전주천을 통해서 만경강에 진입한 후 지금의 익산 부근에 있
었던 만경강 본류의 신창진에서 임피까지 항해한 후 임피에서 서해의 넓은 바다로 항해 한 것
으로 추정된다. 전주를 넓게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부안과 김제는 동진강과 만경강의 수로가
흐르는 해상 교역항으로서 조선시대까지도 항구 도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김제의 만경과 부
안은 내륙을 연결해 주는 수로와 항만이 만나는 교차지역으로서 후백제의 수도인 전주의 해양
도시적 성격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 지역에는 김제와 부안지역의 풍부한 농수
산물을 바탕으로 한 해상세력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후백제의 견훤이 개성을 중심
으로 한 왕건의 해상세력과의 치열한 쟁패전을 수행할 때 견훤 집단의 해상전투력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군산의 경우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는 옥구현 소속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였으나, 일제
강점기 군산부가 설치되면서 금강과 만경강이 만나고 넓은 해양인 서해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
할을 수행하였다. 조선후기 지도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도를 통해 볼 때 군산지역은 1910
년 이후 많은 간척사업의 진행으로 도시 면적이 서해쪽으로 많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조선시대의 지금의 군산지역 명칭은 옥구였으며, 군산이라는 지명은 군산 앞바다의 고군
산도만 존재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옥구 대신 군산도의 섬 명칭이 군산이라는 지명으로 사용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견훤이 892년 병사를 일으킨 무진주를 버리고 전주를 도읍으로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몇
가지 존재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첫째, 백제의 전통을 계승하여 삼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목
적이었으며, 둘째, 892년 지금의 광주에서 국가를 건국했으나 광주의 중요한 해상교역 루트인
영산강을 흐르는 지역 즉, 나주, 목포, 영암 등이 900년대 초부터 궁예의 마진이나 고려의 왕
건세력에게 복속되어 대 중국 및 일본과의 해상요역루트가 차단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고 생각한다. 후백제의 입장에서는 나주를 중심으로 해상교통세력의 이반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나주와 비슷한 환경을 갖춘 전북의 서해안을 그 대안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전주는 만경강과 동진강이 모두 연결되는 교착점일 뿐만 아니라 충청과 호남 지역의 내
륙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도시로서 정치 및 경제적 목적에서 수도로 정하였던 것이
다.
전라북도의 내륙중에서도 가장 내륙이라 할 수 있는 진안의 도통리에서 초기 청자가마터가
2013년 시굴조사 되었다. 진안 도통리 청자가마터에서는 이른 시기의 선해무리굽 및 중국식
해무리굽 청자완들과 함께 한국식해무리굽 청자완이 수습되었으며, 가마의 구조를 밝히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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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될 많은 벽돌편들이 수습되었다. 전주의 동쪽에 위치하고 잇는 동고산성에서는 중국식
해무리굽 청자가 수습되었는데, 발굴된 해무리굽 청자들은 그 일부가 진안 도통리에서 수습된
해무리굽 청자완들과 친연성을 가지고 있다. 무문이며, 유색이 매끄럽지 못한점, 초기 청자의
대표적인 유색인 올리브색 유약이 사용된점 등이 유사하여 일부에서는 진안 도통리에서 제작
된 청자의 수요처로서 전주 동고산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동고산성외에 익산 미륵사지, 남원
실상사, 정읍 고사부리성 등에서도 초기 청자완이 출토되었는데, 이들중 백제시대에 축성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읍 고사부리성 출토 청자완들은 진안 도통리 출토품과 유사성이 인
정된다.
진안 도통리 청자 가마터는 청자의 제작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고창 용계리나 부안
유천리 가마보다는 불리한 요소가 많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륙의 오지에 가마터
를 조성한 것은 고창과 부안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후백제 견훤시대에 지역적 안정
성을 고려하여 진안 도통리에 가마를 조성한 것이라 추정된다. 이러한 도통리 청자들은 완주
와 진안의 경계선에 있는 마티고개를 넘어 전주로 공급되거나 전주의 내륙수로망을 이용하여
다른 지역으로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전주를 떠나 만경강과 금강 수계를
따라 공급되었을 진안 도통리 청자들은 지금의 군산시 임피면에서 충청과 호남의 다른 지방으
로 운송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진안 도통리 청자가마는 현재적 상황에서 결론내리면 도자사적 관점에서는
고려시대 초기 제작품으로 볼 수 있지만, 정치 및 군사적 상황으로 보면 후백제 견훤시대에
제작된 한반도의 초기청자 가마중에서 가장 이른 가마 중에 하나이며, 그것을 운반한 주요 항
구도시는 군산의 임피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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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1분과)-7 토론]

後百濟와 中國 吳· 越의 交流關係
-交易港으로서 群山地域과 鎭安 道通里 가마터를 中心으로- 토론문
노기환(미륵사지유물전시관)
견훤(甄萱)54)은 892년 무진주(현재 전남 광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하였고, 900년 완산주(현재
전북 전주)으로 천도55)하고 후백제의 왕이 되었다. 후백제는 건국 이후 고려 왕건과의 치열한
삼국 통일의 전쟁 속에서 대외 교섭과 문물 교류 등을 추진하다 936년 패망하였다.
발표자는 후백제와 중국 오 ․ 월의 교류관계를 -교역항으로서 군산지역과 진안 도통리 가마
터를 중심으로- 청자의 전파 경로와 원인, 제작 운영시기, 내륙에서 제작 이유 등 다양한 방
면에서 살폈다.
1. 후백제의 견훤이 수도로 삼았던 완산주(전주)는 지금은 내륙에 위치한 육상적인 도시이지
만, 전북지방의 옛 지도로 수로와 해로를 살핌으로서 전주천을 통해서 만경강에 진입하여 지
금의 김제시 청하면 신창진(新倉津)56)까지 나아간 후 군산도 또는 변산반도 등을 통해 서해를
건너 중국의 오․월 등과 교류할 수 있는 해양도시적 요소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
재의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지역의 해안 환경이 후백제 당시 해안 환경과 다르고, 연안 항로
나 기착지 ․ 항구로서의 기능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2. 견훤 해상세력의 대 중국 교섭과 후백제 남중국 교류 항로의 검토를 통해 후백제 건국세
력과 완산주로의 천도 목적을 파악하였다. 천도는 백제의 전통을 계승하여 삼국을 통일하고,
특히 전주는 만경강과 동진강이 모두 연결되는 교착점일 뿐만 아니라 충청과 호남 지역의 내
륙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도시로서 정치 및 경제적 잇점을 확인하였다. 항로는 서해
중부횡단항로와 서해남부 사단항로를 이용 한 것으로 보았다.
3. 2013년 전라북도의 중앙 내륙이라 할 수 있는 진안의 도통리 초기 청자가마터 시굴조사
에서 이른 시기의 선해무리굽 및 중국식 해무리굽 청자완들과 함께 한국식 해무리굽 청자완,
가마의 구조를 알 수 있는 벽돌 편들이 수습되었다. 일부에서는 전주 동고산성에서 출토된 중
국식 해무리굽 청자 중 일부는 진안 도통리에서 수습된 해무리굽 청자완과 같이 무문이고, 유
색이 매끄럽지 못하며, 초기 청자의 대표적인 유색인 올리브색 유약이 사용된 유사한 점을 들
어 진안 도통리에서 제작된 청자의 수요처로서 전주 동고산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동고산성
외에 익산 미륵사지, 남원 실상사, 정읍 고사부리성 등에서 출토된 초기 청자완 중 일부는 진

54)이도학은 「후백제 진훤왕은 누구인가」에서 ‘견훤’이 아닌 ‘진훤’으로 읽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이도학, 「후백제 진훤왕은 누구인가」,『후백제 왕도 전주』, 전주시 · 전주역사박물관, 2013,
15~16쪽
55) 송화섭은 「후백제의 대외 교류와 문화」에서 『삼국사기』 권 제50 열전 제10 견훤전에 나오는 기록을
분석해
본 결과, 견훤은 무진주에 후백제의 도읍을 정했다기보다는 전주에서 처음 후백제의 도읍을 정도(定都)했
다고 주장하였다. 송화섭, 「후백제의 대외 교류와 문화」, 『후백제 왕도 전주』, 전주시 · 전주역사박물
관, 2013, 57~61쪽
56) 후삼국시대 동리산문(銅裏山門)의 동진대사(洞眞大師) 경보(慶甫)가 921년 7월에 전주 임피군으로 귀
국하였다. 경보가 귀국한 임피 나루터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등장하는 ‘新倉津’으로 추정된다. 송화
섭, 「후백제의 대외 교류와 문화」, 『후백제 왕도 전주』, 전주시 · 전주역사박물관, 2013, 7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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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도통리 출토품과 유사성이 인정된다 하였다.
4. 진안 도통리 청자 가마터는 청자의 제작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고창 용계리나 부
안 유천리 가마보다는 불리한 요소가 많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내륙의 오지에 가마터를 조성
한 것은 고창과 부안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후백제 견훤시대에 지역적 안정성을 고
려하여 진안 도통리에 가마를 조성한 것이라 추정하였다.
5. 도통리 청자들은 전북 완주와 진안의 경계선에 있는 마치(馬峙)고개를 넘어 전주로 공급
되거나 전주의 내륙수로 망을 이용하여 다른 지역으로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전주를 떠나 만경강과 금강 수계를 따라 공급되었을 진안 도통리 청자들은 지금의 군산
시 임피면에서 충청과 호남의 다른 지방으로 운송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6. 청자 기술은 중국 오대십국의 혼란기 때 중국인 장인집단이 고려에 유입된 것으로 본 주
장이 있기도 하나, 월주요의 장인집단은 오월로부터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로의 망명보다 오히려 국제외교를 통한 고려 또는 후백제로의 파견내지 유입으로 추정하
였다.
7. 결론적으로 진안 도통리 청자가마는 도자사적 관점에서는 고려시대 초기 제작품으로 볼
수 있지만, 정치 및 군사적 상황으로 보면 후백제 견훤시대에 제작된 한반도의 초기청자 가마
중에서 가장 이른 가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상세하게 발표자께서 연구 발표한 내용에 대해 다른 견해는 없다. 다만 아직
일부 구역에서의 시굴 조사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진안 도통리 청자’로 국
립전주박물관 2014 테마전을 개최하셨고 시굴 현장을 실견하셨으니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
니다.
하나. 동고산성 외에 익산 미륵사지, 남원 실상사, 정읍 고사부리성 등에서 출토된 초기 청
자완 중 일부는 진안 도통리 출토품과 유사성이 인정된다 하였다. 그 중 익산 미륵사지는『朝
鮮佛敎叢書』에 실린 고려 초 「葛陽寺 惠居國師 碑文」에 “922년에 익산 미륵사 탑을 開塔 하
였다”라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다. 혹 이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도통리에서 청자가 제작 되었
다 하더라도, 후백제가 패망하기 전까지 기간이 있음으로 백제의 상징적인 사찰이었던 익산
미륵사지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출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
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 내륙의 오지인 진안 도통리에 가마를 조성한 것은 고창과 부안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성으로 인해 후백제 견훤시대에 지역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조성한 것이라 추정하였는데, 도통
리 초기청자와 유사한 청자가 출토된 정읍의 고사부리성은 고창과 부안의 정치적 불안 요소를
방어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상기 선생님의 글 오타 수정
3 페이지 사진2 동여도 중(띄어쓰기)
4 페이지 3째줄 국립전주박물관에서(에서 삭제)
6 페이지 주)8 내해(內海), 득(즉 으로 수정)
11 페이지 아래서 3번째 줄 남부 사잔(단 으로 수정)
23 페이지 21째줄 만적산(덕 으로 수정)
26 페이지 11째줄 경계선에 있는 마티고개(치 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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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1분과)-8]

전근대 군산권의 해양 역사적 환경 고찰
—‘3강 유역 문화권’ 설정 모색을 위한 시도
윤명철( 동국대 역사학)

1 서론
동아시아는 긴 線과 넓은 면적으로 대륙과 해양이라는 두 자연환경이 만나면서 동시에 작동되
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해륙적 환경을 지닌 세계로서 지중해적인 형태와 성격을 띄고
있다. 특히 우리의 역사터였던 한반도와 남만주 일대는 북으로는 육지와 직접 이어지고, 바다
를 통해서 모든 지역들과 연결되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자연환경을 놓고 볼 때 한민족의 역사
상은 대륙과 반도, 해양이라는 자연을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하나의 단위로 보는 시각, 海陸的
인 관점이 필요하고, 특히 소외되었던 해양의 위치와 역할을 재인식하는 ‘海陸史觀’과 ‘해륙문
명’이라는 틀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는 평야와 강으로 인하여 농업문화가 발달했을 뿐 아니라 해양활동 또한 활발했다.
특히 강의 하구와 만 및 바깥의 해양은 해양문화 전반이 발달하는 데 호조건을 갖추었다. 때
문에 마한의 소국들이 존재했고, 백제가 남천 이후에는 수도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
다. 특히 대중 교섭과 대왜교섭을 하고자 할 때 港口 및 航路의 이용이라는 면에서 위상이 높
았다고 생각한다. 그 후 후백제가 수도를 전주에 두면서 만경강 동진강 및 전북 해안지역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지역이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南中國과 교류할 때 반드시 경유할 수
밖에 없는 해양교통의 요충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과 역할은 평가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목적을 갖고 시도되었다. 첫째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를 유기적으로 연결
시키는 군산만의 해양환경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유기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고자 시도한다.
둘째는 이 공간의 역사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양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는
강과 해양의 유기성과 메카니즘을 고려하여 ‘3江 유역 문화권’을 설정해보자 하는 것이다. 필
자는 98년도1)와 2000년도2)에 ‘2강 문화권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강의 중요성을 입증
하는 글들을 발표해왔다.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는 하나의 灣으로 만나고, 益山 등을 매개로
만경강은 水路網 陸路網 海洋을 통해서 錦江圈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군산만에는 많은 크
고 작은 섬들이 있었고, 변산반도 해양에는 ’古群山군도‘가 있다. 따라서 군산지역과 해역을
매개로 북으로는 서천만, 남으로는 변산반도의 고군산군도가 있는 해역을 하나의 만으로 설정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강 하구와 해양의 유기성을 고려할 때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지닌 문화
권을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 몇 개의 河系網과 도시들, 해양의 연결은 주변 지역 간의 교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한다. 그에 따라서 혈연(씨족 등), 언어권, 생활권, 민속권 등을 생성시킨다.
즉 공질성이 드러나는 독특한 문화권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고는 3강 1해의 문화
1) 윤명철 ｢西海岸 一帶의 海洋歷史的 環境에 대한 檢討｣扶安 竹幕洞祭祀遺蹟 硏究 국립 전주박물
관, 1998.
2) 윤명철 ｢후백제 시기 전주의 국제도시적 성격 검토｣후백제의 대외교류, 전주역사박물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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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설정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일단 가설을 세우고,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기존
의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만경강 동진강의 성격과 위상, 역할을 주변 육지와는 물론이고, 군
산만 고군산군도 등의 해양과 연관 시켜 해석하고자 한다.

2 문화권 설정과 동아시아 자연환경의 이해
1) 문화권 설정의 조건 검토
문화3)권을 설정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첫째는, 동일한 자연환경에서 장기
간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이룩해야

한다.4)

자연환경의

주요요소인

공간5)인데,

地政學

(geo-politics)의 관점에서 영토 또는 영역이며, 관리와 지배방식, 사회제도와 정치구조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地經學(geo-economy)의 관점에서 생산 장소로서 생존과 생활에 필요
한 생산물의 취득뿐 만 아니라 공급 및 교환과 직결되었으며, 산업체계 및 상업 체계, 물류망
등과 연결되어있다. 地文化(geo-culture)의 관점에서 문화의 생성 및 변형과 발전이 연속적으
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생산물의 종류가 다르면 생산방식이 달라지고, 민속 예술 등
대부분의 문화는 성격과 질에 변화가 생긴다. 地心學(geo-mentalogy)6)의 관점에서 인간과
집단이 세계와 사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즉 가치관 등이 생성되므로 가치관 예술, 즉 문화
의 성격과 형태에 영향을 끼친다.7)
둘째는, 접촉과 교류의 방식문제이다. 내부의 주민들과 소규모 문화권(씨족, 마을 , 소규모 행
정단위 등)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서 긴밀한 접촉이 있어야 한다. 偶發的, 一回的, 不連續的인
만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목적의식을 지닌 채 연속적으로 만남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만
3) 문화란 사람과 다른 생명체를 구분짓는 가장 분명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레이몬드 윌리암스는 문화
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가장 까다로운 두 세 개의 단어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1952년에 알프레드
크로버와 크락혼이 문화 : 개념과 정의의 한 비판적인 검토에서 175개의 서로 다른 정의를 검토해
보았을 정도로 문화에 대해서는 실로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증
하는 것이다.
4) 한 집단의 근간이 되는 생활양식 역사성 , 정체성을 규명하고 확립하는데 기본되는 것이다.
5) 윤명철 해양사연구방법론 학연, 2012.9
윤명철 ｢역사해석의 한 관점 이해-공간의 문제｣ 한민족학회 18차 학술회의, 한민족학회. 2010. 12.
18.
윤명철 ｢한국역사학, 과거를 안고 미래로-- 신사학을 제안하며｣ 근대 100년 한국역사학연구의 반성
과 제언 한민족학회 학술쎄미나, 2011.
6) ‘地心學’이라는 용어는 필자가 만든 조어인데, 우리의 전통적인 풍수관 등을 보면 지리로 표현되는 자
연공간이 마음이나 심리 등과 직결된 것은 분명하다.(이러한 논리를 전개한 책들은 많지만 간단하게
여러 설을 정리한 것으로 김광언, 바람･물･땅의 이치, 기파랑, 2009이 있다.) 와 쓰지 데쓰로우(和
鐵郞 저, 박건주 역, 풍토와 인간, 장승, 1993)가 주장한 ‘風土論’ 등이나 러브록(Lovelock) 등의
‘가이아 이론’ 등도 개념상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地’, ‘地形’ 또는 ' land' 'space'
'field' '터‘라고 개념정의가 되거나 용어화된 공간에서 마음 또는 정신과 연관된 요소들을 유형화시켜
서 부각시킬 필요는 있다. 필자는 地心學이라는 용어를 geo-psychology, 또는 geo-mentalogy 중에
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 비판과 조언을 부탁한다.
7) 히라노 겐이치로 지음, 장인성, 김동명 옮김, 국제문화론, 풀빛, 2004. pp.31~33
이시다 에이하치로(石田英一郞 1903~1968)은 문화를 시스템으로 본다. 문화시스템 특성의 제 1 요건
은 ‘부분과 전체’이다. --문화의 전체를 구축하고 있는 부분을 문화요소(cultural element, cultural
traits)라 부른다. 인체는 다수의 기관과 무수한 세포로 만들어진 하나의 유기체이다. 문화도 무수한
문화요소로 구성된 일종의 유기체라 생각할 수 있다.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이시다는 자연환경 속에
인간을 에워싸는 원을 그리고 이를 문화라 했다. 필자가 역사유기체론을 토대로 전개하는 문화와 예
술의 논리와 미는 이러한 관점과 유사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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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양식이 단순하거나 편향적이어서는 불충분하다. 상호교차적인 單線的인 만남을 넘어서
複線的이어야 하며, 그 복선들은 평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구성된 몇 개의
據點 혹은 허브(hub)를 중심으로 多重的이어야 한다. 일종의 생활 공동체를 이룩해야 한다.
셋째는, 하나로 유형화된 문화는 共質性을 갖추어야 한다. 내부에 혈연 언어는 물론이고, 생활
방식 신앙, 유사한 요소들이 많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공동의 역사경험이 있어야 한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각개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주관적으로 구성원들 대부
분이 공동의 문화를 창조한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다른 공간 문화권과 보편성을 지녔지만,
언어 구분이 가능하고, 내부적으로는 다른 듯하면서도 같은 것들이 모인 결정체이다.

동질성

내부의 이질성이 아니라 작은 異質性들의 合으로서의 큰 同質性이 문명의 한 특성이다. 내부
에서의 공유가 중요하다. 이러한 공동체는 초기 단계에서는 정치공동체를 만들어 일종의 소규
모 도시국가 농촌 어촌 국가 등 일종의 지역단위 국가가 생성된다. 그러나 보다 큰 정치공동
체인 고대국가가 생성되면 지역공동체로 형식과 역할이 변화한다.
이러한 몇 가지 조건 가운데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은 자연환경이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자연
환경은 모든 조건을 결정짓는데, 강력한 요소로 작동한다.

2)동아시아의 자연환경 이해
필자는 터와 多核(‘field & multi core)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공간을 비롯한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있다.8) 역사를 유기체로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육지와 해양, 구
체적으로는 강과 평야 산 및 바다(바다 및 섬 등)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생성되었으며, 인간이
이용할 경우에도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한다.
동아시아는 韓半島를 中核으로 日本列島와의 사이에는 東海와 南海가 있고, 中國과 한반도
사이에는 黃海라는 內海(inland-sea)가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남부와 일본열도의 서부, 그리
고 중국의 남부지역(揚子江 이남을 통상 남부지역으로 한다.)은 이른바 東中國海를 매개로 하
여 연결되고 있다. 즉 육지와 해양이 유기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필자는 동아시아의 이러한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을 설명할 목적으로 동아시아의 내부 ‘터’ 이면서 동방문명의 중핵
으로서 東亞地中海(EastAsian-mediterranean-sea)모델을 설정했다. 동아지중해 공간에서 해
양은 어업 등 경제의 창조공간이며, 정치 외교 군사, 상업 등을 가능하게 하는 교통로 그 자
체이다.
황해는 중국과 한반도의 서부해안 전체, 그리고 滿洲 남부의 遼東地方을 하나로 연결하고 인
접각국들이 공동으로 활동하는 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른바 내해로서 동아지중해 중에서도
지중해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다. 특히 서남해양은 해양환경의 전형적이고 복잡한 메카니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공간이며, 역사와 문화 또한 복합적인 공간이다. 그 가운데 군산만이 있
다. 따라서 동아지중해의 몇 가지 특성은 군산만의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상을 이해하는데
8) 터와 多核(‘field & multi core) 이론은 역사가 이루어진 공간을 해석하는 자연환경과 세계현상과 사
물의 구조와 운동방식, 역사의 발전 등을 포괄적 유기적으로 설명하는 이론 틀이다. 즉 사상적, 문명
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필자가 개념화한 ‘터’는 자연 지리 기후 등으로 채워지고 표현되는
단순한 공간은 아니고, 생태계 역사 등 등이 모두 포함된 총체적인 환경이다. 이러한 이론의 대강은
윤명철 역사는 진보하는가 온누리, 1992. 12.를 비롯한 몇몇 논문들이 있다. 윤명철,｢한국사를 이해
하는 몇 가지 틀을 모색하면서-터(field&multi-core)이론의 제기｣,한국사학사학회, 2008. 윤명철, ｢渤
海 유역의 역사문화와 동아시아 세계의 이해－‘터(場, field) 이론’의 적용을 통해서－｣, 동아시아 고
대학회, 2007.
윤명철 ｢해양사 연구의 방법론 검토와 제언｣ 해양문화학 학술대회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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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다.
황해는9) 얕은 바다와 복잡한 지형인 리아시스식 해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황해는 형성과정상
평균 44m로 일반적으로 수심이 낮고 해안선이 복잡한데다 발달된 만과 섬들이 산재해 있다.
그리고 해류와 조류, 바람 등이 역사에 영향을 끼친다. 우선 기본적인 해류가 있다. 동중국해
에는 동북상하는 쿠로시오 외에 갈라져 황해 중앙부를 북상한다. 발해 및 황해북부에서 기원
하며 황해 서쪽의 연안을 따라 남하하다 남중국해 방면으로 사라지는 해류가 있다. 그런데 이
흐름이 7～8월에는 상해만 부근에서 동으로 방향을 틀어 한반도 남부방향으로 가면서 군산만
해양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이 해류와 연관된 항로 내지 교통로는 군산만의 해양적 위
상을 결정짓는다.

그림 53 한반도 서남해안의 조류환경
그런데 황해는 해류뿐 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潮流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다. 필자는 수
차례에 걸친 실험항해를 통해서 황해는 쿠로시오나 연안반류 등보다 오히려 조류의 영향이 매
우 컸음을 확인하였다. 한반도의 서남해안과 중국의 동해안은 조류의 흐름이 매우 빠르고 방
향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 조류의 움직임은 고대 황해나 남해안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다.10) 또 하나의 조건은 바람이다. 연안항해는 물론이지만 近海航海‧遠洋航海에서 바람의 이
용이란 필수적이다.11) 일반적으로 해류의 영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해류도 바람의 영
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특히 돛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에 이르면 바람의 이용이란 매우
중요하다. 遭難事故의 대부분은 조류의 흐름 때문이거나 바람의 방향 및 세기 때문에 발생한
다. 동아시아는 계절풍 지대이다. 황해나 동중국해는 冬季에는 北西風, 풍력 3-5이고, 때때로

9) 윤명철 ｢西海岸 一帶의 海洋歷史的 環境에 대한 檢討｣扶安 竹幕洞祭祀遺蹟 硏究 국립 전주박물
관, 1998. 참고
10)여기에 대한 자료와 현상은
柴田惠司·高山久明 ｢古代人の航海術對馬海峽圖解시뮬레이션｣考古學져널212, 1982.
11)해양기상은 바람, 구름, 해수면의 상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항해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因子는 바람이다.(Bart J. Bok‧Frances W. Wright 지음, 정인태 역, 기본항해학 대한교과서 주식
회사, 1974, 333～34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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偏北에서 偏北東風이 되며 夏季에는 偏南 또는 偏南東風이 많고 풍력은 3-4이다. 그리고 4월
말에서 5월 초 및 9월에는 不定風이 많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이 바다의 바람이다. 따라서 군산만 지역은 항해의 중요한 거점이 될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視認距離가 있다. 시인거리는 해양에서 항해를 하면서 육지의 物
標를 바라볼 수 있는 최대거리를 말한다. 먼 거리에서도 육지를 바라볼 수 있으면 그만큼 유
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에 가장 높은 지역은 해양을 관측하는데도 가장 적합하다.

시

인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시인거리
K(해리) = 2.078(√H

+√h )

** H =목표물의 최고 높이
h= 관측자의 眼高(7m)12)

황해내부를 둘러싼 하나의 타원형선이 나타난다. 즉 자기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범위는 그다지 많지 않다. 물론 이 공식은 맑은
날 시정이 좋을 때에 한한다. 실제로 황해는 각 지역 간의 거리도 긴 편은 아니다. 산동에
서 황해도 육지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250km이다. 장보고 당시에 만 하루가 안돼서 황해도
의 연안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이다. 이처럼 황해는 거리가 짧은 內海, 地中海로서의 성
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地文航法을 활용한 근해항해에 큰 난관은 없었을
것이다.
이 공식을 적용할 경우에

13)

자연환경 가운데는 산과 들 강 등 여러 요소가 있으나 해양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은 江이
다. 역사에서 강이 가진 의미는 매우 크다.14) 우선 交通網15)의 역할이다. 내륙 깊숙하게 있는
넓은 부분과 규모가 크고 작은 線(支川)들을 매개로 사방으로 연결된 굵은 동맥같은 선이다.
큰 강은 본류의 주변 육지들은 물론이고 길고 깊숙하게 뻗은 선(line)을 이용하여 지류 주변의
육지들까지도 연결시켜 직접 접촉하지 않고, 교류도 빈번하지 않지만 하나의 터로 만들어간
다. 일종의 流域網이 생성되어 유기적인 상호보완관계를 만든다.
강은 농경과 상업, 어업, 수렵채취가 발달한 경제공간이었다. 농경지는 강 주변이나 하류에 집
중분포하고 있고, 특히 水田농업인 경우에 강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큰 강들은 어업이 발달하
는 최적의 장소였다. 뿐만 아니라 식생대가 다양하게 발전하여 임산물을 비롯하여 각종 식료
품들이 많이 생산됐다. 강은 상업활동과 직결되어 있다. 수로 교통망은 곧 물류망의 기능을
했으므로, 강 주변에는 항구와 시장 창고 그리고 촌락과 도시들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항해업
과 조선업에 종사하는 집단들도 있었다.
때문에 큰 강의 하구를 장악하면 그와 연결되어있는 해상권을 장악하는데 유리함은 물론이지
만 역으로 그 주변, 즉 부채살처럼 활짝 펼쳐진 다양한 河溪網과 소위 ‘內陸水路’를 통해서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큰 강의 하구에는 정치세력들이 형성되었다.
12) 視認距離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Bart J. Bok‧Frances W. Wright 지음, 정인태
역, 앞의 책 26쪽 및 茂在寅南, 古代日本の航海術,小學館, 1981, 22쪽 참조.
13) 윤명철 ｢黃海文化圈의 形成과 海洋活動에 대한 연구｣先史와 古代11호, 한국고대학회, 1998
14) 윤명철｢동아시아 문명의 생성과 강의 연관성｣강과 동아시아, 동아시아 고대학회 42회 발표회,
2010, 12.04.
윤명철 ｢한민족 歷史空間의 이해와 江海都市論 모델｣ 동아시아 고대학 23, 2010,2 기타.
15) 路와 網은 체계와 역할 의미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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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게 자연경계를 따라서 분열되어있는 내륙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계기를 마련
하는데 여간 유리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하구로 유입하는 모든 강들은 동일한
해양을 공유하면서 해안가, 강 하구들이 연결되고, 나아가 각 강의 내륙까지도 연결되어 일종
의 유기체를 구성한다. 유기적인 교통망이 생성되고, 생활공동체 역사공동체가 생성된다.

3. 군산권(3강 유역 1해 문화권) 설정의 자연환경 검토
1) 육지환경 검토
본고의 분석 대상이 되는 군산권은 좁게는 전라북도의 해안지역과 주변 해양을 포함하고 있
다. 넓게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해안지역과 몇 개의 강, 몇 개의 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
지만 지형의 변화를 고려하고, 해안가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적 유물 등을 고려하면 현재와는
다른 고대지형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大東輿地圖를 보아도 현재의 지형과는 달리 하구가
내륙 깊숙하게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교적 고대의 지형을 보존하고 있었던 조선 말
기에 근대적인 방식으로 측도한 지도16)에 따른다면 현재 군산 지역의 내부는 거대한 뻘이나
강물로서 내륙과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장을 조사해보면 금강 하구는 만경강과 동
진강 등이 모여 커다란 만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옥구는 고사포였는데 그 북쪽에
있는 현재의 군산의 서단은 육지에 붙은 반도가 아니라 하나의 섬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
다.17) 그렇다면 군산은 3강의 하구와 몇 개의 만이 유기적으로 관계망을 구축한 공간이 된다.
군산권의 자연환경 가운데 육지 환경을 이해하기 살펴보기 위해 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6) 일본이 1898년 측도하여 1911년 발행한 지도
17) 필자와 함께 이 지역을 조사했던 김중규가 근래에 군산이야기를 출판했고, 그 책 28쪽 등에는 이
러한 견해를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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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조선총람도

그림 56 팔도총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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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萬頃江
군산권의 문화 또는 해양환경과 연관하여 중요한 강은 萬頃江이다. 조선시대에는 ‘泗水’라고
불렀다. 만경강은 전라북도의 완주군 동상면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서해로 들어간다.
길이 74㎞인데, 지천에는 완주의 고산천, 전주의 전주천과 소양천, 익산의 익산천, 군산의 탑
천 등이 있고, 유역면적은 1, 571평방 km이다.
매우 달라서

18)

금강 하구유역은 과거에는 현재의 지형과

하구와 萬頃江이 합류하고 있다.19) 익산 · 만경· 군산· 삼례· 전주 등의 도시

들이 발달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조석 간만의 차이가 커서, 만조 시에는 전주천과
소양천 및 고산천이 합류하는 대천(한내 마을, 삼례대교)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완주군 봉동
읍의 구만리와 전주천의 추천까지 운항이 가능했다.20) 임피면 창오까지 배가 들어갈 수 있었
다. 1925년에는 춘포면 대창촌까지 배가 들어갔다.

그림 57 조선팔도 고금총람도
강 또는 만이 육지의 깊숙한 곳까지 연결되면 만의 포구뿐만 아니라 내륙의 강가에도 부두가
생기고 항구가 발달한다. 고대에도 사용되었을 가능성 있는 항구들은 해당시대의 유적 유물을
살펴보면 가능하다 또한 고려 시대의 조운과 조창, 조선시대에 개방되고, 사용되었던 포구들
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많은 포들을 기록하고 있다. 增補文獻備考
 권34 ｢輿地考｣(關防)의 海防條에는 서해안 지역의 주요 포구 56개소가 거론되고 있다.21) 이
18) 1898년에 측도하고, 1911년에 발행한 지도 참고
19) 현재의 군산지역은 상당한 부분이 바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 윤명철 ｢후백제 시기 전주의 국제도시적 성격 검토｣후백제의 대외교류, 전주역사박물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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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적지 않은 수는 백제시대는 물론이고, 그 이후 시대에도 계속해서 항구로서 사용되었
을 가능성이 크다.
만경강에는 栗浦, 泗浦(新倉津), 鎭浦, 泗浦, 성포(성당포)등의 포구들이 발달했다. 고려시대에
는 조운이 발달하였는데, 임피 진성창22)은 유명했다. 조선시대에는 옥구의 군산창이 있었다.
당연히 해양방어체제들이 구축되었다.23) 백제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성들은 다음과 같다. 교
통로가 발달하고 市場 또는 倉이 생성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시설들이 구축되고, 해양
으로 외적의 공격을 방어할 목적으로 방어체제들을 구축한다.24) 군산시의 어래산성은 익산시
웅포면과 경계에 있다. 성산면 여방리의 오성산위 석성, 옥구읍 옥봉리의 성산토성지 등이 있
다.
(2)東津江25)
군산권의 영향을 끼치는 또 하나의 강은 동진강이다. 동진강은 정읍시 山外面 豊方山에서 발
원하여 서해로 흘러들어간다. 길이가 51km인데 칠보천,26)축현천, 용호천, 정읍천, 덕천천 고
부천, 원평천 등의 지천이 발달하엮고, 유역면적 1,124㎢이다. 정읍 태인 부안 만경 김제를
연결하면서 내륙으로는 전주와도 연결된다. 이 곳은 포구들이 많았다. 동진나루27), 長信浦, 김
제의 남포, 해창포, 태극포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해창포는 동진강과 만경강이 만나는 지역으
로서 서해바다와 직접 연결되는 지역이다. 구전에 따르면 이곳은 옛날부터 일본과 당나라에
이르는 교역항로로써 반드시 통과해야 했다고 한다.28) 마한 시대로 추정되는 사산리 토성지를
비롯하여 계화면 창북리 성지 등이 있다. 동진면에는 구지산 토성지, 당후리 산성, 반곡리 산
성 등이 있다.29)

21) 이해준, 한국의 해양문화 (서해해역 상 충청편), 해양수산부, 2002, 374쪽.

22) 증보문헌비고에는 옛 진성이 임피읍성 서쪽 십리에 있으며 둘레가 10여 리나 되는 토축성으로 고
려 초기 조창이 있었는데 이것이 곧 12창의 하나이다
23) 크게 나누면 城郭과 烽燧, 그리고 소규모의 해안초소체제로 나눌 수 있다. 봉수는 섬과 해안의 적당
한 곳에 있는데, 때로는 작은 성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해안초소의 기능을 하는 시설로서는
堡․墩臺․塹壕 등이 있는데 물론 이것들은 조선시대의 용어와 개념이다.
24) 해양방어체제의 이론과 실제적인 예 등은 윤명철 ｢江華지역의 해양방어체제연구-關彌城 位置와 관
련하여｣사학연구58,59 합집호,1999 등. 윤명철 
 학연,2012.
25) 『신증동국여지승람』(부안)에 "동진은 통진(通津)이라고도 한다. 벽골제와 눌제의 물이 합해져 북쪽으
로 흘러 이 나루가 된다. 현의 동쪽 16리에 있다."
26) 『신증동국여지승람』(정읍)에 "칠보산은 현의 북쪽 10리에 있다.", "영원사 · 유마사 · 망해암은 모두
칠보산에 있다."즉 바다를 바라보는 장소라는 의미이다.
27)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에 “부안현의 동쪽 16리에 있다.”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신룡마을
28)청해진 이주민의 벽골군 정착과정 및 김제시 개발 기본계획 군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2000.
17~18쪽
29) 부안문화원 부안의 문화유산,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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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청구도 동진강 주변

그림 59 『동여도』(18첩 5면)의 동진강 하
류 일대
그림 7을 보면 동진강은 몇 개의 지류가 모여들고, 곳곳에 포구가 발달하였으며. 부안이 중심
이 되면서 하구에는 작은 섬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역시 해양방어체제가 발달하였

다. 이 곳에 쌓은 백제시대 성으로 추정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부안군에는 계화면 창북리
의 창북리 성지, 동진면 당상리의 구지산토성지, 동진면 당상리의 당후리 산성, 동진면 반곡리
의 반곡리 산성, 백산면 용계리의 백산성지, 보안면 부곡리의 부곡리 산성 등이 있다. 또한 김
제군에는 금구면 선암리의 금구토성지, 금산면 선암리의 상두 산성지, 김제읍 교동리 성산의
성산 성지, 봉남면 월성리의 월성리 성지, 부량면 신두리의 명금 산성, 성덕면 성덕리의 성덕
산 토성지 등이 있다.
만경강을 매개체로 북의 금강, 남의 동진강은 하나의 유역권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증거들 가운데 하나는 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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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2)해양환경 검토
다음에는 해양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전라북도의 해역은 육지와 섬 지역을 포함하여
해안선의 총 길이가 592,94㎞인 것으로 조사됐다.30) 군산도(선유도)의 안쪽 입구를 통과해 내
부로 들어오면 해안선의 형태가 매우 복잡했다. 중간에 만들과 몇몇 섬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섬들은 만경강 하구와 동진강 하구, 그리고 변산반도 앞의 해양에 밀집되어있다. 특히 2강이
바다와 만나는 유역은 각각 작은 만들이 있었다. 내부에는 개야도 곶리도 내초도 말도 비안도
야미도 오식도 장자도 등이다. 또한 동진강 하구 바다에는 界火島를 비롯한 크고 작은 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육지로 메꾸어졌다. 바깥 바다에는 고군산이 있었던 군산도(선유도)를 비롯
하여 여러 섬들이 일종의 군도를 이루고 있었다. 이 섬들과 작은 만들은 유기적인 체제를 이
루고 있다.

30)국립해양조사원 2011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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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대동여지도

또한 이 해역은 지리가 복잡한 만치 물길이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조류의 속도가 빠르고 방
향이 일정하지 않다. 참고로 군산항 부근의 창조류는 오식도 부근보다 약 20분 늦게 활류하고
낙조류는 약 30분 늦게 활류한다. 외항부근의 최강유속은 창조류 때는 1.5～3.5 kn로 흐르며
낙조류 때는 2.3～4.8kn로 흐른다.31) 군산 앞바다의 이러한 환경을 지닌 灣은 진입하거나 내
륙에 상륙하려는 외부세력들에게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지역물길에 익숙한 집단은 오히
려 그 지역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세력화할 수 있다. 일종의 海上豪族勢力이 존재하기에 유리
한 환경이다.32)
徐兢이 쓴 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개경으로 가는 항해 도중에 군산도에 머무른 기록이 있
다. 이 섬은 현재 선유도인데, 평균 지형이 150m이다. 따라서 시인거리는 30,96해리이다. 배
를 감출만한 곳이 있어 漕運하는 자들이 여기서 순풍을 기다렸다고 한다는 기록도 있고, 이
섬 안에 王陵과 같은 큰 묘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33)강력한 정치세력이 있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이러한 몇 가지 조건 때문에 이 해역은 한반도의 남북을 연결하는 항로는 물론이고 국제항로
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항로에는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國際航路와 다른 지역들을
해양으로 연결하는 沿岸航路, 그리고 해항도시인 만큼 내륙의 다른 지역들과 강으로 연결하는
內陸水路 등이 있다. 東亞地中海의 역사상을 보면 국가들은 다양한 항로들을 사용하였다. 군
산만과 연관해서는 몇 개의 항로가 있다. 우선 환황해 연근해 항로34)가 았다. 황해의 서쪽인
31) 대한민국 水路誌.
맹골수도(孟骨水道)의 조류는 서북 및 남동쪽으로 흐르며 북서쪽에서 흐르는 창조류는 하조도의 저조
후 약 2시부터 고조 후 약 2까지 흐르며, 남동쪽으로 흐르는 낙조류는 고조 후 약 2시부터 저조 후
약 2시까지 흐르며 최강유속은 6.8노트이다.
32)윤명철 ｢한반도 서남해안의 海洋歷史的 환경에 대한 검토｣, 전주박물관 죽막동유적학술회의, 1995
윤명철 ｢西海岸 一帶의 海洋歷史的 環境에 대한 檢討｣扶安 竹幕洞祭祀遺蹟 硏究 국립전주박물관,
1998
윤명철, ｢黃海文化圈의 形成과 海洋活動에 대한 연구｣先史와 古代11호, 한국고대학회, 1998
33) 新增東國與地勝覽 卷34. 萬頃縣
34) 물론 용어에 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항로나 항해범위 등은 대체로 일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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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남쪽 절강성 해안에서부터 산동반도를 거쳐 요동반도로 북상한 다음에 압록강 유역을
경유하여 대동강 하구, 경기만을 지나 계속 남하하여 서남해안, 남해안의 일부, 대마도, 큐슈
북부로 이어진 긴 항로이다. 三國志 倭人傳에 기록된 중국 지역에서 왜로 가는 水行의 길은
경기만·당진만 ·금강만· 군산만· 영산만 등의 해역을 거쳐 金海의 狗邪韓國으로 들어가 다시
對馬·壹岐·沖島를 거쳐 큐슈의 각 지역으로 들어갔다. 또 황해중부 횡단항로가 있다. 황해중부
에 해당하는 한반도의 중부지방,35) 즉 경기만 일대의 여러 항구에서 횡단성 항해를 하여 산동
반도의 여러 지역에 도착하는 항로이다. 신라 하대에 가장 많이 이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항
로이다. 그런데 필자가 시도했던 1996년 항해는 흑산도에서 동풍내지 남동풍을 활용할 경우
산동지역을 비롯한 중국동안의 어느 지역이든지 접안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36) 대동지지에
따르면 위도에서 바람을 이용해 배를 띄우면 중국으로 갈 수 있다.37)
이 해역과 연관성이 깊은 항로는 황해남부 사단항로이다. 전라도 등의 여러 해안에서 출발하
여 사단으로 항해한 다음, 강소성․절강성 등의 해안으로 도착하는 것으로서 남부지역으로 가
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한편 유사한 ‘동중국해 사단항로’는 절강 이남지역을 출발하여 동중국
해와 제주도 해역, 황해남부를 거쳐 서남해안에 도착하는 항로이다. 이 두 항로상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항구는 금강 하구, 군산만 변산반도 등의 해안지역, 영광, 나주, 청해진, 해남, 강
진 등이 있다. 백제가 중국의 남조 국가들과 교섭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 항로를 사용했다.

그림 63 황해남부 사단항로
이처럼 서남해안은 중국지역의 山東南部와 浙江省, 그리고 일본열도가 만나는 일종의 三角点
으로서 동아시아 전체를 연결시키는 해양교통의 중요한 交叉點이다. 북송 말에 徐兢은 『宣和
奉使高麗圖經』 권34 海道에서 항로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즉 배는 영파를 출발하여
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연안항로가 아니라 연근해항로라고 해야 한다. 동일한 지역 내에서의
이동이나, 짧은 거리에서는 연안항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먼거리이면서, 선박이 크고, 또 우호적이지
못한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는 근해항로를 택해야 한다.
35) 엄격하게 지리적인 기준으로 구분하면 한반도 남부해안에서 산동반도 하단부로 이어지는 해역도 황
해중부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반도를 기준으로 분류를 할 경우에는 서해중부해역만을 황해중부로 인
식하고자 한다.
36) 윤명철, ｢황해의 지중해적 성격 연구(1)｣,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237쪽. 학연문화사, 학
연. 1997
윤명철 ｢범신라인들의 해양교류와 중국 강남지역의 신라문화｣신라인의 실크로드, 백산자료원,2002.
37) 大東地志 卷11, 全羅道 18邑 扶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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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타도에서 항해에 적합한 바람을 기다렸다. 그 다음에 북상하여 상해만의 바깥 바다까지 온
다음에 거의 사선으로 항해하여 흑산도로 향했다. 서해안 남쪽의 목포일대의 섬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연안을 따라 북상을 하다 처음으로 걸리는 곳이 북상한 선박들이 처음 부딪히는 곳
은 돌출한 邊山半島와 그 북의 군산서부해역이다. 변산반도 앞에는 고군산군도38)가 있다. 上
旺登島, 下旺登島, 蝟島 등이다. 蝟島는 조선시대에 상선들이 모이는 곳이었으며, 鎭이 있었
다.39) 또한 황해를 건너와 흑산도를 지나온 선박이 군산도를 가기 직전에 통과한 섬으로서40)
항해에 중요한 指標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중국으로 가는 길의 역할도 하였다.
大東地志에는 위도에서 바람을 이용해 배를 띄우면 중국으로 간다고 되어 있다.41) 이 해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북상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1차적으로 통제하는 전위활동 집단이 존재했을
것이다. 전북 옥구군 임피면의 금강하구에 진포가 있다. 金廷彦이 찬술한 玉龍寺 洞眞大師碑
銘에 의하면 동진대사 慶甫는 921년 여름에 중국으로부터 전주 임피현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개경 봉암사의 靜眞大師 競讓은 924년에 희안현 연안의 항구를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귀국하
였는데,42) 현재의 부안군의 변산반도 남단이다.43)
이러한 조건으로 인하여 전북 해안지역은 고대에 남북을 연결하는 항로의 중계지 역할을 하였
으며 황해를 건너온 중국 남방문화가 유입되는 入口의 구실도 하였을 것이다. 특히 부안지역
의 풍속이 남쪽의 蜑子와 같다는 기록44)은 이를 말해준다.45)기타 연안항로가 있어서 국가 내
부의 漕運에도 유효적절하게 활용되었다. 지형과 지리적인 환경과 수도 및 대도시가 항구도시
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육로보다는 수로해로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백제도 조세를
운송하는 문제가 중요했다. 백제의 22부 중앙 관서 가운데 內官의 穀部와 內外糧部 등은 조
세수취와 관련한 주요기관이다. 이 기관은 운송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46)

물론

고려와 조선은 연안수로를 통해서 조운을 했다.

38) 고군산도는 고려 때 송나라 사신들이 쉬었으므로, 객관이 있었다. 일통지에 이르기를 군산도는
12봉이 성과 같이 연하여 이어지고, 옛날에 객관이 있었는데, 군산정이라 하였다고 하였다. 또 五龍
廟가 있다.
39) 大東地志卷11 全羅道 18邑 扶安 및 湖南邑誌 扶安縣.
40) 徐兢 高麗圖經 卷36 海道.
古群山鎭까지 水路 100리, 高廠의 法性鎭까지 水路 100리(湖南邑誌 扶安)
41) 大東地志 앞의 부분
42) 朝鮮金石總覽 上, 海東金石苑 권4.
43) 이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필자는 ｢西南海岸의 海洋歷史的 環境에 대한 檢討｣ 扶安 竹幕洞 祭祀
遺蹟 학술회의에서 지중해적 성격의 규명과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44)新增東國與地勝覽 卷34 扶安縣
45) 윤명철, 변산반도의 해양사적 의미와 21세기적인 가치에 대한 모색, 변산반도 해양문화포름, 부안
군 지역혁신협의회, 2007

46) 양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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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대동여지도

3) 주변 도시의 검토
넓은 의미의 군산만은 강과 평야, 그리고 바다가 하나로 만나는 전형적인 內海이다. 농업과
어업이 동시에 가능하며, 수륙교통과 해륙교통이 하나로 이어지는 교통의 結節點으로서 상업
활동도 가능하다. 큰 포구가 생성되고, 浦口나 津 같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세력들이 성장
을 한다. 삼한의 소국들은 都市國家(police)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즉 河港도시 海港도시이
고, 일종의 ‘나루국가’였다.47) 마찬가지로 적한한 환경을 지닌 이 공간에는 몇 개의 도시와 향
촌들이 있었다. 현재 지명을 토대로 도시들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群山
群山은 백제 시대에 馬西良縣, 夫夫里縣, 屎山郡(陂山ㆍ所島ㆍ失鳥出郡)이었다. 후에 통일신
라는 경덕왕 시대에 마서량현을 옥구현, 부부리현은 澮尾縣, 시산군은 臨陂郡으로 변경하였
다. 그 후 고려시대에는 현으로 강등되었다. 북쪽은 금강을 경계로 충남 서천군과 마주하고

47) 尹明喆 동아지중해와 고대일본 청노루 1996. 93~94.쪽

- 159 -

있으며,그림 65 대동여지도의 개
야소 일대
동쪽은 익산군, 남쪽은 만경강을 경계로 김제시와 접하고 있다. 앞 글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비교적 고대의 지형을 보존하고 있었던 조선 말기에 근대적인 방식으로 측도한 지도48)를 보
고, 현장을 조사하면 금강 하구가 만경강과 동진강 등이 모여 커다란 만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군산은 현재처럼 육지에 붙은 반도가 아니라 하나의 섬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이곳이 금강과 만경강 사이에 있었다. 현재 군산지역의 내부는 거대한 뻘이나
강물로서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 지역은 만과 포구가 발달하고, 강력한
해상세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益山
익산은 만경강 하구에서 상류에 있는 도시이다. 북으로 금강을 두고 부여군 논산시를 마주 대
하고, 남으로는 만경강을 사이에 둔 채 김제시와 마주하고 있으며, 한천을 통해 전주와도 이
어진다. 만경강 하구가 대외교역의 장소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임피가 만경강 하구부근에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된다. 이 곳은 고대에는 영산강 하구에 못지않게 커다란 만이 있었으며,
거대한 해양세력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청동기시대 이후의 유적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고조선의 末王인 準王이 남천하여 정착한 곳도 이 지역으로 추정된다. 乾
馬國을 비롯한 마한의 몇 몇 소국들도 이 주변지역에 있었다. 백제는 사비로 천도한 이후에는
금강 하구는 물론이고, 만경강 및 동진강 하구의 內港 또는 변산반도 부근의 해역을 外港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죽막동 유적은 이러한 가능성을 높여 준다.49)만경강의 하구가
분명한 익산은 말기에는 別都로 조영되었을 정도로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3) 金堤
삼한시대에 辟卑離國이 있었으며, 백제 비류왕 27년에 碧骨郡으로 편입되었다. 북으로는 만경
강이 흐르고, 남으로는 동진강이 흐르고 있고, 앞은 바다였다.50)현재의 지형과는 다르지만 금
강 하구의 군산, 김제의 서쪽육지, 변산반도의 북쪽은 바다로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거대한
만이 이었던 것이 되며 현재 김제군은 灣 내부의 돌기처럼 솟은 작은 반도가 된다. 당연히 양
쪽으로 水路가 형성되며, 일종의 外港都市가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봉화산 진봉산미성산 조
앙산이 해안선일 경우에는 만경읍 지역은 섬일 가능성 크다. 해상세력인 張保皐가 몰락하고
청해진이 혁파된 이후에 그 주민들이 강제로 끌려온 곳이었으며, 전주의 생산배후지역으로서
후백제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했다.
48)일본이 1898년 측도하여 1911년 발행한 지도
49) 윤명철0. ｢백제의 역사 속에 함축된 해양문화적 요소｣ 충청학과 충청문화11권, 충청남도 역사문화
연구원, 2010.
50) 김제지역의 고대지도는 벼골의 문화유산 김제문화원,200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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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扶安
마한의 54개국 가운데 하나인 支半國이었는데, 백제에 편입되면서 皆火縣 欣良買縣이었다.
그 후 757년(경덕왕 16)에 扶寧 戒發로 부르면서 古阜의 속현이 되었다. 백제의 古沙夫里郡
은 고부군이되었다. 남쪽에서 영산강 하구해역 등 다도해지역을 통과하여 북상한 선박들이 처
음 부딪히는 곳은 서쪽으로 돌출한 邊山半島와 그 북의 군산서부해역이다. 연근해항로 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국제항로상의 중간 거점으로서도 중요했다. 변산반도에서 가장
높은 義相峯은 높이 509m이다. 앞에서 예시한 계산공식에 따르면 시인거리는 52,38 해리가
된다. 또한 바로 바닷가에 있는 雙仙峯은 459m로서 시인거리는 50,02해리이다. 그렇다면 근
해항해를 한 선박들이 물표로 하여 항해할 수 있는 호조건을 갖추고 있다. 즉 서남해안을 돌
아온 선박은 물론 揚子江 유역에서 출발하여(寧波부근의 해양) 황해를 斜斷해 온 선박들도 이
곳을 목표로 항해할

수 있다. 특히 변산반도 끝에 있는 죽막동 제사 유적은 부안의 해양사적

위상을 입증한다.51)

그림 66 『동여도』(18첩 5면)의 동진강 하
류 일대
(5)全州
도성 근처 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비롯하여 평화동 고분군, 如意洞 유적, 덕진동 고분
등 백제계의 고분들도 발견되고 있는 만큼 이미 삼국시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52) 그런
데 최근에 전주의 옛 지형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후백제의 수도로서 수륙교통이 매우 발달했
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53)전주를

흘렀던 강물이 만경강과 만나 황해로 흘러 들어갔으

며, 전주는 바다와 직접 강상수운으로 연결되므로써 海陸교통과 水陸교통의 합류점인 도시였
다고 발표하였다.54) 즉 만경강과 금강 그리고 동진강이 만나 하나를 이룬 거대한 전북해안 만
에서 만경강을 타고 거슬러 오다가 삼례 근처의 漢川를 지나 방향을 틀어 甘水를 거쳐 楸川
를 따라 오면 전주도시에 들어선다. 이 지역은 저지대로서 추천부근의 옛 지명도 古沙坪이었
51) 윤명철 ｢西海岸 一帶의 海洋歷史的 環境에 대한 檢討｣扶安 竹幕洞祭祀遺蹟 硏究 국립 전주박물
관, 1998
52) 郭長根 ｢全州市 德津洞 百濟古墳 調査報告｣전북사학 13집, 전북대학교 사학회, 1990.
53) 윤명철 ｢후백제의 해양활동과 대외교류｣후백제견훤정권과 전주, 전주시 후백제문화사업회,2000
54)윤명철 ｢후백제 시기 전주의 국제도시적 성격 검토｣후백제의 대외교류, 전주역사박물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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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였다. 德津은 배가 닿는 곳이었다.55) 18세기 그려진 고지도첩 전라도편을 보면 전주
가 만경강을 통해서 바다와 연결되었음을 굵은 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후백제 시대에도 전주
외항으로서 역할을 한 도시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후백제가 국가의 사신선들을 吳越 後唐
契丹 등에 계속해서 사신선을 파견했고, 심지어는 918년에는 오월국에 말을 보내고, 대규모의
해전을 벌였다. 이 때 주로 사용한 국가항구는 익산 옥구와 만경 김제 등의 외항이었을 것이
다.
3장에서는 군산권을 설정한 후에 연관된 자연환경 및 도시들을 검토해보았다. 군산권은 2강
또는 3강의 하구와 몇 개의 만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심 공간은 만경강과 동진강이
끝나면서 과거 고군산도(현재 선유도 등)과 만나는 곳이다. 군산만 및 강 하류의 포구는 전략
적으로나 전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국가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가 있었다. 군산 익산 전
주 김제 부안 등은 각각 다른 지역과 해안 및 강줄기와 유기적인 통일체 형성할 수 있고, 나
아가 수륙, 해륙교통의 물류망이 될 수 있다. 邊山半島 및 古群山 群島, 군산만 등 전북해안
지역은 남쪽에서 灣안으로 들어오는 세력을 방어하는 前衛地域이고, 반면에 해양으로 진출하
는 前哨基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서남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하고자 할 때 연안항해 및 근
해항에 의존하는 당시의 항해환경에 있어서 남부해안과 중부해안을 연결시키는 가장 적합한
길목으로서 항구들이 많다.
이 지역은 항로상의 중계지 역할뿐 만아니라 水路를 통해서 내륙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
였다. 만경강을 통해서는 만경 익산 삼례 군산 전주의 내륙까지,

東津江을 통해서 부안 井邑

金堤 전주 등 내륙의 평야지대로 쉽게 연결된다. 한편 군산지역을 통해서는 만경강과 금강하
구로 연결된 수로를 통해서 全北一帶 및 忠南一帶 전체까지 깊숙이까지 교통이 가능하다. 따
라서 물자의 교역 및 운송에 적합하다.56) 만약 해양의 역할과 비중을 높게하면서 군산권을 확
장된 개념으로 설정하면 충남과 전북을 잇는 최대의 만으로서 錦江하구 및 東津江하구까지를
다 활동범위로 포함할 수 있다.

4. 역사적 환경 검토
역사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하며 위상을 확보하려면 단순하게 인간이 거주한 것으로는 부
족하다. 항로와 육로를 활용하여 활동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어야만 한다. 다른 지역과 교류
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주민들이 항해를 통해서 유입해서 정착한 흔적이 강하며, 어업 패총
항해업 등 생활의 무대가 바다와 연관성이 깊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주변의 항구
도시들과 관계를 맺어야하며, 다른 국가와의 관계도 해양을 통해서 맺어진 증거들이 나타나야
한다.
군산권은 신석기 시대의 유물과 패총들이 발견됐다. 발견된 위치로 보아 생활반경이 바다와
밀접했다. 계화도 유적에서는 압인문 토기가 출토되었고, 옥으로 제작된 돌도끼는 신앙의 대
상이었다. 군산 지역에서는 비응도, 노래섬, 가도, 오식도 등 많은 숫자의 패총이 발견되었
다.57) 가도 패총은 신석기시대 전기 후반부터 후기까지 사용되었다.58) 지석묘도 많이 분포되
었다.59) 부안군에서도 패총유적을 비롯하여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및 원삼국시대에 이르는
55) 完山誌에 기술된 ｢鄕里紀言｣에는 전주성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수로문제를 다루고 있다.
56)羅燾承｢錦江水運의 變遷에 關한 地理學的 硏究｣公州敎大論文集16,1980.74~80쪽
57) 군산대 박물관, 1985, 옥구지방의 문화유적, 전라북도 옥구군.
58) 韓英熙, ｢호남지역의 신석기문화｣ 호남고고학보 7, 호남고고학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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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들이 조사되었으며, 고인돌도 많이 발견되었다.60)
錦江유역에는 청동기문화권이 있는데, 해양과 관련 있다.61)전영래는 부여 九鳳里와 平章里
출토한 겨울 등을 통해 錦江의 청동기문화권은 準의 망명 이후, 中原과의 교류를 통해서 제작
방식을 수용한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62)益山, 完州 등의 錦江, 萬頃江 유역과 咸平이라
는 榮山江 유역에서는 中國係의 刀氏劍이 발견된다. 完州 上林里에서는 26점이 발견되었다.
權五榮은 이 지역의 주민을 도씨검 수입의 주도세력일 것으로 보고, 황해를 직항해서 江南지
방과 교역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63) 전주지역에서도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비롯하여 평화동
고분군, 如意洞 유적, 덕진동 고분 등 백제계의 고분들도 발견되었다.64)
그런데 전남지역의 고인돌 조영집단이 한강유역이나 그 이북과 교섭하고자 할 때, 또 新彌國
등 전남지역의 마한 소국들이 中國郡縣들과 교섭하고자 할 때65) 전북해양지역은 반드시 거쳐
야 할 길목이었다. 準王이 남천하여 세운 乾馬國은 익산지역으로 비정되고 있는데, 이는 익산
의 해양적 환경과 무관하지가 않다. 건마국은 後漢의 銅鏡 등의 출토로 보아 漢 郡縣과 교역
하는 한편66) 남쪽 및 倭 소국과의 중계지로서 해양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益山 胎峰寺
址에서 출토된 晉鏡 西晉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67) 馬韓과 11국은 太康 7년에 晉나라와 交
涉68)한다. 그 때 乾馬國은 益山에 위치하였다.
김제에는 삼한시대에 辟卑離國이 있었으며, 백제 때에 碧骨郡으로 되었다. 전북해안 지역으
로 비정되고 있는 몇 개의 小國(千寬宇 설)은 정치적으로 해양세력이거나 아니면 交易을 주로
하는 특수한 성격의 정치집단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익산 부안 고창 등 전북해안 지역은 백제
전기 對倭航路의 전초기지 내지 외항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日本書紀 應神條에 의하면 백제와 일본열도와의 교섭은 3세기부터 나타나고 있다.

近肖古王

이 마한을 멸한 이후에도 백제의 통치권이 전남해안 지역까지 완전히 미쳤을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榮山江 寶城江 하구 등 전남해안을 장악하지 못했을 경우에69) 전북해안에서 먼 바다
로 떠서 근해항로를 택해 南海 西部海洋으로 진입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북해안 지역은
백제 對倭航路의 전초기지가 된다.
문주왕 시대를 거쳐 동성왕 시대부터는 금강하구에서 황해를 횡단하여 산동반도 해역권에 진
입한 다음에 남행하여 양자강하구로 들어가거나, 직접 황해남부를 사단하여 양자강하구로 들

59) 군산대 박물관, 옥구지방의 문화유적, 전라북도 옥구군.1985.
군산대 박물관, 군산시의 문화유적, 군산시.1995
60) 부안군, 扶安郡誌1991.
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전라북도․부안군, 1984, 전라북도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부안군편).
61) 全榮來의 錦江文化圈은 ｢韓國靑銅器文化의 硏究 錦江流域圈을 中心으로｣,마・백6, 및 ｢錦江
流域 靑銅器 文化圈 新資料｣,마・백 10.
62) 全榮來 ｢錦江流域 靑銅器 文化圈 新資料｣,p.113
63) 權五榮,｢考古資料를 중심으로 본 百濟와 中國의 文物交流｣,震檀學報66,pp.181~182
64) 郭長根 ｢全州市 德津洞 百濟古墳 調査報告｣전북사학 13집, 전북대학교 사학회, 1990.
65) 盧重國 ｢馬韓의 成立과 變遷｣馬 百 10집, p.40.
66) 金貞培 ｢三韓社會의 “國”의 解釋問題｣韓國史硏究26, p.12.
67) 晉鏡에 대한 상세한 것은 홍사준의 고고미술 1-1,1960. 유우상,호남문화연구4,1966. 崔夢龍,｢考
古學的 資料를 통해서 본 黃海交涉史 硏究 서설｣,震壇學報 66 등을 참조.
68) 全榮來 ｢馬韓時代의 考古學과 文獻史學｣ 마. 백 12 집 . pp.50-51에는 중국사료를 통해서 교섭
의 과정과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10
10
5
.
69)尹武炳은 ｢百濟文化와 湖南｣,金湖文化 83, 9. 39~40쪽에서 백제가 중국에게 관직을 요구할 때 여
러지역 豪族의 관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전남지역은 5세기 후반까지 백제의 직할지가 아니라 호
족들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海洋豪族勢力의 성격과 관련하여 주목을 요한다. )

하였다

마한은 太康 원년부터 년까지 년 동안 회 이상 사신을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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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중국의 宋 齊 梁 陳 등 남조국가들과 활발하게 교섭하였다. 점차 일본열도로 활발하게
진출하였다. 이 때 사용한 항로와 해역은 군산만과 불가분의 관게에 있다. 변산반도의 竹幕洞
유적은 제사유적지로서70) 4세기 중반에서 三國 時代 전시대를 망라하고, 그 이후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이 해역은 그 후 통일신라 시대에도 국제항로서 활용되었다.

5. 결론
본고는 몇 가지 목적을 갖고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동해 남해 황해 동중국해로 이어진 동아지중해의 중핵(core)에 위치하고
있다. 이 동아지중해에서 중요한 전략적 거점 가운데 하나가 군산권이다. 군산권의 핵심은 현
재 군산과 부안 등을 잇는 2강의 하구와 만, 그리고 바깥의 해양이었다. 군산만은 넓고 내부
로 깊숙하게 들어와 있으며, 주위에 작은 만들과 섬들이 포진되어 항구나 부두를 설치하기 적
합한 장소가 많다. 방어체제도 발달하였다. 또한 沿岸漁業과 近海漁業 등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내륙으로는 만경강 동진강 나아가 금강까지 포함하는 河系網을 통해서
상류로는 내륙 깊숙한 지역과 연결될 뿐 아니라 평야지대가 발달하였고, 내륙의 몇몇 도시들
을 엮을 수 있다. 당연히 水陸交通과 해양교통의 結節点으로서 물자의 교환과 교역 등에서 발
생하는 이익이 크다. 이러한 장소들은 해항도시의 역할을 한 곳이고, 삼한의 소국들이 주로
있던 곳이다. 고대국가가 발달한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통제가 비교적 느슨한 지역세력이 오랫
동안 존재했을 것이다.
그런데 해양의 메카니즘을 고려하고, 현재가 아닌 과거( 전근대 이전)의 지형을 추론하면 해
안선은 내륙으로 더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만경강과 동진강이 만나는 만은 더욱 넓었을 것이
다. 또한 灣으로 이어진 2 강의 수로망을 매개로 주변의 몇 몇 도시들은 유기적인 망을 이루
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군산의 지형이 지금과 달리 현재 바다와 인접한 부분이 육
지가 아니었다면 금강 하구와 만경강 하구는 만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직접 연결되지
않더라도 군산을 매개로 금강 하구권과 군산만은 유기적인 체제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군산권(?)으로 설정한 공간은 조금 더 확장하여 북으로는 금강 하구의 서천부터 남으로는 변
산반도의 끝단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발표문은 해양의 메카니즘을 통해서 3강 하구와 만을 유기적인 체제로 이해하면서, 군산
권의 역할과 위상을 이해하고, 범주를 확장시키려는 이론적 시도이다. 질정을 바란다.

70)제사유적에 대한 개념은 유병하 ｢遺蹟의 性格｣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國立全州博物館,1984.P.256
에서 논한 것을 따른다. 이하 죽막동 유물 유적에 대한 편년 및 종류 성격에 대해서는 위의 보고서
와 (韓永熙·李揆山·兪炳夏 ｢扶安 竹幕洞祭祀遺蹟 發掘調査進展報告｣考古學誌4집, 韓國考古美術硏
究所.1992.을 참고하고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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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1분과)-8 토론]

‘전근대 군산권의 해양 역사적 환경 고찰’의 토론
조명일(군산대)

토론문
별지 참조
- 165 -

[기획주제발표(2분과)-1]

韓國의 傳統庭園과 전주 덕진 연못
송화섭(전주대 교수)

Ⅰ. 序論
한국의 전통정원 연구는 주로 조경학의 관점에서 경관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그리고 조선시
대에 조성된 루정과 당각의 정원, 즉 낙향한 선비들이 조성한 별서정원1)이 연구의 중심에 있
다. 심산유곡에 조성된 樓亭과 樓苑이 과연 정원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개념과 정의도 애매
모호한 상태에서 別墅庭園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정원문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달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중
국, 일본 못지 않게 정원문화가 발달하였으나, 역사경관학이나 문화사적 관점에서 연구가 미
흡하다보니 정원문화가 발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정원 연구는 궁궐과 부귀한
사대부 집안과 낙향한 선비들의 거처에 조성된 정원이 초점이 맞춰져 왔고, 연구 관점도 경관
중심이었다. 『삼국사기』백제본기 진사왕조에 궁실을 중수하면서 못을 파고 산을 조성하고 기
이한 새를 기르고 화초를 가꾸었으며, 무왕조에는 인공적으로 물을 끌어들여 궁궐의 남쪽에
궁남지를 조성하였는데, 궁남지를 方丈仙山에 비유하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정원을 도교의 선
경 세계로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2). 이와같이 삼국시대부터 苑池 또는 園池의 조성이 사상
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원 연구에서 이와같은 사상적 배경 보다 경관
적 요소를 강조하다보니 정원의 본질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고, 연못을 공원화하면서 원래
모습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3).
이 글에서는 한국 전통사회에서 정원의 유형과 기능과 성격을 파악하고, 정원의 경관보다는
사상적 배경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전주부성의 북쪽, 지형적으로 본다면 남쪽에 덕
진연못이 있다. 이 연못은 조선 전기 1525년경에 건지산과 가련산 사이에 제방을 쌓으면서
규모가 큰 연못으로 확장되었지만, 제방쌓기 이전부터 천연연못이 있었다. 연못은 연꽃 중심
의 못, 즉 蓮池를 말한다. 전주는 후백제의 도성이 있었던 곳이며, 고려시대에 목사가 파견되
면서 전주부성이 조성되었던 곳이다. 전주부성과 덕진연못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덕진연못
은 단순히 연못에 지나지 않는가 아니면 종교적 상징성 또는 사상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일까
검토가 필요하다. 덕진연못은 고려시대 전주의 전통정원일 가능성이 있다. 부여에 궁남지가
있듯이, 전주에 덕진지가 있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

1) 허균,『한국의 정원-선비가 거닐던 세계』다른세상, 2002, 18쪽
2) 장인성,『백제의 종교와 사회』서경, 2001, 56쪽
3) 그동안 무분별한 公園(こうえん) 개발 사업으로 덕진연못의 원형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이다. 무분
별한 개발은 연화정와 연화철교, 영상음악분수의 설치, 토축형 제방의 해체 등을 들 수 있으며, 공
원화 사업은 보트시설 허가 및 운영, 제방데크 설치, 詩碑 조성, 수변무대 조성 등을 예로 들 수 있
다. 그동안 덕진연못은 전통정원으로서 연못의 정체성을 지키기보다, 일제강점기 식민지형의 덕진
공원으로 개발하면서 전통정원의 이미지는 망가진 채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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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庭園의 槪念
庭園과 樓亭은 槪念이 다르다. 조경학 관점에서 루정을 정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역사경관학 또는 인문학적 관점에서는 정원과 루정은 별개다. 정원과 루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원은 사람들의 상주공간에 조성되는 반면, 루정은 비상주공간에 조
성된다. 정원은 생활의 공간에 조성되는 것이라면, 루정은 은둔과 은일을 즐기기 위하여 심산
유곡의 원림에 조성하는 휴식의 공간이다. 루정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
하여 자연에 묻혀 속세를 벗어나려는 성향에서 조성된 것이다. 그래서 루정은 산간 계곡이나
전망좋은 墩臺에 1채의 건조물을 조성하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정원은 원지 또는 동산이 중
심이며, 정자는 부차적이다. 루정은 사대부들이 道義와 心性을 즐기며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기는 곳이라면, 정원은 안락한 공간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정원은 택지의 상징성을 갖는다
면 루정은 은일의 상징성이 강하다. 정원은 생활공간에 위치한다면, 루정은 생활공간의 밖에
위치한다. 예를들면, 전주의 한벽루, 담양의 소쇄원, 순창의 귀래정, 삼척 죽서루, 진주 촉서루
등 이루셀수 없이 많다. 계곡의 루정과 달리 평지에 루정을 짓고 인위적으로 樓苑을 조성하기
도 한다. 경복궁 경회루원와 남원 광한루원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처럼 루정은 사람의 상주공간이 아니라 한시적 공간이며, 인위적으로 정원을 조성하는 방
식이 아니라, 심산유곡에 건조물 1채를 짓는 방식이란 점에서 루정을 정원으로 분류하기는 쉽
지 않다.
庭園은 ‘뜰(庭)에 있는 원(園)’을 기본으로 한다. 정원은 은둔처가 아니라 상시적 생활공간에
조성하고, 주거공간에 맞게 인공적으로 조성한다. 정원은 주거 공간의 앞 뜰 또는 평평한 공
간에 園(못,산,숲)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園에는 山도 있고 못(池)도 있고 꽃과 나무도 함께
조성한다. 그리하여 정원은 여러 유형이 있다. 이러한 원이 주거 공간의 뜰에 조성되어 경관
을 갖추면 정원이 된다. 정원(garden)의 어원은 gher(울타리)+oden(理想鄕)이라는 합성어이
다4). 정원은 사람사는 곳(宅,村,邑)에 자연경관을 즐길수 있도록 하여 살기좋은 안식처냐 아니
냐를 가늠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낙원(樂園,paradise)이란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곳이냐는 기준이 정원에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정원은 ‘울타리 안의 이상향
세계’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정원을 園宅․園林이라 하고, 정원을 구성하는 요소로
가산(假山), 지호(池湖), 화과수목(花果樹木)을 들고 있다5). 우리나라의 정원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중국 정원의 구성 요소를 그대로 닮은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도교사상과 함께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Ⅲ. 정원의 형태와 유형
발표자는 위와같은 관점에서 루정과 루원을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장 중요한 기준
은 루정과 루원은 사대부 또는 선비들이 활용하는 특정 신분과 계층의 공간이고, 비상주공간
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울안에 있는 원이 아니라 심산유곡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정원의 범주
에 넣을 수 없다. 담양 소새원을 전통정원의 대상이라면 전국의 모든 루정과 루원도 같은 기
준으로 놓고 논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사람들이 상주하는 공간에
4) 심상섭,전주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화 사업 제1차 연구발표문 참고(2013)
5) 劉淑芬,『육조시대의 남경』임대회 옮김, 경인문화사, 2007,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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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는 정원을 대상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발표자는 우리나라 전통정원의 형태를
東山形6), 園池形, 園池假山形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동산형은 작은 산 모양새로 갖춘 정원으
로서 집안의 뜰에 화초와 나무를 심어놓고 자그마한 크기의 造山 형태를 취하고 있다. 원지형
은 물을 끌여들여 못으로 정원을 만들고 연꽃이 피는 蓮池를 말한다. 중국에서는 배를 띄울
정도로 규모가 크기도 한 경우도 있다. 원지가산형은 못 가운데에 가산 또는 동산을 조성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정원은 주거 공간의 규모에 따라 家屋型, 村落型, 邑城型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가옥형은 집안의 뜰마당에 동산이나 원지를 갖춘 유형이고, 촌락형은 마을의 앞 뜰에 동
산이나 원지를 갖춘 유형이며, 읍성형은 읍성의 앞 뜰에 동산, 원지, 원지가산 형태의 정원을
갖춘 유형의 정원을 말한다.
家屋型 庭園7)은 집의 울안 뜰 마당에 동산을 조성하는 방식인데, 집의 규모가 큰 경우 뜰
마당에 園池를 두는 곳도 있다. 집 안의 東山庭園은 坐式生活에 맞게 마루에 앉은 눈높이에
서 화초와 나무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정원인데, 이러한 동산정원은 밖에서 안을 바라볼수
없도록 하는 차단하는 기능도 갖고 있으며 대문 안쪽에 위치하는 造山의 의미도 갖는다. 집안
에 조산과 堂山을 두고 울타리로 좌청룡, 우백호를 두는 방식은 집안을 小宇宙 공간으로 조성
하려는 성역화가 전통적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8). 그런데 구례 운조루는 대문 밖에 園池
假山形 정원을 두었다. 이러한 사례는 울안 뜰이 비좁을 경우에 대문 밖에 정원을 조성하는
형식이다.
村落型 庭園9)도 東山形과 園池形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마을의 울안에 위치한다. 마을의
울타리는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과 우백호로 마을의 울타리를 설정한다. 마을은 각 가옥이라
는 소우주공간들이 집합해있는 우주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마을주산에 당산과 마을앞에 조산
이 위치하는 마을이 많다. 정원은 조산이 위치하는 곳에 조성된다. 東山庭園은 자연동산과 인
공동산이 있다. 인공동산은 인공적으로 산을 만든 造山으로 풍수비보적 기능을 한다. 飛鳳抱
卵形 形局을 갖춘 마을에서는 卵形 東山을 갖춘 마을도 있다10). 마을 앞의 조산은 동산이 아
닐 경우에는 마을숲 또는 造塔을 조성한다. 그래서 마을 뜰안에는 造塔, 造山, 里藪가 위치한
다. 촌락의 園池庭園은 마을 앞 뜰에 조성되는 원지를 말하는데, 이러한 원지는 연꽃이 피는
蓮池 또는 늪지로 조성된다. 원지는 마을숲(里藪)과 함께 조성되는 사례도 있다. 이와같은 촌
락의 원지정원은 자연경관 외에 풍수비보의 기능도 갖고 있다.
邑城型 庭園11)은 邑城, 府城, 宮城 앞 뜰에 위치하는 동산, 원지, 원지가산를 말한다. 조선
후기 군현지도에 군현의 읍성 앞에 연못을 갖춘 곳이 많다. 이 연못은 지방관아의 정원기능을
한다. 읍성을 성곽으로 둘러싼 성내에 연못을 조성하여 정원으로 삼었다. 읍성형 정원은 면적
과 규모에 따라 원지 또는 원지가산형의 형식으로 만들어 졌다. 군현 단위의 읍성형 정원 외
에 경주 안압지, 부여 궁남지같은 궁성형 정원이 있다. 경주 안압지와 부여 궁남지는 삼국시
6) 새우리말 큰사전(삼성출판사,1974)에 동산(東山)은 ‘마을가까이에 있는 작은 산’, ‘큰 집의 정원에 만
들어놓은 작은 산 또는 숲’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7) 조선후기 헤원 신윤복의 풍속화에 연지옆 마루에 한가로이 앉아서 담뱃대를 들고 있는 기녀의 모습에
서 가옥형 연지가 일상적인 가옥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8) 송화섭,「가정신앙에서 영등제와 천륭제」『한국의 가정신앙』하권,민속원,2005
9) 촌락형 정원은 전통마을에서는 거의 마을마다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다만 그 규
모상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10) 전북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는 마을앞에 동산이 조성된 비봉포란형 마을이다.
11) 읍성형 정원은 1872년 전국 군현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정원의 위치가 대체로 남쪽 방향이며,
관아의 전면에 조성하는 것일 일반적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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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조성한 宮城庭園이다. 궁성정원도 읍성형 정원과 기본적인 구도는 같다. 가옥형이건 촌
락형이건 읍성형이거 궁성형이건 기본적으로 연못이 조성되는 위치와 배치구도는 같다. 연못
과 가옥, 촌락, 성읍이라는 사람들의 상주공간의 전면에 배치하는 것은 궁성에서도 동일한 구
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주의 덕진연못은 기본적으로 읍성정원의 구도를 갖춘 府城
庭園이라 할 수 있다.

Ⅳ. 덕진연못의 歷史性
사료에 덕진연못이 처음 등장하는 시점은 조선 전기이다. 서거정의 시,『조선왕조실록』중종
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전주부, 『증보산림경제』등의 사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등장한다.
(A) 전라도 관찰사 홍경림이 전주부의 품관 현령 정고석 등 50여인의 등장을 치계받았다. 내용인 즉은
本府는 다른 州府와 같은 데가 아니고 곧 우리 태조의 왕실이 발상한 지역인데, 지형이 남쪽은 높고 북
쪽은 虛하여 바닥 기운이 분산하기 때문에, 鎭山 이름을 乾止山이라 하고 또한 제방을 쌓고서 이름을 덕
진(德津)이라 하였으며, 절을 창건하여 건흥사(乾興寺)라 하고, 또한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산을 가련산
(可連山)이라 이름한 것이 모두 『輿地勝覽』에 실려 있습니다. 나무꾼을 금단하고 경작을 금단한 지 그
유래가 이미 오랜데, 廢朝 때에 총애받던 녹주(綠珠)가, 건지산 안팎 계곡과 德津堤의 나무를 모두 베어
내고 개간한 것을 反正후에 예전처럼 도로 묵혔습니다. 그런데 뒷날 菁川府院君 柳順汀이 功臣田 준례
에 의해 떼어받아 개간하여 왕실 고장의 진산이 마침내 빨갛게 되었으므로 온 고을 민중들이 팔을 걷어
올리며 통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예전처럼 경작을 금단하고 도로 묵혀 왕실이 발상한
고장을 가꾸게 하소서12).
(B) 덕진지(德眞池)는 부의 북쪽 10리에 있다. 부의 지세는 서북방(西北方)이 비어 있어 전주의 기맥
(氣脈)이 이 쪽으로 새어버린다. 그러므로 서쪽의 가련산에서 동쪽의 건지산(乾止山)까지 큰 둑을 쌓아
기운을 멈추게 하고 이름을 덕진(德眞)이라 하였으니, 둘레가 9천 73자이다. 풍월정(風月亭)의 시에, “깊
은 못을 한번 바라보니 푸른 하늘이 비쳐 있네. 옛부터 이 못을 파기에 몇 사람의 공이 들었을까. 마을
연기 멀리 끼어 가을 달이 몽롱하고, 어부의 피리 소리는 저녁 바람에 비꼈도다.” 하였다. 『신증』 유순
(柳洵)13)의 시에, “깊고 맑은 물에 허공이 비쳐 있고, 德을 쌓았으니 제물(濟物)하는 공(功)을 갖추었네.
이곳에 참 용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세상 어느 곳에서 뇌풍(雷風)을 찾았으리오.” 하였다14).
(C) 乾止山 일맥이 서쪽으로 가서 德池15)에 다다르는데 아주 깊고 넓다. 그곳을 지나면 그곳을 지나

12) 『朝鮮王朝實錄』中宗實錄 中宗 20年 8月 1日
全羅道觀察使洪景霖, 以道內全州府品官前縣令鄭考石等五十餘人等狀馳啓, 其略曰: 本府則不與他州
同, 乃我太祖璿源毓慶之地, 而南高北虛, 氣脈洩焉, 故名其鎭山曰乾止山, 而又築堤, 名曰德津, 創寺曰
乾興, 其西又有小山, 名曰可連, 俱載《輿地勝覽》。禁樵、禁耕, 其來已久, 至廢朝, 內嬖綠珠, 其乾止山
內外渠、德津堤, 盡爲斫伐開墾。 反正後, 如舊還陳矣, 而其後菁川府院君柳順汀, 以功臣田, 例受起
耕, 御鄕鎭山, 終至濯濯, 一邑人民, 扼腕痛憤。 伏請依舊禁耕還陳, 以培璿源毓慶之地。
13) 柳洵(1441～1517) 조선시대 문신으로서 본관은 文化, 자는 希明, 호는 老圃堂으로 많은 시를 남긴
문인이다.
14) 『新增東國輿地勝覽』第33卷 全羅道 全州府 山川條
德眞池 在府北十里府之地勢乾維空缺氣脈浅焉 故西自可連山東屬乾止山 築大堤以上 地名德眞周九千
十三尺風月
亭詩-深淵暎翠空古來開鑿幾人功村烟數里籠秋月漁笛一聲橫晩風 新證柳洵詩一泓澄徹映
虛空蓄德仍收濟物功是處 眞龍如不起世間何地覓雷風
15) 덕지는 덕진연못의 표기로서 고지도에는 德津池, 德津堤로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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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평강에 이른다. 큰 들에 구불구불 휘감고 돌면서 만마동수를 맞이하는 자리는 아주 좋으니 실로 갈만
한 곳이다.16)
(D) 덕진연(德津淵)17)
덕으로 이름 지은 그 말이 헛되지 않았도다 / 以德名津語不空
백성에게 은택입혀 세상 구제한 공이 있네 / 澤民曾有濟時功
그 누가 알리오 깊은 못에 용이 누워서 / 誰知泓臥龍行□
때로 능히 십우와 오풍을 행사하는지 / 十雨時能又五風

(A)(B)(C)(D)는 전주 덕진연못과 관련된 기록이다.
(A)는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에 실린 1525년(중종20) 8월 1일 역사기록이다. 전라도 관찰
사 洪景霖18)이 전주부에 사는 품관 전 현령 정고석(鄭考石) 등 50여 인의 등장(等狀)을 치계
(馳啓)하여 덕진연못에 제방을 축조하고 덕진이라고 명명했다는 내용이다. (D)는『동국여지승
람』의 덕진연못 축조 사실을 재인용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덕진제방은 1525년(중종20)에 완
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선 후기에는 전주의 건지산을 진산으로 하였으며, 전주 지세가
남쪽이 높고 북쪽이 허하여 지기가 분산되어 유실될 위험이 있기에 제방을 쌓고 덕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전주가 배역지지의 형세로서 북서쪽이 空虛하여 자연스럽게 서북쪽의 건
지산을 전주의 진산으로 설정하고 공허한 뜰을 제방으로 비보한 것이다. 조선 왕실의 발상지
인 전주의 진산이 벌목과 개간으로 황토빛의 벌거숭이 산으로 방치하는 것은 옳치 못한 일이
니 鎭山裨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선전기에도 그만큼 방위와 풍수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B)는 『신증동국여지승람』전주부에 실려있는 전주 덕진연못에 관한 기록이다. 덕진제가 건
지산에서 가련산까지 전주의 기맥을 멈추게 할 목적에서 만든 제방임을 밝히고 있다. 덕진제
가 둑비보의 기능으로 해석하였으며, 완공된 제방과 덕진연못의 둘레 길이를 기록으로 남겼
다. (B)의 시는 제방을 쌓는데 많은 노동력이 동원된 것을 연못을 판 것으로 기술해 놓았다.
그렇다면 柳洵의 詩에 “이곳에서 참 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세상 어느 곳에서 雷風을 찾을
수 있으리오”라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순의 詩는 조선 전기에 지식인들이 덕진연못을 용의 처소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그가 1517년에 생애를 마쳤다는 점에서, 유순은 제방을 쌓기 이전에 덕진연못의 경관에
감탄한 시문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덕진연못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자생적인 천연연못
이었으며, 그 연못을 용의 처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덕진연못의 용왕을 신룡으로 인식하고 기
우제를 지낸 사실이 이규보의「全州祭龍王祈雨文」에서 확인된다. 고려시대에 덕진연못을 신성
시하고 용왕의 처소라고 인식하게 된 동기는 바닥에서 솟아나는 용천수와 소나무숲에 둘러 쌓
인 옹달샘같은 아름다운 경관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규보가 「全州祭龍王祈雨文」에서 밝힌 하늘
못(天之潭)은 덕진연못을 가리키는 것이며, 유순의 시에 표현된 眞龍은 이규보가 표현한 神龍
(龍王)과 동일한 것이다. 고려시대부터 덕진연못은 성지로 인식하였으며, 덕진연못의 용왕을
대상으로 기우제를 지낸 것이다.

16) 柳重臨,『增補山林經濟』東國山水錄
17)
,
18) 洪景霖은 본관은 南陽, 자는 운경이며, 1510년(중종5)에 式年試 丙科에 급제하였다. 강원도 관찰사
에 이어 1525년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해왔었다.

徐居正 『四佳集』「四佳詩集 卷之四十五」沛鄕十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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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유중림이 편찬한 『증보산림경제』에 나오는 내용인데, 전주의 덕진연못이 아주 넓고
깊다고 기술해놓았다. 덕진연못이 처음에는 연방죽같은 작은못이었으나, 건지산과 가련산을
연결하는 제방을 쌓아 못의 면적이 넓어진 상태를 기술해놓은 것이다. 덕진연못이 깊다는 표
현은 연못 가장자리가 아니라 가운데에 물수렁같은 곳에서 용천수가 솟아 나온 것을

표현한

것이다. 유중림이 덕진연못의 물수렁에서 솟는 용천수를 목격하였기에 그 곳을 깊은 곳으로
인식한 것이며, 유순이 말한 진룡의 처소 인식과 같다. 『증보산림경제』가 1766년경에 간행되
었는 바, 조선 후기 덕진연못은 규모상 오늘날과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
(D)는 15세기에 徐居正(1420~1488)이 읊은 德津淵은 沛鄕十詠가운데 하나다. 서거정은 덕
진제방 축조 이전에 생몰한 인물이다. 덕진제방을 쌓기 이전에 德津이란 지명이 사용되었고,
덕진연못을 용왕의 거처하는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徐居正은 (C)의 柳洵과 같은 맥
락으로 덕진연못을 ‘神聖한 못’ 즉 성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곳의 龍은 德을 베푸는 龍왕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덕진연못의 潛龍은 십우오풍하는 영험을 갖고 있기에 전주사람들이 매년
그곳에서 우순풍조를 기원하는 祈雨祭의 대상으로 용왕이었다.
서거정의 덕진연은 덕진연못이 조선 전기 이전부터 있었고, ‘덕진’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음
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고려시대 말경에 李圭報(1168-1241)가 『東國李相國集』에 쓴 「全州祭
龍王祈雨文」에 등장하는 천지담(天之潭)이 덕진연못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全州

祭龍王祈雨文」에는 전주에서 용왕에게 기우제를 지냈다는 제신문인데, 천지담을 덕진연못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우제의 대상이 용왕이란 점에서는 (B)(C)(D)의 용왕과 같다. 따라서
「全州祭龍王祈雨文」은 덕진연못에서 거행된 기우제로 보아야 한다. 이규보가 쓴 전주에서 용
왕에게 기우제를 지낸 제신문은 다음과 같다.
(E)한 나라의 가뭄은 조정에 있는 이들의 수치요, 한 지방의 가뭄은 고을을 지키는 자의 죄라. 생각하
건대, 이 남방이 두 경계로 갈라졌으니, 나주(羅州)가 변두리를 둘렀고, 전주(全州)가 그 즈음을 연결했는
데, 어찌 저 나주에는 비를 주고 우리 전주만 가물게 하는고. 하늘이 무슨 사(私)가 있어서 그러하랴. 자
못 우리들이 정치를 잘못한 것이 그 원인이라, 하늘의 노염을 용서 받을 수 없거든 감히 용왕신에게 먼
저 빌겠는가. 그러나 하늘의 못(潭)은 오직 용왕(龍王)의 주도하는 바라, 용왕의 간청이라면 하늘이 어찌
듣지 않으랴. 이때에 비를 얻는 것은 관리의 효험이 아니고, 바로 용왕의 공(功)입니다. 이해가 흉년이
되지 않는다면 어찌 그 보답의 제사가 풍부하지 않으리까19)

(E)는 전주에 지방관리로 지냈던 이규보가 쓴 기우제신문이다. (E)는 고려시대 전주에서 기
우제를 지낸 최초의 기록인데, 이규보는 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덕진연못의 용왕이 비를 내리
게 하는 영험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이규보는 용왕의 처소인 천지담을 덕진연못으로 명시하
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선전기에 서거정과 유순의 시문에서 용왕의 처소로 덕진연못을 지목하
고 있기에 천지담은 덕진연못 외에 다른 곳을 설정할 곳이 없다. 덕진연못에서 용왕에게 제사
를 지낸 역사가 고려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고, 덕진연못을 천연의 담(潭), 천지담(天之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천지담은 하늘의 못인데, 하늘의 못이 덕진연못이었고, 그 연못에 거처하는
용왕은 하늘의 용왕(天龍)으로 볼 수 있다. 천룡은 하늘에서 강우를 주관하는 주체이며, 연꽃
화생하는 왕생연지(往生蓮池)에 거처하고 있다.20) 그곳의 천룡이 전주의 덕진연못으로 강림한
19) 李奎報,『東國李相國集』「全州祭龍王祈雨文」
「一國之旱 則在朝者羞 一方之旱 則守土者罪 惟此南方 岐爲二界 羅帶于陬 全襟其會 何彼境之得滋
獨吾偏之未漑 天豈有私而爲是歟 殆因吾輩之政穢 天怒不可干兮 敢先黷于厼神龍 天之澤惟龍所導 龍
之請天豈不從 在斯時而得雨 非吏之效 而乃龍之功 歲不至於飢歉 何報祀之不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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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21).
덕진연못은 1525년(중종 20)년 현재와 같은 규
모로 확대되었지만, 1525년 이전, 고려시대에는 천
연못이었고, 徐居正과 柳洵은 천연의 덕진못을 찬
탄하는 시문을 남긴 것이다. 덕진연못의 천연성은
건지산의 水源과 龍泉水가 솟는 지질구조와 관련
이 있다. 덕진연못은 지하의 용천수가 분출하는 지
질구조와 건지산의 계곡에서 흘러내려온 맑은 물
이 항상 넘쳐흘렀다고 한다. 덕진연못 주변 덕암마
을 사람들은 덕진연못의 물이 99군데에서 나온다

〈그림67 전주 덕진연못 전경〉

고 증언하고 있다. 덕진연못의 물은 항상 넘쳐 흘렀고, 마른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입증하
듯 덕진연못 물탕거리의 무넘이(물이 넘치는 곳) 구조다. 무넘이(水越址)는 물이 차면 자연스
럽게 넘치도록 만든 둑 이다. 마을주민들은 무넘이를 물탕거리라고 불렀으며, 그 옆에는 龍宮
閣이 있고, 4월초파일 기우제(용왕제)를 지내는 곳이며, 5월 단오물맞이를 즐기는 인파가 넘쳐
났던 곳이기도 하다고 한다. 그리고 ‘덕진’이라는 지명은 고려시대에 德津에 나루터가 있었던
곳임을 말해준다22).
문제는 덕진연못이 어느 시기부터 전통정원으로 기능을 하였느냐 하는 점이다. 전주는 후백
제 궁성이 있었던 곳이고, 후백제가 멸망하던 936년에 고려정부는 전주에 안남도호부를 설치
하였다가 현종 9년(1018)에 안남대도호부로 승격하였다가, 12목의 지방제도를 도입하면서 全
州牧으로 고쳐 목사를 파견하다가 공민왕 5년(1356)에 完山府로 변경한다. 그리고 조선건국과
함께 完山留守部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주부성의 전라감영터를 발굴해보니, 통
일신라기 건물지가 발견되었고, ‘官’자명의 명문기와와 ‘全’자명의 명문기와가 발견되었다23).
그리고 고려시대에도 건물지와 함께 청자편, 철화청자모란문, 철화청자초문, 철화압출양각접시
편, 연화문수막새, 당초문암막새 등 기와편이 출토하였다. ‘관’자명의 명문기와는 후백제 도성
인 전주성유적에서 다량 출토된 바 있다24). 통일신라기 ‘全’자 명문기와는 통일신라가 신문왕
5년(685)에 9주 5소경 지방제도를 시행하면서, 9주가운데 완산주를 ‘全州’로 바꾸어 治所를
설치할 때에 조성한 관아의 유물로 보인다.
그리고 고려시대 건물지는 현종 9년(1018)에 牧司를 두면서 조성하였거나 그후 고려말 完
山府를 설치할 때에도 전주의 관아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라감영의 발굴 유적에서 후
백제의 궁궐유적과 유물은 발견되지 않는다25). 통일신라 시기의 관아 건물지에서 고려 중기
이후에 건물지가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라감영 터에서는 통일신라말과 고려시
대 초의 공백기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후백제가 다른 곳에 궁성을 조성하였음을 의미한
다. 전주부성의 관아 조성은 후백제 멸망이후에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라감영터
20)
21)
22)
23)

김영재,『고려불화 실크로드를 품다』운주사, 2004, 58쪽
(사)전북전통문화연구소,『전주용왕제연구』민속원, 2013.
송화섭,「전주 덕진연못의 성지 인식과 의례」『지방사와 지방문화』제13권 1호, 역사문화학회,2010
(재)전북문화재연구원,『전라감영』유저조사보고제34책, 2009, 82쪽
24)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84 85쪽, 참조
25) 최근 군산대학교 곽장근 교수는 후백제 궁성유적을 전주시 중노송동 문화촌 일대로 비정하고, 고려
정부가 후백제 멸망과 함께 궁궐을 파괴하고 수장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장된 후백제 궁터
는 오랫동안 인봉지로 큰 못을 이루다가, 1960년대 공설운동장으로 변경되었다가 문화촌으로 개발되
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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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려시대 출토유물가운데 철화청자 초문 매병편과 철화청자 모란문 잔편은 12세기 전반에
만들어지던 청자로서 목사가 파견된 이후에 줄곧 고려말 완산부까지 전주부성이 축조된 것으
로 보인다.
그렇다면 덕진연못은 완산부의 전통정원으로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거정이나 유순
이 조선 초기에 덕진연못을 찬탄하는 시를 쓴 것은 고려시대에 전주에서 대표적인 聖池요, 상
징적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Ⅴ. 덕진연못의 象徵性
덕진연못의 상징성은 乾止山地形圖와 全州地圖에 나타난다.
건지산지형도에는 조경단의 背山은 乾止山 兜率
峰이고, 臨水는 덕진연못으로 그려져 있다. 『조선왕
조실록』에 전주의 진산을 乾止山이라고 한 것도 全
州李氏의 始祖인 李翰의 墓와

관련이 있다. 건지산

지형도는 肇慶壇(李翰의 墓)의 풍수형국도인데, 덕진
연못은 건지산의 대지골과 명주골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조경단 앞에서 합수하여 蓮花川을 이루고 덕진
연못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점에서 조경단의 臨水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러나 1872년에 제작된 군현지도가운데 전주지
도는 전주부성과 덕진연못의 구도를 잘 묘사하고 있
다. 덕진연못은 삼례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大路, 즉
나들목에 위치하고, 건지산과 가련산을 이은 덕진제
방을 경계로 연못이 조성되어 있다. 용산평(龍山坪)
은 전주부성의 앞 뜰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앞 들판

〈그림68 1872년 전주지도〉
(野) 가운데에 덕진연못이 위치한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삼레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초입에 덕
진연못이 위치하고, 전주의 지세로 본다면 전주부성의 남쪽에 위치하고, 풍수지리의 구도로
본다면 전주의 북쪽에 위치한다. 그러나 집안의 연못, 마을의 연못의 위치를 대비시킨다면 덕
진연못은 읍성(또는 부성)의 연못으로 규정하는데 문제는 없다. 집안의 연못과 마을의 연못과
궁성의 연못도 모두가 남쪽 뜰(庭)에 위치한다. 이러한 구도를 전주부성과 덕진연못의 구도에
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덕진연못은 전주부성의 연못이요, 정원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구분한 정원의 기준을 전주 덕진연못에 적용한다면, 邑城形 庭園이요, 園池假山
型 庭園이라 할 수 있다.
전주시민들은 덕진연못을 매우 신성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전기의 문인이던 서거정
과 유순의 詩에서 오풍십우의 조화를 부리는 용왕이 덕진연못에 있다고 노래한데서 알 수 있
다. 고려시대부터 덕진연못은 용왕의 처소로서 용궁같은 신성한 못이었으며, 덕진용왕에게 기
우제를 지냈으며, 용왕의 영험성에 의탁하여 사월초파일(음4.8)에 용왕제를 지내는 관행은 조
선 후기까지 지속되었다. 이 뿐만아니라 덕진연못에서 ‘단오물맞이’하는 관행은 지금까지도 지
속적으로 전승하고 있다26). 왜 이처럼 역사적으로 전주사람들은 덕진연못을 신성시하고 성지
26) 송화섭․김경미,「1930년대 전주 덕진연못의 단오물맞이-1938년 7월 18일 동아일보 신문기사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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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池)로 여겼을까 하는 점이다. 이 문제를 푸는 코드로서 密敎의 擇地法을 적용해보고자 한
다.
『守護國界主陀羅尼經』卷 第九 陀羅尼功德軌儀品
만약 曼茶羅를 建立하고자 할 때에는 금강아사리는 먼저 그 땅․산․들을 택해야 하느리라. 그 땅은 갖
가지 과일나무가 자라가 부드러운 풀과 이름난 꽃이 있으며 평탄하여 좋아할 만한 곳이어야 한다. 혹은
청정한 연못이 있거나 늪에는 샘이 흐르고 물이 가득차 있다. 부처님께서 칭찬하는 곳이면 어느 만다라
를 건립해도 좋은 곳이다. 큰 강둑이나 龍의 연못 근처에 이른바 優鉢羅花, 拘勿頭花, 波頭摩花, 芬陀利
花 등 연꽃으로 장엄한 곳이다. 그 곳에서는 오리․기러기․鴛鴦․白鶴․鸚鵡․舍利․拘枳羅 등 온갖 묘한 새들
이 날아와 모여서 莊嚴한 곳이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독각과 성문들이 일찍이 머물렀던 곳으로
적정하여 찬탄할 만하다. 天龍이 守護하는 곳이며, 다른 城邑․聚落․僧房․舍宅․堂閣․塔廟와 天使牛가 머무
는 한가하고 고요한 庭園이 있는 빈집가운데 만다라를 함께 건립해야 한다. 만약 이처럼 법다운 곳이 없
으면 편한대로 사용하여 안치하되 심지에 따라 건립해야 한다.27)

위의 밀교의 택지법은 어느 곳에 만다라는 조성하는 것이 좋은지 擇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曼茶羅는 불교의 우주적 세계를 말하는데, 우주적 세계는 불교적인 신성한 세계를 지칭
한다. 『守護國界主陀羅尼經』제 9권 陀羅尼功德軌儀品에는 만다라를 건립할 때에는 먼저 땅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땅은 청정한 연못이 있거나 늪에는 샘이 흐르고 물이 가득차 있어야 하
고, 그 龍의 연못에는 연꽃이 장엄하고, 현묘한 새들이 모여들어 장엄한 곳이어야 한다는 입
지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천룡이 수호하는 城邑, 聚落, 堂閣, 僧房 등에 한가하고
청정한 연못(閑靜園苑)이 있는 곳이라면 만다라를 건립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러한 구도
는 高麗時代 불화인 觀經十六觀變相圖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찰의 당각 앞에 蓮池가 조성
되어 있는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지 안쪽에 조성된 성읍과 취락은 만다라의 세계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덕진연못과 그 안쪽에 위치한 전주부성의 구도는 가히 찬탄할 만한 만다라의 세계이다. 덕
진연못과 전주부성은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曼茶羅라는 불교적 우주적 공간 체계에서 이
해해야 한다. 덕진연못은 신성한 제단이라면, 전주부성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理想的인
城邑(또는 府城)으로서 曼茶羅다. 불교의 우주적 세계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佛說彌勒下生
成佛經』에 등장하는 극락세계의 구도와 전주의 구도가 같다는 것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시
두말성(翅頭末城)이 全州라면, 兜率天內院宮이 全州府城이며, 龍宮이 덕진연못 속에 위치한다
는 구도와 같다. 그런 점에서 덕진연못은 전주가 사람살기에 좋은 최고의 勝地요, 吉祥地를
상징하는 神聖한 연못이란 점이다.
덕진연못이 蓮池로서 주목을 받은 시점은 고려시대 密敎의 발달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사
실은 1200년(고려 신종 3년)에 이규보가 「全州祭龍王祈雨文」을 『東國李相國集』에 실은데서

으로」『지방사와 지방문화』제16권 1호, 역사문화학회, 2013

『守護國界主陀羅尼經』卷第九 陀羅尼功德軌儀品 第九
若欲建立曼茶羅市 金剛阿闍梨先擇其地 若山若野其地若有種種 果木軟草 名花平坦可樂 或有淸淨池只澄
潭泉流盈滿 諸佛稱讚可以建立曼荼羅場 或大河側或近龍池蓮華莊嚴 所謂優缽羅花拘勿頭花波頭摩花芬陀
利花 復有鳧雁鴛鴦白鶴孔雀 鸚鵡舍利拘枳羅等 諸妙鳥王翔集莊嚴 或是諸佛及諸菩薩獨覺聲聞曾所止住寂
靜可讚 諸天龍等所守護處 及餘城邑聚落僧房舍宅堂閣 塔廟天祠牛所住處 閑靜園苑空舍之中 並可建立此
曼荼羅
27)

.

- 174 -

알 수 있다. 「全州祭龍王祈雨文」은 지방관리로 전주에 내려온 이규보가 덕진용왕을 하늘못(天
之潭)에 거처하는 천룡(天龍)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인데, 『彌勒下生成佛經』에 도솔천 내원궁
의 앞뜰에 위치한 용궁에 위치하고 천룡이 그곳에 거처한다. 이러한 구도를 그대로 전주에 대
입시켜보면, 시두말성(翅頭末城)이 全州라면, 兜率天內院宮은 全州府城이며, 龍宮은 덕진연못
에 비유될 수 있다. 실제 1970년대까지 덕진연못 옆에 용궁각이 위치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제 3대 용화부인이 매년 사월초파일에 용왕제를 거행하였다고 한다. 1762년(영조38)에 金鍾正
이 쓴 『雲溪曼稿』全州道中에 전주의 사월초파일 풍속에 물머리에 장막을 치고 무당이 용왕에
게 굿을 하였다(賽龍王 -州俗四月八日 設屛帳於水上 相與飮食遊嬉 以祭龍王云)는 기록이다.
고려시대 佛敎의 護法龍에게 祈雨祭를 지내는 전통과 관행이 조선 후기를 거쳐 1970년대까지
지속된 것이다.

Ⅵ. 全州 府城庭園으로서 덕진연못
1. 궁성정원
덕진연못이 전주부성의 못이라는 이해를 돕고자 백제와 신라의 궁성정원인 궁남지와 월궁지
에 대하여 알아보자.
㈎ 봄 정월에 궁성을 고치고 수리하였으며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기이한 새와 화초를 길렀다28).
㈏ 봄에 대궐 동쪽에 임류각을 세웠는데 높이가 다섯 길이나 되게하고 연못을 파고 진기한 새를 길렀
다. 간관들이 이에 항의하여 글을 올렸으나 대답하지 않고 다시 간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대궐의 문
을 닫아두었다29).
㈐3월 궁궐 남쪽에 못을 파고 20여리에서 물을 끌여들였으며, 언덕에는 버드나무를 심고 물가운데는
도서를 축조하여 方丈仙山에 비기었다.”30)
㈑ 2월 대궐 안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진기한 새 짐승을 길렀다31).
㈒ 정월 모제(母弟) 수종(秀宗)을 부군(副君)으로 삼아 월지궁(月池宮)에 들어와 살게 하였다32).
㈓ 안압지 천주사 북쪽에 있다. 문무왕이 궁궐안에 못을 파고 돌을 쌓아 산을 만들었으니 무산십이봉
을 본떴으며, 화초를 심고 진기한 새를 길렀다. 그 서쪽에 임해전의 터가 있는데, 주춧돌이 아직도 밭이
랑 사이에 남아있다33).

(가)는 백제 진사왕 7년(391) 봄에 궁실을 수리하면서 처음으로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궁
성정원을 조성했다는 기록이다. 이 연못은 한성백제 시기에 궁궐 내에 조성한 것이다. (나)는
백제 동성왕 22년(500) 궁궐 동쪽에 임류각을 세우고 연못을 파고 진기한 새를 길렀다는 기록
이다. 웅진 시기의 궁성은 공산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류각 유적을 발굴한 결과 5세기말에
서 6세기초로 추정되어 백제시대 임류각의 조성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산성 내

辰斯王 7年 “春正月, 重修宮室, 穿池造山, 以養奇禽異卉”.
『三國史記』百濟本紀 東城王 年 春 起 臨流閣 於宮東 高五丈 又穿池養奇禽 諫臣抗疏不報
恐有復諫者 閉宮門
30) 『三國史記』百濟本紀 武王 35年 “三月, 穿池於宮南, 引水二十餘里, 四岸植以楊柳, 水中築島嶼, 擬方
丈仙山
28) 『三國史記』百濟本紀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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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三國史記』新羅本紀 文武王 14年 “二月 宮內穿池造山. 種花草. 養珍禽奇獸”
32)『三國史記』新羅本紀 憲德王 14年 “春正月 以母弟秀宗(或云秀升)爲副君 入月池宮”
33)『三國史記』新羅本紀 卷21 慶州府 “雁鴨池在天柱寺北文武王於宮內爲池積石爲山象巫山十二峰種花卉
養珍禽其西有臨海殿基礎砌猶在田이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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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못의 석축유구가 발굴되었는데, 그 유구의 퇴적층에서 발굴퇸 유물로 보아 연못의 축조연대
를 5세기말 6세기초로 추정하고 있다3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볼 때, 웅진백제 시기에도 궁성
으로 추정하는 공산성에 연못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는 백제 무왕 35년(634) 도읍인 부
여에 궁남지를 조성했다는 기록이다. 부여의 宮南池는 사비궁성의 남쪽에 위치하였다는 못인
데, 지금도 옛 모습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백제시대에는 각 왕성에 연못을 조
성하였고 화초를 심고 기이한 새를 길렀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백제 동성왕은 간신들
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정원 조성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조성하였다.
(라)는 신라 문무왕 14년(674)에 궁궐 내에 궁궐내에 못을 파고 가산을 만들었으며, 화초를
심고 진기한 새를 길렀다는 기록이다. 그 못가에 임해전을 조성하였으며, 궁궐의 동궁 앞에
임해전을 두었다. 신라 헌덕왕 14년(822)에는 궁궐의 연못을 ‘月池’라 하였으며, 최치원이 찬
한 봉암사지증대사비문에는 ‘月宮池’로 표기되었다. 이러한 신라 궁성연못의 명칭은 신라 왕성
의 명칭이 月城(또는 在城)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월성은 半月城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
라의 왕성을 지칭한다. 월지 또는 월궁지는 신라왕성의 연못을 지칭하는 것인데, (바)와같이
조선 초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경주부에는 월지, 월궁지를 안압지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기에는 월성이 위치하였기에 월지라고 불렀으나, 고려시대에 왕성이 없어진 까
닭에 안압지로 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은 월지에 기러기와 오리 등 진기한 새를
기르던 곳이기에 고려시대에 안압지로 개명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와 신라의 궁성정원에서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백제와 신라의 궁성에는 궁의 남쪽이나 궁성 내에 연못을 조성하고 연못을 조망할 수
있는 전각, 즉 백제는 臨流閣, 신라는 臨海殿을 조성하였다는 사실이다. 임류각은 공주강 변
에 조성한 전각에서 비롯된 명칭으로 보이며, 임해전은 월지의 규모가 池湖 수준이었기에 붙
여진 지명으로 보인다. 백제도 사비궁성의 남쪽에 궁남지를 조성하였고, 신라도 월성의 남쪽
동궁 앞에 월궁지를 조성하였다. 연못 안쪽에 궁궐을 조성한 것이 공통점이다.
둘째, 못을 판 뒤에 못가운데에 假山을 만들고, 못가에 화초를 심고, 진기한 새를 길렀다는
점이다. 백제 무왕대에는 궁남지를 方丈仙山에 비유하였고, 신라의 월지는 巫山十二峰에 비유
하였다. 방장산과 무산십이봉은 중국에서 신선이 산다는 선경의 세계를 지칭하는 산의 이름이
다. 따라서 못을 파서 가산을 만들고 중국의 선산 명칭을 빌린 것은 궁궐을 선경의 세계로 조
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며, 이와같은 백제, 신라의 궁성정원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으로 보인다.
셋째, 백제와 신라 모두 궁성정원을 조성하는 방식이 같다. 못을 파고 산을 만들고 화초를
심고 진기한 새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전형적인 園池假山形 宮城庭園이다. 그런데 백제 무왕
대에는 궁남지를 조성하면서 화초보다는 楊柳를 식재하였으며, ‘造山‘이란 표현보다 ‘島嶼’라
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궁남지변을 ‘四岸’으로 표현하여 궁남지가 방형이었으며, 바다처럼 넓
은 큰 규모의 연못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 월지변에 건축한 누각을 임해전이라고 부른 것
을 고려하면 마치 바다와 같은 池湖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화초와 진기한 새를 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백제 궁남지에는 양류를 식재한 것은 단지 도교적 요소보다도 불교적
인 천상의 연못을 조성한 면을 엿볼 수 있다.
앞 장에서 인용한 『守護國界主陀羅尼經』卷 第九 陀羅尼功德軌儀品에 백제와 신라에서 궁
성안에 연못을 파고 화초를 심고 진기한 새를 길렀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화초는 연못가에 심을 수 있으나, 대체로 연못에는 다양한 연꽃(優鉢羅花, 拘勿頭花, 波頭摩
34) 장인성,앞의 책, 5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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花, 芬陀利花 등)을 식재하는게 일반적이며, 진기한 새는 오리․기러기․鴛鴦․白鶴․鸚鵡․舍利 등의

화려한 빛깔을 가진 錦鷄類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주 반월성의 月池를 고려시대에 안
압지로 바꾼 것도 月池에서 노니는 새가 기러기(雁)와 오리(鴨)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삼국시대 궁성에서 궁궐의 남쪽에 연못을 인공적으로 조성하고 화초를 심고 진기한 새를 기른
것은 궁성을 만다라적 우주적 공간으로 성역화하는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밀교의 택지법은 중국에서 도교사상과 결합하여 도교적인 이상향의 세계를
구현하려는 상징적 공간으로 연못을 조성하고 그 안쪽에 궁궐을 조성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전통과 관행이 삼국시대 이후 통일신라, 고려시대로 내려오면서 읍성 또는 부성의
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조선시대에는 마을과 집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집
안에 정원을 조성하는 가옥형(舍宅) 정원, 마을에 정원을 조성하는 촌락형(聚落) 정원, 성읍에
정원을 조성하는 읍성형(城邑) 정원으로 분류한 것이다. 택지법에 명시된 바와같이 사택과 취
락과 성읍에 연못을 조성하는 관행이 집, 마을, 읍성(또는 부성)에 정원을 조성하는 동기를 부
여하였다고 본다.

2. 고려시대 府城庭園으로서 덕진연못
전주 덕진연못이 전통정원이라는 근거를 몇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전주 덕진연못은 전주부성의 울안 뜰에 조성된 園池假山形 庭園이다. 그리고 全州府
城의 남쪽 용산평에 위치하고 있다. 풍수지리적으로 전주는 背逆之地이기 때문에 북쪽에 위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지리의 형세를 살피면 남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덕진연못의 실
상은 전주부성과 연계구도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덕진연못은 전주의 풍수지리와 지형 지세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진가가 드러난다. 그리고 덕진연못은 원지가산형이지만 蓮池의 성격이 강
하다. 덕진연못은 慶州 雁鴨池, 夫餘 宮南池와 같은 궁성형 정원으로 비교할 수 있는 원지가
산형 정원이다. 현재 가산에 팔각정을 짓고 철교를 연결하여 가산의 옛 모습은 퇴색되었지만
원지가산형 정원은 분명하다.
둘째, 덕진연못은 전주부성의 앞 뜰인 용산뜰(龍山坪)에 위치하는 邑城型 庭園이다. 배산임
수형의 구도에서도 덕진연못은 全州府城의 臨水와 같은 구도를 보여준다. 전주의 산세와 지형
상으로 全州府城의 庭園은 분명하다. 용산뜰은 전주의 울타리 경계인 가련산과 건지산 사이에
위치한 들판을 말한다. 전주부성의 울타리는 주산인 성황산(또는 승암산)에서 내려온 우백호의
지맥이 건지산에 멈추고 좌청룡과 연계된 가련산이 덕진제로 연결되어 있고, 덕진제로 德津池
가 조성되었다. 덕진연못(德津池)은 慶州 雁鴨池, 夫餘 宮南池와 같은 구도를 갖추었으나, 궁
성형 정원이라는 근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 현재 전라감영터에서 궁궐의 유적이 발견된다면
궁성정원으로 가능하나, 궁성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후백제의 궁성유적은 찾아볼 수 없다. 전
주가 후백제의 도읍지이지만, 궁성은 전라감영터가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덕진연못은 고려시대 전통정원으로 보아야 한다. 조선전기에 유학자들이 덕진연못의
영험성과 경관을 찬탄하는 시를 짓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전 시기인 고려시대부터 덕진연못
은 존재하였고, 전주사람들은 기우제의 제장, 용왕의 처소인 용궁, 단오물맞이하는 성지로서
덕진연못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 배경은 덕진연못이 인공적으로 조성하였다기 보다 못의 바닥
에서 물이 용출하는 천연적인 龍泉(또는 湧泉)이었으나, 조선전기에 풍수비보 차원에서 덕진제
방을 조성하면서 오늘날의 덕진연못이 되었다. 고지도에 덕진연못의 무넘이 부분이 표현된 것
으로 볼 때, 용천수로 맑은 물이 항상 넘실거렸고, 전주사람들은 무넘이를 ‘물탕거리’라 하여
단오물맞이를 즐기던 명소로 활용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 전통정원으로 설정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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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곳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러나 전주 덕진연못은 고려시대 완산부의 전통정원이라는 역
사경관이 분명하고 문헌과 풍수지리를 종합해서 볼 때, 전통정원으로서 문화재적 가치는 높
다. 덕진연못은 부여 궁남지와 경주의 안압지와 비교해도 읍성형 정원으로 동일한 구도를 보
여주고 있다.

Ⅶ. 맺음말
그동안 전통정원의 개념과 범위가 애매모호하였다. 조선시대 유학자나 낙향한 관리들이 은
일의 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조성한 심산유곡의 루정, 당각 등을 전통정원의 범주에 포함시키
면서 전통정원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았나 한다. 정원은 ‘울타리 안에 있는 원’이어야 하는데,
루정은 울타리를 벗어난 산간계곡에 위치하여 정원으로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울타
리는 집의 울타리만 존재하는게 아니라 마을(취락), 성읍의 울타리, 더나아가 궁성의 울타리까
지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정원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울타리
안의 정원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하였다. 한국의 전통정원은 은일, 은둔의 생활과 관련되
어 있다기 보다는 택지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사택과 마을과 성읍에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마을을 우주적인 성역의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密敎의 擇地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못 안쪽에 사택, 취락, 성읍, 당각 등을 조성하는 것은 곧 만다라를 조성할 수 있다
는 경전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백제, 신라 등 삼국시대부터 왕궁에 정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궁성정원이 중국 도교의
노장사상에 영향을 받아 조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동진시기의 사찰에서도 당각 앞에 정
원을 조성하는 역사가 따른 다는 점에서 단순히 도교의 선경세계로서 연못보다는 상주공간의
연못은 택지법에 더 기초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유학자나 관리들이 속세를 떠나 자연속에 파묻혀 살면서 음풍농월을 읊고 시문을 지으면 선경
세계를 즐기는 관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심산유곡에 루정이 되었으나, 가옥형정원, 취락형
정원, 읍성형 정원으로 분류하였듯이, 정원은 집집마다 마을마다 성읍마다 조성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같이 정원을 상주공간의 처소에 둔 것은 삶의 안락한 공간을 조성하는데 목
적이 있었다고 본다. 정원은 집, 마을, 읍성을 우주적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택지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전주 덕진연못은 읍성형 정웡이요, 원지가산형
정원이라 할 수 있다.
연못은 그 자체가 聖池인데, 公園(こうえん)으로 조성하는 것은 연못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일이다. 최근 전주시가 덕진연못을 전통정원으로 조성한다는 사업계획 발표가 또 다른 공원화
사업으로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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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2분과)-1 토론]

‘韓國의 傳統庭園과 전주 덕진연못’의 토론
이선(전통문화대)

토론문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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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2분과)-2]

호남 인물 유자광 이야기의 전승 양상과 의미
유형동(한신대)

1. 머리말
2. 유자광 이야기의 전승 양상
3. 유자광 전승의 의미
4.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호남 지역의 역사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유자광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양상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호남 지역에는 다양한 역사적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견훤・이성계 등 국
가를 창건한 인물의 이야기, 김덕령・신원충・정여립・전봉준 등 민중 영웅적 성격을 지닌 인
물의 이야기, 정평구와 같은 건달형 인물에 관한 이야기 등이 그 사례이다. 이 이야기들은 여
러 연구자들에 의해 조망된 바 있다. 호남 지역을 세분화 하여 특정한 시・군・도 단위의 행
정 구역에 중심적으로 전승되는 인물전설을 살핀 경우도 있었고,1) 이성계・이서구・진묵대
사・장보고 등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고찰한 경우도 있었다.2) 또한 호남 지역의 인물 전설
을 망라해 고찰한 경우도 있었다.3)

1) 구승환(1986), 「군산・옥구 지방 설화의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논문; 김병배(1993), 「전주・완주 지
방의 인물전설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김귀자(1997), 「남원지역의 인물전설 연구 이성계와 유자광 전설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김월덕(1997), 「전북지역 구비
설화에 나타난 영웅인식」, 『구비문학연구』4, 한국구비문학회; 최덕원(1997), 「순천 지역 설화의 전승
론적 고찰」, 『남도문화연구』6,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서인엽(2004), 「부안지역 인물전설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등을 대표적인 연구로 들 수 있다.
2) 유영대(1981), 「설화와 역사인식 –이성계 전승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오세정(2006),
「구비설화의 상상력과 지역적 특성 –‘이성계 설화’ 전승의 공백성-」, 『우리말글』37, 우리말글학회; 이
화영(2010), 「이성계설화의 전승과 의미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논문; 최삼룡(1990), 「전라감사 이서
구의 인물과 설화에 대한 연구」, 『전라문화논총』4,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김윤희(1998), 「이서
구 관계 설화의 양상과 의미」, 『어문학』63, 한국어문학회; 박주희(1999), 「이서구 전설 연구」, 충남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김명선(1993), 「진묵대사 설화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논문; 김기옥(1999),
「진묵설화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김월덕(2006), 「정여립 이야기의 전승 양상과 문화적 의미」,
『구비문학연구』22, 한국구비문학회; 조용선(2006), 「정여립 설화에 나타나는 현실인식에 대한 고찰」,
『겨레어문학』37, 겨레어문학회; 권도경(2006), 「장보고 구비전설에 나타난 인물형상화 방식과 기술태
도에 관한 연구」, 『온지논총』14, 온지학회; 권도경(2007), 「장보고 구비 전승의 변동 단계와 그 현재
적 맥락」, 『신라문화』2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등이 대표적인 연구이다.
3) 권도경(2008), 「호남 지역 ‘인물 전설’의 존재양상과 그 지역적 특수성」, 『동방학』14, 한서대학교 동
양고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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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에 따르면 호남 지역에 전승되는 각 인물의 이야기는 한국 인물설화의 특정한 하
위 유형으로서 보편성을 지니는 동시에 호남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호남 지역의 역사 인물 이야기는 건국신화, 민중영웅전설, 건달형인물전설이라는 한국 설화의
하위 범주에 귀속되면서, 서사의 내면에는 백제의 고토로서 지니는 역사・문화적 자부심, 이
성계의 고향이면서도 그에 의해 정치적 헤게모니의 변방으로 밀려난 것에 대한 분노,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비범한 지역 인물에 대한 자부심과 연민, 정평구에게 찾아볼 수 있는 호탕하고
여유로운 野的 기질 등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4)
다각도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의 성과를 일반화 한다면, 이러한 특성은 유자광 이야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자광은 호남을 구성하는 하위 행정구역의 하나인 남원 출신으로 남
원 지역에는 그의 출생과 비범한 능력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
하여 남원 지역의 유자광 이야기를 주목한 연구도 있었다.5) 이들 연구는 주로 이야기에 내재
된, 혹은 이야기를 전승하는 사람들(민중)의 의식을 고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르
면 유자광은 서얼이라는 신분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극복한 인물이며, 그 이야기를 전
승하는 민중들은 유자광을 통해 자신들의 신분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게 지지를 보냈다는 것이
다.6) 유자광 이야기는 대하소설 『혼불』에도 수용되어 있는데, 최명희가 유자광을 민중영웅의
한 전범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러한 연구 경향의 연장선상에 놓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7)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설득력을 지니고 있고, 이를 따르면 남원지역의 유자광 이야기는
도처에 전승되는 민중적 영웅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는 보편성을 지니게 된다. 그렇다면 유
자광 이야기가 지니는 지역적 특수성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를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유자
광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유자광 이야기의 전승 양상을 다시 검토해 보고 위와 같은 물음에 답을 찾아보
고자 한다. 지역적 특수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자료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유자광 이야기는 『한국구비문학대계』 남원군편에 보고된 몇 편
과 유영대교수가 남원군에서 조사하여 논문에 부록으로 제시한 몇 편 등 매우 제한적으로 남
아있을 뿐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조사된 바가 없는 것 같다. 이에 實史에 가까운 전승인 『해
동야언』과 야담집인 『어우야담』의 유자광 이야기를 아울러 검토하고자 한다.8) 이들과 견주었
을 때 두드러지는 남원지역 자료의 특징이 도출된다면,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 권도경(2008), 위의 논문, 327-328쪽; 김월덕(1997), 앞의 논문, 305쪽 참고.
5) 유영대(1982), 「설화와 신분문제 –유자광 전승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16, 고려대학교 민족문
화연구소; 김귀자(1997), 앞의 논문; 박대복・이영월(2009), 「『혼불』에 수용된 유자광 설화와 민중의
식」, 『동아시아고대학』20, 동아시아고대학회.
6) 유영대(1982), 위의 논문, 239쪽.
7) 박대복・이영월(2009), 앞의 논문, 399쪽.
8) 이 글에서 다루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남곤, 「유자광전」, 허봉, 『해동야언』2(민족문화추진회
(1982), 『국역 대동야승』2, 민족문화문고간행회, 371-374쪽. 이하 『해동』으로 약칭), ② 유몽인, 신익
철 외 옮김(2006), 「지모가 비상한 유자광」, 『어우야담』, 돌베개, 622-625쪽(이하 『어우』로 약칭). ③
최래옥(1981), 『한국구비문학대계』5-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4-57쪽; 201-203쪽; 306-308쪽;
406-408쪽; 409-415쪽(이하 『대계』로 약칭). 한편, 『해동』과 『어우』의 유자광 전승은 ‘유자광 실사
‘라고 명명되어 유영대에 의해 검토된 바 있다(유영대(1985), 「유자광 실사의 변이 양상과 그 의미」,
『우석어문』2, 우석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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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자광 이야기의 전승 양상
유자광은 누구 못지않게 유명세를 떨친 인물이다. 이 유명세는 물론 오명이다. 孽子로서 자
천을 통하여 세조에게 발탁된 이후에 예종 대에는 남이의 옥사에 관계되고, 연산군 대에는 무
오사화를 일으켰으며, 중종반정에도 참여하여 다시 공신의 반열에 오른 그의 행적을 곱씹어보
면 간신・소인배・기회주의자라는 세간의 평가는 타당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유자광의 모습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승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2.1. 『해동』의 유자광 전승
남곤이 기술하고, 허봉이 남긴 『해동』의 유자광 이야기는 후에 『국조인물고』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될 만큼 유자광의 일생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는 유자광의 출신과 유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고, 입신과 정치적 행보에 대한 기
록이 자세하게 남아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유자광 그야말로 소인배에 악랄하기 그지없는 인
물이다.
柳子光은 府尹 柳規의 孽子이다. 날쌔고 힘이 세었으며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숭이처럼 하였다. 어
려서부터 無賴子가 되어

도박을 하여 재물을 다투었고 밤이나 새벽에 길을 떠돌면서 여자를 만나

면 끌고 가서 간음하였다. 유규는 그 출신이 미천하고 또 방종하고 패려함이 이와 같으므로 자주
매를 가하면서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다. - 『해동』, 371쪽.9)

위의 인용은 유자광의 출신과 유년기에 대한 기술인데 매우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장으로서 뛰어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날쌘 몸놀림과 강한 완력에 대해서도 부
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어릴 때부터 도박을 일삼고 부녀자를 겁간하는 등 패악한 짓
을 일삼았다고 하여 그의 무뢰배로서의 행적을 간략하지만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문제가 되어 급기야는 부친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고 했는데, 그 저면에서 얼자라는 그
의 출신 성분을 문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자광에 대한 부정적 기술은 계속 이어진다.
항시 호걸의 선비라고 자처하였는데, 그 성품이 음흉하여 사람을 잘 해치고자 하였고, 사람이 재능
이 있어 이름과 은총이 자기보다 나으면 반드시 모함하였다. …… 유자광은 이를 갈며 원한을 품었
는데, 김종직이 왕의 총우가 융성하자 유자광은 도리어 스스로 交分을 청하였고, 종직이 죽어서는
만사를 지어 곡하였으며 심지어 王通과 韓愈에까지 비교하였다. …… 또 성종 때에 環翠亭의 기문
을 김종직이 써서 현판을 달았는데 아울러 철회할 것을 청하였으니, 이것은 전자 咸陽의 원한을 갚
은 것이다. - 『해동』, 371-372쪽.10)

9) 子光府尹柳規之孼子也. 趫捷多力. 善緣高如猿狖狀. 幼爲無賴子. 博奕爭財物. 晨夜浮遊路上. 遇女則
捽而淫之. 規以其所出微. 又其從悖如此. 屢榜橽不之子.
10) 常自稱豪傑之士. 性陰賊害物. 人有才能名寵出己上者. 必搆陷. …… 子光恚恨切齒. 以宗直寵遇方隆.
反自納交. 其卒也爲挽而哭之. 至比於王通韓愈. …… 成廟嘗命宗直撰環翠亭記. 掛在楣間. 並請撤之.
所以報咸陽之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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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에 따르면 유자광은 음흉한 기회주의자에 다름 아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이나 명성을
시기하고 모함하여 해치고자 할 뿐만 아니라 가슴에 원한을 품고 있어도 그 상대가 왕의 총애
를 받고 있으면 도리어 몸을 숙이고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표리부동한 인물의 전형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복수할 뜻을 품고 있다가 훗날 기회를 엿봐 실행에 옮기고야 마는
소인배이기도 하다. 특히 김일손의 사초를 빌미로 이미 세상을 떠난 그의 스승 김종직을 대역
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김종직이 유자광 자신이 함양 관아에 써 붙인 글을 떼어
낸 일에 대한 복수를 같은 방식으로 되갚는 등 옹졸한 성품을 지녔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무오사화는 유자광 개인적인 원한과 비뚤어진 성품에서 비롯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자광의 이미지는 『해동』에 나타나는 그것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2. 『어우』의 유자광 전승
유자광 보다 약 100 년가량 후대에 활동한 유몽인은 『어우』에 유자광에 대한 언급해 두었
다. 여기에는 유자광의 출생 및 유년시절, 무오사화・중종반정 등 정치적 활동에 대한 언급,
사후 벌어질 일에 대해 방비 등이 흥미롭게 기술되어 있다. 몇 대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柳子光은 감사 柳規의 첩의 소생으로 남원에서 살았는데, 어려서부터 재기가 넘쳤다. 유규가 깎아지
른 듯 빼어난 바위 하나를 보고는 유자광에게 이를 읊어 보라고 하자, 유자광은 즉시 붓을 들어 다
음가 같이 썼다. “뿌리가 구천에 서리었으니 그 기세는 삼한을 누르네”. 유규는 이를 기특하게 여기
고는 훗날 크게 성취함이 있을 줄 알았다. 날마다 『漢書』를 한 大傳씩 읽고 銀口魚를 백 마리씩 잡
게 하여, 이를 하루의 과업으로 삼게 했다. 유자광은 책읽기를 미루지 않았으며, 고기를 잡는 데에
도 그 수가 한 마리도 모자라지 않았다. - 『어우』, 622쪽.11)

위의 인용은 유자광의 유년시절에 대한 기록인데 앞서 살핀 『해동』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
다. 유자광이 남원에서 살았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넘치는 재기를 그가 지었다는 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부친은 그 시를 보고 유자광이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을 예견하고는 학업에 힘
쓰도록 했고, 유자광은 부친의 말을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한다. 도박을 일삼고, 부녀자를 간음
하는 무뢰배는 찾아볼 수 없다. 부친과의 관계도 적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우호적이고 친근하
게 그려져 있다.
『해동』과 『어우』의 공통적인 내용은 유자광이 유규의 정실 소생이 아닌 첩의 소생이라는 것
뿐이다. 그 사실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큰 차이가 있다. 『해동』에서는 그의 패악스러운 행위가
첩의 소생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지만, 『어우』에서는 그러한 신분적인 제
약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듯이 기술하고 있다.12)
『어우』의 전승은 이후 네 개의 일화를 덧붙여 유자광의 재기・지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첫 번째 일화는 유자광이 신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고품대관에 이르렀다는 간략한 언술이다.
11) 柳子光監司規之賤妾産也. 居南原. 幼時才氣蕩溢. 規見一岩石削立峻拔. 使子光賦之. 卽授筆題之曰.
“根盤九泉, 勢壓三韓.” 規大異之. 知異日大有成就. 使誦漢書一日一大傳. 漁蓼川銀口魚一日百尾. 日
以爲常. 子光誦不觗滯, 漁不縮其數一尾.
12) 유영대(1985), 앞의 논문,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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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중조반정을 모의할 때 보인 유자광의 지혜와 임기응변에 대한 일화이다. 반정을 모
의한 무리들이 유자광을 포섭하고자 할 때, 그의 장모가 대비전의 시녀라는 점을 주목하여 유
자광이 모의 사실을 사전에 누설하지는 않을지 염려하여 시험하고자 했으나 유자광은 이를 무
사히 넘긴다. 또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전령패가 없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자 지니고 다니던
油紙에 서명을 한 뒤 나눠가져 신속히 일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또한 일을 도모하려는데 너무
어두워 횃불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자 모아둔 짚단에 불을 붙이면 사방이 환하게 될 것이
라고 주장하여 일을 성공리에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정의 성공으로 수훈이 된
유자광은 丘史를 스스로 뽑게 했을 때 남원에서 자신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을 뽑아 노비로 삼
았다고 한다.
세 번째는 무오사화와 관련된 일화이다. 유자광이 제영시를 지어 함양에 걸어놓은 현판을
김종직이 부수었다는 점에서 원한을 품고 있다가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김일손의 무리를 죽
이고, 김종직을 부관참시 했다는 내용이다.
네 번째는 유자광 자신이 사후에 부관참시 당할 것을 예상하고 그에 방비했다는 것이다. 유
자광은 자신을 닮은 노비를 데려다가 후대하고, 그가 죽자 대부의 예로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즈음에 처자에게 자신의 무덤을 평장하도록 하고, 조정에서 자신
의 묏자리를 묻거든 노비의 묘를 가르쳐 주도록 귀띔했다는 것이다. 이후 유자광이 사림에게
화를 입히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의론이 일어나 부관참시를 다하게 되었는데, 가솔들이
유자광이 미리 방비한 대로 따라 유자광의 묘는 무사했다고 한다. 유자광이 앞날을 예견하고
방비를 했다는 것은 유자광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13) 이러한 자기객관화와 지혜가 결합된 결과 그는 사후에 맞닥뜨리게 될 문제를 잘 피해
가도 있는 것이다.
네 개의 일화는 대체로 유자광의 뛰어난 능력-지혜로움-을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 시선은 『해동』의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다. 유자광이 가슴에 쌓아둔
원한을 반드시 풀었다는 사실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일화에서 언급되어 있지만 그것도 유자광
의 일방적인 패악스러움은 아니다. 가령 두 번째 일화에서 수훈이 된 유자광이 남원에서 자신
을 업신여긴 사람들을 노비로 삼았다는 구절은 불특정다수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해동』의 기
록과는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일화는 유자광이 얼자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부친의 권고에 따
라 정진하여 관직에도 올랐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문장에 능하게 되자 고을 사람들
이 그를 비웃고, 그에게 거만하게 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다.14) 이
일은 두 번째 일화에서 보이는 丘史 사건의 복선의 구실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일을 두고
유자광이 잘한 일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얼자 출신이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서 무뢰배
가 되었다는 『해동』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세 번째 일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여기서는 유자광이 김종직에게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 가깝게 지내고자 했다는 등의 언급이 생략되어 있고, 김종직이 큰 이유
없이 유자광이 건 현판을 부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유자광의 복수를 다루는 시선이 다름
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위의 『매계집』으로 넘기고, 부관참시라는
연결고리를 찾아 유자광의 지기가 돋보이는 네 번째 일화를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우』가 전승하고 있는 유자광 이야기는 세간에 알려진 유자광의 이미지와는 다소 차
이가 있다. 거의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전승 주체-작자13) 유영대(1985), 위의 논문, 42쪽 참고.
14) 『어우』, 622쪽. “及長能文章 鄕人侮之曰, 若雖能文章 奈孽子許仕路何.” 庶民或多偃蹇不下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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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관계 내지는 사고의 경향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3. 『대계』의 유자광 전승
『대계』의 유자광 이야기는 앞서 살펴본 『해동』, 『어우』의 유자광 전승과는 많은 차이가 있
다. 『대계』에서는 유자광의 정치적 행보보다는 그의 출생과 초월적 능력 발휘 및 모친의 치상
과 관련된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사후 일에 대한 방비에 대해서도 약간의 언급이
되어 있다. 몇 개의 각편으로 존재하는 유자광 이야기를 재구해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대계』에 전승되는 5개의 각편을 유자광의 일대기로 재구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자광의 부친이 길몽을 꾸었다.
-2 유자광의 부친이 종과 관계하여 유자광을 낳았다.
-3 유자광이 태어날 때 고을의 대나무가 말랐다.
㈏

유자광은 축지법을 하기도 하고, 물 위를 걸어서 건너기도 했다.

㈐

유자광이 생모의 상을 당하자, 본처 소생인 이복형으로 하여금 머리를 풀고 상주 노릇을 하게
했다.

㈑

유자광은 자신이 죽은 뒤 묏자리를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여, 부관참시를 피했다.

위의 단락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는 출생, ㈏는 초월적인 능력, ㈐는 모친의 치상, ㈑는
사후의 방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단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는 유자광의 출생담이다. ㈎-1에서 유자광의 부친은 태몽을 꾸었다고 한다. 꿈의 내
용은 문으로 해가 들어오거나(『대계』, 54쪽), 남원산성이 입으로 들어오기도 하고(『대계』, 201
쪽), 남원 고산봉을 삼키기도 한다(『대계』, 401쪽). 이들은 모두 길몽으로 뛰어난 자식을 얻을
꿈이다. ㈎-2에서 유자광의 부친은 꿈이 암시하는 바를 실현하고자 했지만 본부인과 관계하지
못하고, 마침 곁에 있던 종과 관계함으로써 그를 통해 실현한다. 그 결과 ㈎-3과 같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때 고을의 대나무가 누렇게 말라버렸다고 한다. ㈎는 영웅과 같은 비범한 인물
에게 보이는 ‘비정상적인 잉태와 출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는 유자광이 지닌 비범한 능력에 대한 단락이다. 유자광은 축지법을 해 남원에서 자고 아
침에 서울에 가서 조회에 참석했다고 하기도 하고(『대계』, 55쪽), 요천에서 갓 잡은 민물고기
를 수라에 올리도록 진상했다고도 한다(『대계』, 203쪽). 그런 한편, 불어난 강물에 나뭇잎 한
장이나 나막신 한 짝을 띄워 놓고 그것을 밟고 강을 건너기도 했다고 한다(『대계』, 56쪽; 202
쪽; 307쪽; 406쪽). 이러한 유자광의 능력은 모두 일상의 영역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행위로서
㈎에서 제시된 유자광의 영웅적 면모를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는 유자광이 모친상을 당해 치상을 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대개 ㈏에서 보이는 도강 능력
과 관련되어 제시된다. 유자광은 상을 당해서 요천 건너에 살던 적자인 이복형을 찾아가 자신
의 집에 갈 것을 권한다. 형을 업은 채 불어난 요천을 건너던 유자광은 강 복판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모친이 작고했음을 알리고, 머리를 풀고 상주가 되면 무사히 강을 건널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강에 빠뜨리겠다고 겁박한다. 이에 유자광의 형은 그의 치상 제안을 받
아들이고 천민 출신인 유자광 모친상에 상주 역할을 하게 된다. ㈎에서 제기된 유자광의 신분
문제가 가문의 적자와의 대립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를 이루는 것으로서 유자광을 민중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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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으로 인식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하겠다.
㈑는 유자광의 죽음에 대한 단락이다. 유자광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제시되지 않고,
다만 사후 난적으로 몰려 묘가 파헤쳐질 것을 염려하여 임실에 어딘지 모를 장소에 묘를 쓰도
록 하고, 아내는 물론 자식들에게도 그 자리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어우』의 마지
막에 보이는 일화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이야기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핵심 코드인 유자
광의 비범한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유자광의 미래를 예지하는 특별한 능력을 드러내
는 이야기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이처럼 『대계』의 유자광 전승은 『해동』, 『어우』와는 다른 결을 지니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동』과 『어우』의 전승이 유자광의 신분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정치적 입지 다지기와
정쟁에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대계』는 신분문제를 그의 비정상적인 잉태와 출생과정, 그리
고 그에서 비롯한 그의 비범한 능력을 중심으로 영웅에 비견할 수 있는 특별한 인물로서의 자
질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그의 특별한 능력이 남원이라는 지역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유자광 전승의 의미
위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유자광 이야기는 크게 두 개의 전승 군으로 나눌 수 있
다. 첫 번째는 『해동』과 『어우』로 이들은 유자광의 현실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행보를 중점적
으로 전승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는 『구비』로 이는 지역에 기반하며 초현실적이고 비범한 인
물로서의 유자광을 부각시키는 형태이다.
첫 번째 유형은 실사를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차이
가 있다. 『해동』은 유자광의 행적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원인
을 얼자라는 신분에서 찾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얼자로서의 열등의식이 그를 무뢰자로 만
들었고, 그것이 곧 무오사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오사화를 비뚤어진 개인의 돌출
적 행동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다. 물론 무오사화가 일어나는데 유자광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소위 권력을 잡고 있던 훈구와 사림의 대립, 연산군・대
신(훈구)와 삼사의 갈등 등 본질에 가까운 일들을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한 면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아마 『해동』의 유자광 이야기를 기술한 남곤이 모호한 입장에 처해있던 사실
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남곤은 김종직의 문인이면서, 기묘사화에 가담해 조광조 등을 숙
청하는데 가담한 인물이다. 훈구와 손을 잡으면서도 유자광과는 분명한 선 긋기를 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해동』은 남곤의 모호한 정치적 입장에서 비롯한 것으로, 유자광을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한 고변을 신분적 열등감에서 비롯한 도발적 행위로 해석한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전
승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김종직을 도학의 중추로 여겼던 사림이 집권했기 때문
일 것이다.
또 하나의 실사 전승군인 『어우』는 유자광을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유
몽인이 유자광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으로 남긴 것은 이른바 인목대비 폐비론에 반대하며
은거하기 시작한 때라고 여겨진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그는 여항에 떠돌던 인물・풍속 등 다
양한 이야기들을 수집・기록하였는데, 유자광의 이야기도 이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다. 유몽
인이 이 이야기를 수집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가 기록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몽인 당대에 유자광에 대한 세간의 평과는 다른 시각이 존재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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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어우』에서 유자광은 남을 모략하는 소인배나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오히
려 건강한 생명력을 지닌 인물로 나타난다. 그는 타고난 재주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계발
한 인물인 것이다. 또한 추진력과 결단력, 지혜로 신분적인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은 그를 긍
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얼자라는 신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 세
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에 이르기까지 다섯 임금을 섬기고, 그 과정에서 두 차례의 공신
에 봉해진 그의 이력은 강인한 생명력에 다름 아니다. 그러한 생명력은 죽음 뒤에도 이어져
그가 부과참시를 피했다는 이야기를 낳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죽음 뒤에 맞이하게
될 또 한 번의 죽음을 미리 알고 방비하는 모습은 임금이 내리는 죽음까지도 담담하게 받아들
이는 모습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경직된 이데올로기로서의 유교를 비꼬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15) 오랜 기간에 걸친 전쟁과 집권 명분을 위해 비생산적 이념 논쟁을 일삼는
지배층은 오히려 사회비판적인 시각의 고양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유자광과 같은 인물에 대
한 새로운 평가를 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이 『어우』와 같은 실사 전
승군을 이룰 수 있게 한 것이다.
『구비』의 유자광 이야기는 그가 신분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
목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형상화 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비』는 유자광
을 초현실적이고 비범한 인물로 그려낸다. 그가 뛰어난 인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방편으
로, 비정상적인 출생담을 부연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부여했다. 실제 유자광의 출생은 고소설
의 대표적인 영웅인 홍길동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다. 유자광이 축지법이나 도강 능
력 등 도술을 지녔다는 설명도 홍길동을 떠오르게 한다. 그렇지만, 유자광을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따져 볼 문제이다. 흔히 영웅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집단의 삶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수행하고, 그 때문에 집단의 존경을 받는 존재를 말한다.16) 이야기 속에서 유자
광이 뛰어난 능력을 지닌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발휘하는 유자광의 행위는 적자인
이복형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모의 초상에서 상투를 풀고 상주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
행위는 어떤 특정한 집단을 위한 행위가 아니다. 또한 그 행위로 인해서 누구의 존경을 받았
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하지만 이야기의 문법에서 영웅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실제 이야기를 전승하는 사람
들이 영웅으로 인식한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다. 실제 유자광은 영웅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지만 그 이야기를 전승하는 사람들은 유자광을 영웅으로 인정한다. 그 이유는 이야기를
전승하는 사람들이 그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유자광에 자신의 욕망을 투사함으로서 그의 행
위를 통해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유자광 이야기는 민중적 영
웅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자광의 영웅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역과의 관련성이다. 실제 이 이야기는 남원이라는 특정한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물론 남원이 유자광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야기의 면면에서 남원과의 관련성은 잘 나타나 있다. 우선 유자광의 출생을 암시하는 태몽에
서부터 이러한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야기에서 유자광의 부친은 남원산성, 또는 남원 고산
봉을 삼키는 꿈을 꾸게 된다. 남원산성은 교룡산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유자
광은 남원지역의 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인물인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유자광이 태어날
때 고을의 대나무들이 모두 누렇게 말라버렸다고 한다. 이야기는 유자광이 정기를 타고나서
15) 유영대는 이를 두고 유자광을 이단적 인물이라고 하였다(유영대(1985), 앞의 논문, 42-43쪽 참고).
16) 서대석(2008),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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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계』,56쪽), 또는 유자광이 날 때 정기다 세서(『대계』,306쪽)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그
결과 그 고을은 누른대(고죽리, 황죽리)라는 이름이 갖게 되었다고 한다. 『대계』 유자광 전승
에서 지역 관련성은 드러나는 부분은 유자광이 치상을 위해서 형을 겁박하는 장면에서도 나타
난다. 유자광이 형을 업고 건너게 되는 범람한 강이 바로 남원을 북동-남서 방향으로 관통하
는 요천이다.
이처럼 『대계』의 유자광 전승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화소가 남원지역이라는 배경적 기반과
긴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지역과의 관련성이 유자광 전승을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동력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17)

4. 맺음말

17) 유자광 이야기가 지역성에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다는 점은 이 이야기가 남원지역에서만 조사되었다
는 사실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조사된 자료의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확인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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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2분과)-2 토론]

‘호남 인물 유자광 전승의 양상과 의미’의 토론
김월덕(전북대)

토론문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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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2분과)-3]

<유효공선행록>의 서사철학 연구
정혜경(협성대)

발표문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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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2분과)-3 토론]

‘<유효공선행록>의 서사철학 연구’의 토론
장예준(고려대)

토론문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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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2분과)-4]

<춘향전> 남원 詩酒宴會의 遊興的 성격과 서사적 기능
-중국 배경 고소설의 시주연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용기(중앙대)

<목차>
1. 서론
2. <춘향전> 속 남원 詩酒宴會의 두 가지 성격
3. 중국 배경 고소설 詩酒宴會의 서사적 기능
4. 고소설에 나타난 詩酒宴會의 기능과 특징
5. 결론

1. 서론
어떤 지인으로부터 <춘향전>에 대한 연구 논문이 3,000여 편을 상회한다는 말을 들은 적
이 있다. 그 때는 이 말에 대한 진실성 여부보다는 <춘향전>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매
우 크다는 간접적 사실에 놀랐었다. 한 작품에 대한 연구논문의 수가 이리 많다는 것은 <춘
향전>의 문학적 우수성 외에도, 이 작품이 가지는 문학사적 의미가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
고 <춘향전>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러한 연구흐름과는 조금 달리, 필자는 <춘향전> 속 남원 詩酒宴會의 유흥적 성격과 서
사적 기능에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남원 시주연회라 함은, 변학도의 생일
날 벌어지는 생일 연회와 거기서 행해지는 次韻 행위를 말한다. 이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
으나, 연회에서 술과 시가 어우러진다는 점과 그 연회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남원이라는 점
에 주목하여 편의상‘남원 시주연회’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필자가 이러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고소설의 경우 중국이나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 중에서 詩酒宴會가 등장하는 작품들이 많고, 그것이 전체 서사에서 매우 중요
한 기능을 한다는 점, 그리고 한국과 중국 배경 고소설1)의 시주연회가 각기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사적 기능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를 밝히고자 함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춘향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라기보다, <춘향전>에 나타나는 시주연회의 성격과
서사적 기능을, 다른 고소설의 경우와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시주연회는 樓亭문학에서 흔히 발견되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춘향
전>의 시주연회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하지만 사대부들의 연회에 술과 시가 있다는 점,
그리고 거기서 특정 집단의 의사나 욕망이 표출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불가
능한 것은 아니다. 즉 <춘향전>의 시주연회에는 樓亭이라는 공간적 요소가 빠져 있기는 하

1) 본고에서 중국 배경 고소설의 경우에는 <옥루몽>을 비교 작품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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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시주연회에 필요한 빈주의 헌수와 시, 술과 안주가 있고, 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이 어우러져 특별한 자리의 의미를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2. <춘향전> 속 남원 시주연회의 두 가지 성격
<춘향전>에는 여러 곳에서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장면이 있다. 오작교에서 춘향과 이도
령의 첫 만남과 이어서 진행되는 사랑놀이, 그리고 두 사람의 이별장면, 춘향이 십장가를
부르며 항거하는 장면, 변학도의 생일잔치 때 연회석상에서 이몽룡이 차운하는 행위와 거기
에 담긴 현실비판적 성격, 어사출도와 춘향과 이몽룡의 해후 등이 그러하다.
이 장면들은 <춘향전> 속에서 나름의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필자는 인물과 인
물의 욕망, 서사적 기능과 의미, 인물의 성격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남원
시주연회라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
다.

1) 詩酒宴會에 나타난 변학도의 遊興과 서사적 의미
<춘향전>에서 남원 시주연회는 기본적으로 유흥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유
흥 장면의 연출에 그치지 않는다. 단순하게 보면 주색을 좋아하는 변학도의 기호가 자신의
생일을 빙자하여 드러난 놀이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변학도가 지방의 목민관으
로서 失政을 하고 있음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장면이다.
<춘향전> 전체로 볼 때, 변학도가 탐관오리라 여길 수 있는 단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다. 그러면서도 그가 잘못된 목민관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부분이 바로 남원 시주연회 장면
이다. 그리고 이 장면은 서사진행에서 느닷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중반부에서 서술자의
설명과 변학도의 행위를 통해 어느 정도 암시되고 있다. 해당 부분을 잠시 옮겨 보면 다음
과 같다.
[A] 이 때 數朔 만에 신관 사또 났으되, 紫霞골 卞學道라 하는 양반이 오는데, 문필도 유여하
고 인물 風采도 활달하고 風流 속에 달통하여 外入 속이 넉넉하되, 한갓 흠이 性情 괴팍한
중에 邪症을 겸하여 혹시 失德도 하고 誤決도 하는 일이 間多 故로 세상에 아는 사람은 다
고집불통이라 하것다.2)
[B] 東軒에 좌기하고 到任床 잡순 후, 행수 문안이오. 행수 군관 집례 받고 육방 관속 현신 받
고 사또 분부하되, 首奴 불러 妓生 點考하라. 戶長이 분부 듣고 妓生案冊 들여 놓고 호명을
차례로 부르는데 …….3)

위에 제시한 예문 [A]와 [B]는 뒤이어 제시되는 남원 시주연회에서의 변학도의 행위에 대
한 개연성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시주연회는 변학도 개인의 호사스런 잔치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어진 정치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즉 작품 서두에
나타나는 태평성대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인 것이다. 이해를 위해 작품 서두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完板烈女春香守節歌』, 閔濟 校註, 『春香傳』,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4, 165쪽 참조. 본고의 텍스트는
이를 토대로 하며, 이하에서는 작품명과 페이지만 밝히기로 한다.
3) 『春香傳』,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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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대왕 즉위 초에 聖德이 넓으시사 聖子聖孫은 繼繼承承하사 金鼓玉笛은 堯舜 시절이요, 衣
冠文物은 禹湯의 버금이라. 좌우 輔弼은 柱石之臣이요, 龍驤虎衛는 干城之將이라. 조정에 흐르는
德化 鄕曲에 퍼졌으니 사해 굳은 기운이 원근에 어려 있다. 충신은 滿朝하고 효자열녀 家家在라.
美哉美哉라. 雨順風調하니 含哺鼓腹 백성들은 처처에 擊壤歌라.4)

앞서 제시한 [A],[B]에서의 변학도의 행동은, 위에 제시한 밑줄 친 부분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생일날 벌어지는 시주연회는 개인적 차원의 遊興으
로 인식되지 않고, 공공기관의 부조리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는 이몽룡을 통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제시된다.

2) 민중의 욕망을 투영한 이몽룡의 현실인식
앞서 남원 시주연회는 변학도의 失政을 총체적으로 상징화하여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
다. 이는 작품 서두의 태평성대의 이미지와 대치되는 행위이기에 독자는 이를 단순한 遊興
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부조리로 독해할 수 있다고 했다.
<춘향전>에서는 변학도를 중심으로 한 남원 시주연연회의 사회적 부조리를 다른 시각에서
조명하고 비판하기 위해 이몽룡을 설정하고 있다. 이 작품을 읽은 독자라면 누구나 느끼듯
이 이몽룡은 어사가 되어 남원에 이르기까지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한 그가 현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남원 시주연회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은 농부들이나 노인과의 담소 덕분이다. 변학도의 개인적 성정이나 시주연회에서의 행위가
작품 서두의 국가적 태평성대의 모습과 대치되게 함으로써 변학도의 失政을 부각시키고 있
다면, 이몽룡은 농부들과 노인과의 담소를 통해 인식하게 된 현실인식을 시주연회에서 구체
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그가 시주연회에서 읊게 되는
한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金樽美酒
玉盤佳肴
燭淚落時
歌聲高處

天人血
萬姓膏
民淚落
怨聲高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 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5)

이몽룡이 남원 시주연회에서 지은 이 한시는 그가 인식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
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변학도는 이 작품 어디에서도 백성의 고혈을 쥐어짠 흔적이 없
다. 백성의 고혈을 빠는 탐관오리로서 백성의 원망을 듣는 장면도 없다. 그런데 이몽룡이
변학도의 생일잔치에서 이렇게 차운하는 것은, 작품 서두의 태평성대, 그리고 민중들이 인
식하는 태평성대의 모습과 이 모습이 대비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러한 이몽룡의 인식의
변화는 중반부에 나타나는 민중들의 모습과 그들과의 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어어로 상사디야 / 천리 건곤 평평시에 / 도덕 높은 우리 성군 / 강구연월 동요 듣던 / 요임
군 성덕이라 / 어여로 상사디야 // 순임군 높은 성덕으로 내신 聖器 / 歷山에 밭을 갈고 / 어

4) 『春香傳』, 5쪽.
5) 『春香傳』, 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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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로 상사디야……(필자 생략)6)
[B] 저 농부 말 좀 불어보면 좋겠구먼. 무슨 말. 이 골 춘향이가 本官에 守廳들어 뇌물을 많이
먹고 民政에 作弊한단 말이 옳은지. 저 농부 열을 내어 --- --- 지금 춘향이를 수청 아니 든
다 하고 형장 맞고 갇혔으니 창가에 그런 열녀 세상에 드문지라. 옥결 같은 춘향 몸에 자네
같은 동냥치가 누설을 시키다간 빌어 먹도 못하고 굶어 뒤어지리. 올라간 이도령인지 삼도령
인지 그놈의 자식은 一去後 無消息하니 人事 그렇고는 벼슬은커니와 내 좆도 못하제.7)
[C] 오작교 다리 밑에 빨래하는 여인들은 계집아이 섞여 앉아, 야야. 웨야. 애고 애고 불쌍터라.
춘향이가 불쌍터라. 모지더라, 모지더라 우리 골 사또가 모지더라. 절개 높은 춘향이를 위력
겁박하려 한들 철석같은 춘향 마음 죽는 것을 헤아릴까. 무정터라, 무정터라 이도령이 무정터
라.8)

위의 예문 [A]-[C]는 이몽룡이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는 데 활용된다. 동시에 독자
들이 작품 속에서 변학도의 실정이 무엇인지를 감지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A]의 예문은 농부들이 농부가를 부르는 장면이다. 이 농부가는 단순히 지나가는 노랫말
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서두의 太平聖代의 언술과 일치된다. 동시에 이몽룡이 춘향의
실상을 알게 된 후, 남원 시주연회에 참여하여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라 전체가 太平하고 백성들이 농부가를 부르며 만족하는 이 시절에
그와 대치되는 지방 목민관의 모습은 징치의 대상이 된다. 변학도의 시주연회와 민중을 억
압하는 행위는 바로 그러한 모습에 해당된다. 변학도의 이러한 모습은 다른 지역의 관리들
과 대조적이어서 그러한 성격이 더욱 분명하다. 이는‘각 읍 수령들이 御使 났단 말을 듣
고, 民政을 가다듬고 前公事를 염려할 때, 하인인들 편하리요. 이방, 호방 失魂하고, 公事

’

會計 하는 형방 서기 얼른 하면 도망차로 신발하고 다수한 각청색이 넋을 잃어 분주 9)한 모
습은 변학도의 失政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으로 작용한다.
[B]의 예문은 탄로가를 부르던 노인들과 이몽룡의 대화 내용이다. 이는 보다 직접적으로
현실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몽룡이 문제 삼는 것은 ‘民政의 作弊’인데, 그는 이를
행하는 인물이 춘향이라고 넌지시 농을 친다. 이에 대해 노인은 춘향을 두둔한 후, 그러한
‘民政의 作弊’의 주범은 本官이며, 동시에 이를 방임하는 이몽룡의 행실을 문제 삼고 있
다. 노인이 각각의 인물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인물별로 정리해 보면, ‘춘향-칭송
의 대상’, ‘本官 - 民政의 作弊의 주범’, ‘이몽룡 – 부조리 외면’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의 예문은 오작교 다리 아래서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하는 말인데, [B]의 노인의 말을
강화하는 의미의 성격을 가진다. 농부들의 농부가에 담긴 의미와, 노인과 아낙네들의 직접
적인 현실비판의 목소리를 들은 이몽룡은 더 이상 현실의 부조리를 외면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이몽룡은 남원 시주연회가, 생일잔치를 벌이는 변학도의 개인적 차원의 遊興이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부조리로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변학도의 생일날 연회에 참석하여 앞서 제시한 바 있는 문제의 시를 짓게 된
다. 여기에는 백성을 돌보지 않고 유흥에 탐닉하는 목민관에 대한 처벌 의사가 강하게 제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곧 당대 민중들의 욕망이 이몽룡의 한시를 통해 표출되었다고 볼

6)
7)
8)
9)

『春香傳』,
『春香傳』,
『春香傳』,
『春香傳』,

239-241쪽.
247쪽.
253쪽.
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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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백학도가 백성의 고혈을 쥐어짰기 때문에 그를 징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태평
성대 목민관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를 지었다고 볼 수 있다. 변학도가 군
림하는 남원의 모습은 그러한 태평성대의 질서를 깨뜨리는 개인적 일상의 유흥이며, 그 유
흥은 탐관오리의 형상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당대 민중들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태평성대에 살고 싶은 욕망, 그리고 탐관오리를 징치해
줄 수 있는 현명한 관리를 기대하는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 남원 시주연회에 내포되어
있는 또 다른 의미인 것이다.

3. 중국 배경 고소설 詩酒宴會의 서사적 기능
본고에서 살펴 볼 중국 배경 고소설은 <옥루몽>이다. <소현성록>과 같은 삼대록계 작품이
나 <영이록>과 같은 영웅소설에서도 시주연회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춘향전>과
같이 남녀 주인공의 연애담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시주연회가 서사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으로 <옥루몽>을 선택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才子佳人 남녀의 結緣 계기
<춘향전>의 경우 춘향과 이몽룡의 결연 이후에 현실비판적 요소의 성격으로 시주연회가
활용되고 있다. 이와 달리 <옥루몽>의 경우에는 시주연회를 통해 강남홍과 양창곡의 才子佳
人的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서로에게 마음이 끌려 결연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
다. 해당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압강정 신주연회에 나타난 양창곡의 문사적 비범성
① 소주자사 황여옥이 강남 제일 누대 압강정에서 베푼 시주연회에 양창곡이 찾아가다.
② 양창곡이 강남홍의 자태에 반하고, 강남홍 또한 다른 문사들의 사이에서 눈에 띄는 양창곡의 외
모에 반하다.
③ 황 자사가 강남홍에게 노래 한 곡조를 하여 흥을 돋우라고 하니, 강남홍은 연회에 참석한 선비
들의 문장을 빌어 화답하겠다고 하다.
④ 황 자사가 잠시 기분이 나쁘나, 자신이 먼저 일수 시를 지어 좌중을 압두하여 강남홍으로 하여
금 자신의 재주를 알게 하겠다고 하고, 시제를 내리니, ‘압강정’ 시를 지으라는 것이다.
⑤ 황 자사가 방안에 들어가 서안을 의지하여 글귀를 생각하나 뜻대로 되지 않고, 이윽고 모든 선
비가 글을 다 짓다.
⑥ 강남홍이 살펴보니 쓸 만한 것이 없고, 양창곡의 글을 보고 그 출중함에 놀라 아름다운 목소리
로 그 시를 노래하다.
⑦ 소주, 항주의 문사들은 누구 글임을 모르고, 황 자사는 가장 불평한 빛을 띠다.
⑧ 강남홍은 심중에 평생 지기를 만나 일생을 의탁하고자 하고, 양창곡의 개세풍류가 자신의 마음
에 흡족하나 소주, 항주 선비가 아니기에 성명을 말하면 황 자사와 모든 문사의 간활함으로 크게 다
칠까 염려하여 계교를 생각하다.
⑨ 강남홍은 오늘 여러 선비의 글을 한 번 창화함은 연회의 흥을 돋우고자 함이지, 재주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고, 그 이름은 연회를 끝낸 후에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⑩ 양창곡이 술을 과하게 마시자, 강남홍은 공자가 실수할까 하여 차례로 잔을 돌리다가 양창곡에
이르러서는 짐짓 잔을 석상에 엎지르니, 양창곡이 그 뜻을 알고 이후 술을 자제하다.10)

10) <동양문고본 옥루몽>권지2, 이윤석․최우영 교주, 『옥루몽Ⅰ』, 경인문화사, 2006, 37-45. 본고의 텍스
트는 이를 토대로 하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작품명과 페이지만을 밝히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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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압강정 시주연회에 나타난 강남홍의 문사적 비범성
① 소주, 항주의 선비 중 일인이 황 자사에게 청하여 홍낭이 화답한 글이 소주, 항주 선비의 글이
아닌 듯하니, 자신들이 그 근본을 찾아 다시 견주어 자웅을 결단하여 소,항 양주의 수치를 씻고자 한
다고 하다.
② 자사가 대답하기 전에 강남홍이 생각하기를, 저 무리로 인해 양창곡이 반드시 그 화를 받을 것
이라 하고, 강남홍이 여러 가지 암시를 주는 내용의 시를 3장 노래하다.11)
③ 이 세 장의 노래는 강남홍이 갑작스레 지은 시인데, 초장은 자사와 모든 선비가 공자의 재주를
시기하여 풍파가 일어나리란 말이고, 중장은 공자(양창곡)더러 바삐 돌아가란 말이며, 삼장은 강남홍
이 제 집으로 돌아가리란 말인데, 양창곡이 이 노래를 듣고 강남홍의 뜻을 집작하다.
④ 양창곡이 강남홍의 뜻을 알고 피신할 꾀를 생각하고, 화장실에 감을 핑계하고 달아나다.12)

위의 예문 [A],[B]는 강남 제일의 누대 압강정에서 열리는 시주연회에서 양창곡과 강남홍
의 시문 재능이 드러난 장면이다. [A]는 양창곡의 시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고, [B]는 강남홍의 기지와 시문 능력이 드러나는 내용이다.
<춘향전>의 남원 시주연회에서는 태평성대에 반하는 변학도의 失政과 이몽룡의 현실비판
인식이 중심이었다. 그리고 여주인공 춘향의 시문 재능은 따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옥루몽>에서는 시주연회 자체로는 황 자사의 失政이나 그에 반하는 인물의 현실 비판적 인
식은 따로 보이지 않는다. 시주연회의 유흥과 풍류가 중심이되, 그 가운데서 남녀 주인공의
재자가인적 성격과 비범성이 드러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누정 중심의 시주연회는 당시 조선사회의 누정문학의 모습과 유사하다. 조선조 문
인들이 경치가 좋은 곳에 樓亭을 짓고 자연을 감상하면서 풍류를 즐기면서 심미적 교감을
즐겼다. <옥루몽>에서 강남 제일의 누대 ‘압강정’에서 강남의 풍광을 즐기며 시문을 짓고
풍류를 즐기는 모습은 조선조 누정문학의 풍류와 흡사한 면이 있다. 이러한 누정의 공간적
특성 중 하나는 자아가 사물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소통성인데,13) 이러한 소통성은 왕공귀
족들의 사교공간으로 작용하였으며, 문벌귀족들의 문화를 대표하는 곳14)으로 자리매김되었
다.
<옥루몽>에서 압강정 시주연회는 바로 이러한 누정문학의 풍류와 유흥적 성격을 넘나드는
성격이 강하다. 그 속에 남녀 주인공들의 재자가인적 성격과 비범성을 드러내는 요소를 삽
입하여 작품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서사
에서 두 남녀의 결연을 암시하는 기재로 작용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2) 여주인공의 시련과 성격 변모의 계기
11) 각 장의 시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第一에 왈, 동정호 밝은 달에 採蓮하는 아이들아 / 십리
淸江에 배를 띄워 물결이 곱다 마라 / 네 소리에 잠든 용이 놀라 깨면 평지에 풍파 일까. // 第二에
왈, 청노새 바삐 몰아 가는 저기 가는 저 사람아 / 해는 지고 길은 머니 주점에 쉬지 말고 빨리 돌아
갈지어다 / 급한 바람 급한 비에 옷 젖을까. // 第三에 왈, 항주성 돌아들 제 大道 靑樓 집을 삼아
/ 문 앞에 벽도화는 우물 위에 피어 있고 담 머리에 솟은 누각 강남 풍월 분명하다 / 그 곳에 아이
를 불러 오거든 연옥인가.
12) <옥루몽>권지2, 45-47쪽.
13) 박연호, 「16세기 이전 원림문학의 공간 특성 연구」, 『개신어문연구』21집, 개신어문학회, 2004,
106-107쪽 참조.
14) 김성룡, 「고려 중기 누정문학의 형성과 산수미 발견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107집, 한국어교
육학회, 2002, 321-3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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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옥루몽>의 압강정 시주연회는 남녀 주인공의 재자가인적 성격과 비범성을 드러
내면서 두 인물의 결연을 암시하는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일까? 이러한 성격 외에도, 압
강정 시주연회는 이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서사적 결구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두
인물이 소주자사 황여옥과 갈등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동시에 강남홍이 황 자사의 핍박을
받아 강물에 몸을 던지게 되는 시련을 겪게 되는 것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이러한 강남홍의
시련은 이후 그녀가 여성영웅으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서사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발견된다.
압강정 시주연회 이후 강남홍의 성격은 서서히 변모하기 시작한다. 양창곡과 인연을 맺은
강남홍은 이후 계속되는 황 자사의 회유를 받게 된다. 그리고 황 자사는 계략으로 강남홍을
겁탈하고자 강남홍을 불러 전당강에 배를 띄우고 기악을 갖추어 유흥을 즐긴다. 그리고 술
에 취하여 강남홍에게 자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핍박하니, 강남홍은 노래를 부르는 척하다
가 강물에 몸을 던진다. 이후 강남홍은 윤 소저가 보낸 손삼낭에게 구출되고, 이들은 배를
띄우고 몸을 피하려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남방 나탁해에 이르고, 탈탈국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에서 강남홍은 백운도사에게 의탁하게 된다.15)
이후 강남홍은 백운도사와 사제지의를 맺고 그에게 검술과 의약복서 및 천문지를 배우게
된다. 백운도사를 만난 강남홍은 요조숙녀의 모습에서 女中豪傑로 변모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또 백운도사로부터 남방에 병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과,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강남홍 자신이 본디 天上星辰이며, 문창성과 숙연이 있어 인간세상에 적강하였
다는 말을 듣는다.16) 이후 강남홍은 전쟁에 출전하여 축융왕을 물리치고, 또 소보살과 청
운도사의 요술을 제압하는 능력을 보인다.
이와 같이 <옥루몽>에서 강남홍은 전반부의 압강정 시주연회에서는 유교적 성격이 강한
요조숙녀형의 여성이었다가, 이 시주연회를 계기로 하여 시련을 겪고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
게 된다. 요조숙녀형의 여성에서 여중호걸의 여성상으로 서사의 진폭이 커지게 되는 것이
다. 이런 점에서 <옥루몽>의 시주연회는 남녀주인공들의 결연 계기가 되면서 동시에 인물들
간의 갈등관계가 복잡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또 여주인공의 성격을 변모하게 하여 서사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다채롭게 하는 것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4. 고소설에 나타난 詩酒宴會의 기능과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을 배경으로 한 <춘향전>의 시주연회는 유흥적 성격이 강
하면서 그 유흥이 태평성대에 반하는 변학도의 失政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곧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당대 민중의 염원이 투영된 이몽룡의 현실비판을 이끌어내는 주제의
식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중국을 배경으로 한 <옥루몽>의 시주연회는 조선시대에 유행하였던 누정문학
의 유흥과 풍류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남녀 주인공의 결연과 비범성을 드러내는 기제로 활용
된다. 이어서 시주연회에서 드러난 남녀의 비범성은 권력자와의 갈등을 형성하게 하여 여주
인공의 시련을 동반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 시련은 여주인공 강남홍의 성격
을 변모하게 하는 데 기여하여 서사의 내용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하게 된다. 그래서 전체적
으로 서사의 진폭이 크게 되고 인물의 성격이 입체적으로 변모하게 되는 데 크게 기여한다
고 볼 수 있다.
15) <옥루몽>권지4-5, 96-121쪽.
16) <옥루몽>권지13, 295-3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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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고소설 속 시주연회는 유흥이나 풍류의 형식을 취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삽화
로 그치지는 않는다. 주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하고, 인물의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새로운 사
건을 유발하여 서사의 전환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화소라고 볼
수 있다.
두 작품의 시주연회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각각의 시주연회 모두 남녀주인공의 인간적 욕
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춘향전>의 시주연회에서는 풍류와는 거리가 먼 변학
도의 퇴폐적인 욕망과 이몽룡의 현실비판에 투영된 민중들의 이상사회에 대한 역사적이고도
현실적 욕망이 잘 드러난다. 그리고 <옥루몽>의 시주연회에서는 잘난 남자와 잘난 여자에
대해 서로 끌리는 양창곡과 강남홍의 이성에 대한 욕망, 아름다운 여인을 탐하는 황 자사의
동물적 욕망의 분출은 모두 시주연회라는 공간적 특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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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2분과)-4 토론]

‘<춘향전> 속 남원 시주연회의 풍류적 성격과 서사적 기능’의
토론
권기성(경희대)

토론문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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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2분과)-5]

조선시대 신위 소악부 한역 연구
염군록(홍익대)

발표문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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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2분과)-5 토론]

‘조선시대 신위 소악부 한역 연구’의 토론
안영훈(경희대)

토론문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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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2분과)-6]

17세기 남원의 시가문학
- 광해 혼조에 대한 문학적 대응을 중심으로

이상원(조선대)

1. 서론
이 글에서는 17세기 초반 전북 남원의 몇몇 사족들에 의해 창작된 시가 작품들을 대상으로
이들 작품에 나타난, 광해 혼정에 대한 문학적 대응 양상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남원은 <만복사저포기>, <최척전>, <춘향전> 등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흔히 고전서사문학의 주무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에 반해 시가문학과 남원의 관련성에 대
해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남원에서도 장경세, 조위한, 정훈, 장복겸
등과 같은 뛰어난 작가들에 의해 많은 시가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그런데 남원의 시가문학은
대부분 17세기-그것도 대부분 17세기 초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이 글에서
는 17세기 초반 남원의 시가문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7세기 초반은 선조대 말기와 인조대 초기를 포함하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광해 혼조
(1608~1623)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광해 혼조(昏朝)라는 용어에서 드러나듯 17
세기 당대인들은 광해군 시대를 임금이 혼미(昏迷)하여 국사를 잘 다스리지 못한 조정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런 혼조를 우려하고 비판하는 시가 작품들이 여럿 창작되기에 이르
렀다. 그 중 계축옥사 이후 고향으로 내려간 이덕일이 <우국가> 28수를 지은 것과 인목대비
폐비 사건에 연루되어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를 가던 이항복이 철령을 넘으면서 지었다는 <철
령가>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덕일의 <우국가>와 이항복의 <철령가>는 광해 혼조에
창작된 공통점이 있지만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이덕일은 무인 출신답게
붕당정치의 폐해를 직서적으로 표현하면서 이런 폐단이 시정되지 않는 시국을 한탄하고 있다.
반면 이항복은 원로대신답게 유배를 가는 와중에도 구중궁궐에 계신 임금을 떠올린다. 이렇듯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작가의 문학적 대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같은 남원 지역의 사족으로서 광해 혼조를 경험한 세 인물의 제각기 다른
문학적 대응 양상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장경세의 <강호연군가> : 유력 사족으로서의 지위 다지기
장경세(張經世, 1547~1615)는 계축옥사가 일어나기 1년 전인 1612년에 퇴계 이황의 <도산
십이곡>을 효방하여 육가형 시조에 해당하는 <강호연군가>를 지었다. 작가가 직접 작성한 작
품 후기에 따르면 전육곡은 애군우국지성(愛君憂國之誠)을, 후육곡은 성현학문지정(聖賢學問之

- 203 -

正)을 나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보듯 장경세는 <도산십이곡>의 체를 본받아 전육
곡과 후육곡으로 나누고 전육곡에는 언지(言志)를, 후육곡에는 언학(言學)을 담아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언지와 언학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도산십이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
다. 바로 이 불일치하는 구체적 내용이 <강호연군가>의 독자적 성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작가 장경세가 말하고자 한 궁극적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퇴계 이황은 <도산십이곡> 전육곡의 내용을 언지(言志)로 요약한 바 있는데, 이때의 지(志)
는 전통적으로 ‘마음이 가는 바[心之所之]’ 즉 마음의 지향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
다. 따라서 <도산십이곡> 전육곡의 언지는 “16세기 중반을 살았던 특정한 역사적 개인으로서
의 퇴계가 중년에 들면서부터 그토록 절실히 염원하던 개인적인 뜻”1)을 말한 것이 되며, <강
호연군가> 전육곡의 언지는 17세기 초반을 살았던 특정한 역사적 개인으로서의 장경세가 만
년에 절실히 염원했던 개인적인 뜻이 된다. 그러면 <도산십이곡>과 구별되는 <강호연군가>의
언지는 어떤 내용일까?
瑤空애  거 一張琴을 빗기 안고
欄干을 디혀 안자 古陽春을 온마리
엇더타 님 향 시이 曲調마다 나니.
紅塵의  연디 二十年이 어졔로다
綠楊 芳草애 졀로 노힌 리 되여
時時히 고개 드러 님자 그려 우노라.
시져리 하 슈샹이 을 둘 듸 업다
喬木도 녜 고 世臣도 자시되
議論이 여긔 져긔 이 그 몰나 노라.
엇그졔  가온대 廣寒殿의 올라가이
님이 날 보시고 쟝 반겨 말시데
머근  다 노라 이 날 새 줄 모로다.
漢文이 有道이 賈太傅 내 운노라
當時 事勢야 그리 偶然가
엇더타 긴 숨 긋틔 痛哭조차 던고.
宋玉이 을 만나 므스 이리 슬프던고
寒霜 白露 하 긔운이라
이 내의 몬 져 근심은 봄 을이 업서라.2)

작품 후기를 통해 장경세는 전육곡의 내용을 애군우국지성(愛君憂國之誠)으로 요약하고 있
는데, 실제 작품을 통해서도 애군의 마음과 우국의 마음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애군과 우국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분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위 6수를 좀
1)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구조와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11집, 한국시가학회, 2002, 205면 주 17).
이 논문에서 성기옥은 <도산십이곡> 전육곡 언지의 내용을 “도산의 자연과 더불며 자기완성의 꿈을
펼치려는 퇴계의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2) 沙村集 권2, 한국문집총간 속6, 민족문화추진회, 2005. 이하 장경세 작품 인용은 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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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굳이 나누어 보자면 1과 2와 4는 애군에, 3과 5와 6은 우국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작품에서는 달 밝은 밤에 난간에 기대어 거문고 반주에 맞춰 양춘곡을 타니 임 향
한 시름이 곡조마다 배어난다고 했다. 두 번째 작품에서는 속세에 나갈 꿈을 접은 지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녹양방초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살고 있지만 수시로 고개를 들어 임을 그려 운
다고 했다. 네 번째 작품에서는 꿈에 광한전에 올라가 임을 만나 가슴 속에 품은 회포를 다
사뢰느라 날이 새는 줄도 몰랐다고 했다. 이 세 수는 임금을 그리는 작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세 번째 작품은 시절을 걱정하는 우국의 정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라의
중신들이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게 갖추어져 있음에도 그들의 의논이 다 제각각이어서 도무지
누구의 말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이런 시국의 혼란상으로 인해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가 없다
고 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작품은 고사를 사용해 정국의 혼란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다섯 번째 작품은 한나라 문제 때의 가의(賈誼, BC200~BC168)가 장사왕(長沙王)의 태부로 좌
천된 후 상강(湘江)을 지나다 <조굴원부(弔屈原賦)>를 지어 애통함을 달랜 것을 비웃는다고
했다. 그 이유는 한나라 문제 때는 도가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은 도가 무너진
세상이라는 말이다. 여섯 번째 작품은 굴원의 제자 송옥(宋玉)이 가을을 만나 가을을 슬퍼하는
뜻으로 <구변(九辯)>을 지은 것을 두고 자신의 근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투로 말한
다. 자신의 근심은 봄, 가을이 따로 없다고 하여 상시적인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송옥에
게 슬픔을 자아낸 한상(寒霜)과 백로(白露)는 하늘 기운이라 하여 자신의 근심은 이와 다른 인
위적인 것임을 부각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강호연군가>의 전육곡은 작가 스스로 요약한 대로 애군우국지성을
노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작가가 이렇게 겉으로 표방한 것에 대한 진정성
의 여부다. 즉 임금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고, 나라에 대한 근심이 잠시도 떠나지 않는다
고 말하는 작가 장경세의 표현을 얼마나 믿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강호연군가>가 강호에 머물러 있는 작가가 연군의 정을 표출함으로써 정
계복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지,3) 아니면 연군에 대한 표방
을 통해 강호 은거의 정당성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자 한 것이라는 반어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 6수 중 네 번째 작품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비교를 위해 네 번째 작품
을 다시 인용하고자 하며, 이와 비교할 대상으로는 윤선도의 <몽천요>와 정철의 <속미인곡>을
들고자 한다.
엇그졔  가온대 廣寒殿의 올라가이
님이 날 보시고 쟝 반겨 말시데
머근  다 노라 이 날 새 줄 모로다.
샹해런가 꿈이런가 옥경(白玉京)의 올라가니
옥황(玉皇)은 반기시나 군션(羣仙)이 꺼리다
두어라 오호연월(五湖烟月)이 내 분일시 올탓다.4)
3) 조규익은 <강호연군가> 전육곡의 의미를 현실복귀의 강한 열망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것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조규익, ｢<강호연군가>와 시조사 전개의 한 단서｣, 시조학논총 제32집, 한국시
조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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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근덧 力녁盡진하야 풋잠을 잠간 드니 / 精졍誠셩이 지극하야 꿈의 님을 보니 / 玉옥 가탄 얼굴이
半반이나마 늘거셰라. / 마암의 머근 말삼 슬카장 삷쟈 하니 / 눈믈이 바라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 情
졍을 못다 하야 목이조차 몌여하니 / 오뎐된 鷄계聲셩의 잠은 엇디 깨돗던고.5)

두 번째 작품은 윤선도의 <몽천요> 3수 중 제1수이다. <몽천요>는 보길도에 머물고 있던
윤선도가 효종의 부름을 받아 조정으로 올라 왔으나 서인들의 반대가 극심하자 잠시 고산으로
물러나 있을 때 창작된 작품이다. 인용한 작품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초장
에서는 보길도에 머물던 윤선도가 효종의 부름을 받고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
로 기뻐하며 급히 올라온 정황을 나타내고 있다. 중장에서는 효종을 옥황으로, 서인들을 군선
으로 비의하여 효종 임금은 반갑게 맞아주었으나 서인들은 심하게 그를 배척하였음을 나타냈
다. 이에 윤선도는 종장에서 강호의 아름다운 자연이 자신의 분에 맞는다고 하여 다시 보길도
로 돌아갈 마음을 먹고 있다.
세 번째 작품은 정철의 <속미인곡>의 후반부 일부이다. 이 앞부분에서 화자는 임에 대한 그
리움이 워낙 간절하여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산에도 올라보고 물가에도 가보지만 모두
여의치가 않다. 밤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화자는 마음을 진정치 못하고 계속 집안을 서성대
다 지쳐 풋잠을 잠깐 들게 된다. 정성이 지극했던지 꿈에 임의 얼굴을 보게 되었지만 임이 너
무 늙어버리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동안 보고 싶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목이 메고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말도 못하였는데 야속하게도 닭이 울어 잠을 깨게 되었
다. 이 역시 담양 창평으로 내려오기 전 궁궐에서 가까이 모시던 선조 임금에 대한 절절한 그
리움과, 반대파인 동인이 집권하고 있어 당장은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작가의
심정을 실감나게 그려 보여주고 있다.
윤선도의 <몽천요>나 정철의 <속미인곡>은 효종이나 선조와의 특수한 관계에 입각하여 창
작된 것이고 그에 따라 비록 꿈의 장치를 활용하기는 했으나 작가가 당시에 처한 상황을 정확
히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몽천요>나 <속미인곡>과 견주어 볼 때 <강호연군가> 네 번
째 작품은 현실감이나 진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꿈에 임이 계신 궁궐에 갔더
니 임이 날 보시고 가장 반겨 말하셨다고 했고, 이에 자신도 가슴 속에 품은 회포를 말하느라
날이 새는 줄도 몰랐다고 했다. 작품에 그려진 상황은 작가와 광해군이 매우 가까운 관계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장경세는 당시 임금이었던 광해군과 정말로 이토록 가까운
관계였던 것일까?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다.
장경세는 늦은 나이인 43세(1589년, 선조 22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시작한 뒤 56세
인 1602년(선조 35년)에 금구(金溝) 현령을 끝으로 벼슬길에서 물러났다. 그가 벼슬한 시기는
선조 때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광해군과는 인연을 맺은 것 자체가 없다. 그렇다고 신흠의
경우처럼 작품 속의 임이 광해군 이전의 선조 임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신흠의
경우는 선조의 유교칠신 중 한 명이고 광해 혼조에 김포로 방축당하고 나중에는 춘천으로 유
배까지 가게 되었으므로 광해 혼조에 대한 비판이 선조 임금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타난 것이
다.6) 그런데 장경세의 경우는 선조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내용도 찾을 수 없고 광해 혼
조에 방축이나 유배를 경험한 적도 없다. 문집에는 57세(1603년)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선조실록에는 56세(1602년)에 무능함 때문에 파직당한 것으
4) 이형대 ․ 이상원 ․ 이성호 ․ 박종우, 국역 고산유고, 소명, 2004.
5) 정재호 ․ 장정수, 송강가사,
6) 이에 대해서는 ‘이상원, ｢신흠의 방옹시여 연구｣, 17세기 시조사의 구도, 월인,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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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록되어 있다.7)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위의 작품에 나타난 연군의 정은 사실에 부합하는 리얼리티를 확보
했다기보다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표현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이 작품에 국한되지 않고 연군을 노래한 다른 작품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당시 임금인 광해군과 아무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문고를 탈 때마다 임을
생각한다고 말하거나 비록 몸은 강호에 있지만 수시로 임을 그려 운다고 한 것은 지나치게 상
투적이고 과장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런 과장된 표현은 전육곡에 국한되지 않고 후육곡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후육
곡은 <도산십이곡>의 언학(言學)을 본받아 성현학문지정(聖賢學問之正)을 노래한 것이다. 그런
데 이 역시 전육곡과 마찬가지로 언학의 구체적 내용에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퇴계 이황은
<도산십이곡> 후육곡에서 배움의 당위성과 배움의 영속성에 대해 노래했다.8) 그러나 장경세
가 <강호연군가> 후육곡에서 노래한 것은 존주척륙(尊朱斥陸), 즉 공자→주돈이, 정호→주희로
이어지는 주자학이 바른 학문이라는 것, 이런 바른 학문을 버려두고 육구연의 심학(心學)을 추
종하는 세태를 개탄하는 것이었다.9) 당시 지식사회가 주자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상적 조류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양명학에 관심을 갖는 지식인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존주척륙에 대한 장경세의 강조는 분명 지나친 감이 있다.
이는 후육곡의 마지막 작품이면서 동시에 작품 전편을 마무리하는 작품인 다음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得君行道 君子의 디로듸
時節곳 어긔면 考槃을 즐겨늬
疎淡 松風山月이사 나인가 하노라.

“삼가 그 체를 본떠 족히 전후육곡을 이루었으니, 하나는 애군우국의 정성을 부친 것이고
하나는 성현학문의 바름을 편 것이며, 끝에 그 뜻을 말하였다.”10)라고 한 후기의 내용을 통해
이 작품이 작가의 뜻을 간추린 핵심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장경세는 득군행
도(得君行道)가 군자의 뜻이지만 때가 아니면 물러나 자연을 즐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은거를 시절 탓으로 돌리고 있다. 자신의 낙향이 광해군 정권의 등장이나 그 이후 전개된 패
륜적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전혀 없음에도 말이다. 이는 은거의 정당성을 말하고 애군우국을
표명하며 존주척륙을 주장하는 것이 이면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경세가 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남원 지역 유
력 사족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경세의 가문인 흥성(덕) 장
씨는 15세기 무렵부터 남원에서 크게 성장하였다.11) 특히 장경세 집안은 조부 응량(應梁), 부
7) 선조실록에는 장경세에 관한 기록이 두 차례 등장하는데 모두 사간원에서 그를 탄핵하는 내용이다.
선조 29년(1596년) 4월 8일 기사는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것을 들어 파직을 청하는 내용이고, 선조
35년(1602년) 8월 1일 기사는 “사람됨이 혼암하여 정사를 하리(下吏)들에게 맡기므로 백성들이 그 폐
해를 받게 되어 원망하는 소리가 날로 심해지고 있음”을 들어 파직을 청하는 내용이다. 선조는 두 차
례 모두 사간원의 청을 받아들여 파직을 명하였다.
8) 성기옥, 앞의 논문.
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상원, ｢17세기 육가형 시조 연구-장경세의 <강호연군가>와 이중경의 <어
부별곡>｣, 한국언어문학 제65집, 한국언어문학회, 2008.’ 참조.
10) “謹效其體, 足成前後六曲, 一以寄愛君憂國之誠, 一以發聖賢學問之正, 末乃自言其志.” 沙村集 권
2, 한국문집총간 속6, 민족문화추진회, 2005.
11) 김봉곤, ｢지리산권(남원) 사족 삭녕최씨 가계기록과 통혼권｣, 고문서연구 제42집, 한국고문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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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건(健)에 이어 장경세 본인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문과 급제자를 배출함으로써 가문의
영예를 드높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장경세의 가문도 남원 지역 최고 가문의 반열에 오른
것은 아니었다.12) 때문에 그는 퇴계 이황의 <도산십이곡>을 본뜬 <강호연군가>의 창작13) 및
당시 남원지방 사족사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삭녕 최씨 가문과의 통혼(通婚)14)을 통해 남원의
유력 사족으로 자리 잡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3. 정훈의 시조와 가사 : 사족으로서의 정체성 유지하기15)
정훈(鄭勳, 1563~1640)은 장경세와 달리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벼슬한 경력이 전혀 없는 인
물이다. 그는 경주 정씨 문헌공파로, 파조는 고려 말 문하시중을 지낸 정현영(鄭玄英)이다. 그
의 가계는 정훈의 6대조인 정홍덕(鄭弘德)까지는 고관대작을 지낸 명문거족이었다. 그런데 6
대조인 정홍덕이 세조 정변이 일어나자 남원으로 이주하면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5대조 정
유의(鄭由義)는 음사로 벼슬길에 나가 진잠(鎭岑) 현감을 역임한 것이 보이고,16) 고조인 정중
형(鄭仲亨)은 유생 신분으로 광양 현감을 지낸 것이 확인된다.17) 그 후 정훈 대에 이르기까지
관직에 진출한 사람이 없다.
정훈의 가계는 15세기 중 ․ 후반에 남원으로 입거(入居)하였다. 17세기 남원 지역 사족사회
를 주도한 것이 토성(土姓)이 아니라 15~6세기에 걸쳐 입거한 내성(來姓)들이었으나 정훈 가
문은 이 유력 가문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각 가문들이 가장 활발하게 세력을 키워
가던 16~7세기에 관직자를 전혀 배출하지 못한 것이 아마도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
미 몇 대에 걸쳐 관직자를 배출하지 못한데다 정훈 자신도 문과에 급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
로 유력 가문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훈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2013.
12) 당시 남원 지역에서 사족지배를 주도한 대표적 가문으로는 전주 이씨, 삭녕 최씨, 풍천 노씨, 순흥
안씨 등이 꼽히고 있다. 또한 남원 근방에서는 남원을 대표하는 사족으로 ‘崔, 盧, 李, 安, 晉, 陳,
房, 太’를 지칭하기도 한다.
13)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퇴계 이황과 그의 <도산십이곡>은 정파를 초월하여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14) 장경세는 자신의 계녀(季女)를 최온(崔薀, 1583~1659)에게 시집보냈는데, 이는 최온의 부친인 최상
중(崔尙重, 1551~1604)과 장경세가 선조 22년(1589년) 기축 증광시에 함께 합격한 동방급제자(同榜
及第者)로 평소 친밀하게 지낸 인연이 작용한 것이다.
15) 이 장의 주요 내용은 필자가 기존에 쓴 “｢정훈 시조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11집, 우리어문학회,
1997.”과 “｢사족층의 분화와 정훈의 시가｣, 조선시대 시가사의 구도와 시각, 보고사, 2004.”에 기
반한 것임을 밝혀둔다.
16) “진잠 현감(鎭岑縣監) 정유의(鄭由義)·송화 현감(松禾縣監) 채치인(蔡致仁)이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서울 안의 모든 관사(官司)의 일은 모두들 의논하여 다스리지만 외방은 수령이
혼자 다스리기 때문에 삼가지 않을 수 없다. 각기 너희들 고을로 가서 형벌을 삼가고 백성을 구휼하
도록 하라. 만약 선정을 하면 내가 반드시 듣게 될 것이다.’ 하였다.” 세조 1년(1455년) 7월 14일자
기사. 한편 경주정씨세보에는 진잠현감, 봉산군수, 공조판서를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공조판
서는 아마도 후대의 증직이 아닐까 한다.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찬한 <행장>에 “5대조 유의
는 현감을 지냈는데 일찍 졸했다.”고 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17)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성준(成俊)이 치계(馳啓)하기를, ‘도내 광양현(光陽縣) 연변(沿邊)의 고
을은 방어(防禦)하는 일이 긴급한데, 새로 제수한 현감(縣監) 정중형(鄭仲亨)은 본래 유생(儒生)으로서
변읍(邊邑) 수령으로는 합당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개정하소서. 만일 개정할 수 없으면 운봉 현감(雲
峯縣監) 박적손(朴迪孫)이 무재(武才)가 있는데 새로 부임하였으니, 청컨대 서로 바꾸소서.’ 하였는데,
병조(兵曹)에서 여기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광양현은 연변의 고을이 아니므로 고칠 수 없습니다.’ 하
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 10년(1479년) 10월 2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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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훈이 기울인 우선적인 노력은 자신의 가문이 명문
거족의 후예임을 남원의 사족사회에 각인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6대조 정홍덕과 고
조 정중형을 특히 부각하는 데 힘을 쏟았다.
세종조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병조판서 겸 세자좌빈객에 이르렀다. 단종 갑술년에 사신으로 명나
라에 다다랐는데, 명나라 조정에서 그 재주와 덕을 기이하게 여겨 병부상서에 특배하였으나 공이 사양하
고 취하지 않았다. 익년 을해년에 공이 명나라 사신과 함께 조선에 돌아왔을 때 이미 세조가 왕위를 물
려받았으며 단종은 초야에 있었다. 공은 대성통곡하고 곧바로 영월에 다다라 유궁을 돌려 복위를 꾀할
것을 사뢰었다. 임금께서는 집에 어머니가 계시고 나이가 90여 세에 이르렀으니 이를 그만두라고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바야흐로 지금은 법제를 바로잡을 충신들과 지조 있는 선비들이 화를 입어 남은 자가 없
은즉 네가 비록 거사한들 일이 분명 성사되지 못할 것이고 또 어머니가 이미 거의 죽게 되었으니 네 홀
로 남겨진 몸으로 어느 땅에 어머니를 두고 그 예측할 수 없는 큰 화를 무릅쓰겠다는 것이냐? 임금을
위하여 절개를 바치는 일인즉 마땅하지만 늙은이가 의지할 데가 없을 것이니 너는 이를 헤아려야 할 것
이다.”라고 하셨다. 공이 오래도록 생각하다 명을 받들어 달아나며 영월을 향하여 통곡하며 이별의 절을
올리고 다시 경회루를 향하여 울면서 사육신을 부르며 말하기를, “공들이 죽고 또 죽었으나 충혼이 돌아
갈 곳이 없구나! 영령들이여, 영령들이여, 부디 내게로 오라. 내 이제 남하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남원부
교룡산 아래로 옮겨 머무르며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취를 숨기고자 한다.”고 했다. 뒤뜰에 단을 하나 구
축하고 손수 여덟 그루의 소나무를 심어 각각 그 이름을 적었다. 첫째는 박취금, 둘째는 성매죽, 셋째는
이제학, 넷째는 유사예, 다섯째는 하단계, 여섯째는 유총관, 일곱째는 김매월, 여덟째는 정남포이니 남포
는 곡 공의 자호이다.18)
성종조에 성균 진사였다. 대대로 청렴결백하였으며 큰 기개와 높은 절개가 있었다. 성균관에서 의논이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직언을 올려 권세 부리는 간악한 무리들이 두려움에 떨었으며 온 조정이 추앙하여
재상의 반열에 견주었으나 불행히도 일찍 죽었다.19)

위는 6대조 정홍덕에 관한 것이고, 아래는 고조 정중형에 관한 것이다. 정훈은 6대조 정홍
덕의 행적을 정리하여 이대유(1540~1609)를 찾아가 행장을 써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이렇게
하여 작성된 것이 위의 기록이다. 정홍덕의 벼슬이 병조판서에 이르렀다는 것은 박세채가 찬
한 정훈의 행장에도 기록되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치더라도 나머지 내용은 정
훈 집안에 전해오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정홍덕이 사육신에
버금가는 충신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래 기록 역시 과장된 것은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고
조 정중형이 권세 부리는 간악한 무리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정도로 훈구파의 전횡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 청렴결백한 사림의 전형임을 강조하고 있다.20) 이렇듯 정홍덕과 정중형에 대한
부각을 통해 정훈이 의도한 것은 지조 있는 사림파의 후손으로 자신의 가문을 위치시키는 것
이었다.
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훈이 기울인 또 다른 노력으로 남원 지역 유력 사
족들과의 관계 맺기를 들 수 있다. 정훈이 이대유를 찾아가 정홍덕의 행장을 부탁한 것도 이
대유가 남원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21)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그는 최
18) 이대유, <八松公事蹟>, 慶州鄭氏文獻錄(乾),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19) 慶州鄭氏世譜,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20) 중요한 것은 정중형이 광양 현감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낮은 벼슬보다는 사림으로서의 지조를 강조하는 것이 보다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기 때
문이다.
21) 이대유는 여러 차례의 관직 제수에도 응하지 않고 학문에 전념했던 인물이다. 관직 경력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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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 최온 형제, 노형태 ․ 노형서 ․ 노형하 등과 교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당시
남원 지역 사족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던 삭녕 최씨와 풍천 노씨 가문의 주요 인물들이다.22)
또한 월곡 정여활(丁汝活)과의 교유 관계 속에서 <월곡답가> 10수를 지은 것과 조위한의 <유
민탄>을 보고 <위유민가(慰流民歌)>를 지은 것23)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훈이 기울인 마지막 노력은 사족의 삶을 직접 실천
하는 것이었다. 행장의 기록에 따르면 인목대비 폐비 사건, 인조반정,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역사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는 근왕병을 모집하여 몸소 출정하거나 이것이 여
의치 않을 경우 아들로 하여금 대신 출병토록 하였다. 정훈의 시가 창작 또한 사족의 삶을 실
천하는 행위의 일환이었다.24) 그런데 그의 시가 작품은 <용추유영가>나 <수남방옹가>처럼 산
수지락(山水之樂)을 추구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다수의 경우에서 지나칠 정도로 정치적 의사
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뒷뫼희 뭉킨 구룸 압들헤 펴지거다
람 불디 비 올지 눈 올지 서리 올지
우리 하  모르니 아므랄 줄 모로리다.
집을 지을딘댄 材木을 求니
天生 고 남글 어이여 렷고
두어라 棟樑을 삼으면 기울 주리 이시랴.25)

위의 작품은 <탄북인작변가(歎北人作變歌)>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이다. 초장의 의미는 북인
들이 작당하여 임금의 총명함을 가리고 있다는 말이다. 중장의 바람, 비, 눈, 서리는 대란(大
亂)을 가리키는 것으로 언제 대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임금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종장의 내용이
다.26)
아래 작품은 <탄오성한음완평찬적가(歎鰲城漢陰完平竄謫歌)>이다. 제목 그대로 오성 이항
복, 한음 이덕형, 완평 이원익이 계축옥사 또는 인목대비 폐비 사건에 연루되어 파직당하거나
유배를 간 것을 탄식한 작품이다.27) 이항복, 이덕형, 이원익은 모두 영의정을 역임한 경력이
성혼과 비변사에 의해 천거된 기록이 문집(활계집)과 선조실록(선조 38년 2월 13일자 5번째 기
사)에 전하는 것으로 보아 남원 지역에서 덕망이 높았던 인물로 판단된다.
22) 이에 대해서는 ‘권순회, ｢17세기 남원지방 재지사족의 동향과 정훈의 시가｣, 어문논집 제39집, 안
암어문학회, 1999.’ 참조.
23) “조현곡의 <유민탄>을 보고 곧 <위유민가>를 지어 슬퍼하였다.(見趙玄谷流民歎, 卽作慰流民歌, 以悲
之.)” 박세채, <수남방옹정공가장행적>, 수남방옹유고, 숭전어문학 제2집, 숭전대학교 국어국문학
회, 1973.
24) 김창원은 “17세기 재지사족이 강호시가를 통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
로 士族, 다시 말해 지배계급이란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본고 또한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창원, ｢김득연의 국문시가 : 17세기 한 재지사족의 역사적
초상｣, 어문논집 제41집, 안암어문학회, 2000.” 참조.
25) 수남방옹유고, 숭전어문학 제2집, 숭전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73. 이하 정훈 작품 인용은 이에
따름.
26) 박세채가 쓴 행장에 이 작품의 한역이 실려 있으며, 그 뒤에 작품의 비유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해 놓았다. “後山結雲者, 北人之作黨也. 蔽于中天者, 君象之昏蒙也. 風雨雪霜者, 大亂之將興也.”
<放翁公行狀>, 慶州鄭氏文獻錄 坤,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27) 이덕형은 계축옥사에 연루되어 삭탈관직 당한 뒤 용진으로 물러나 지내다 죽었고, 이항복과 이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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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조정의 원로대신들이었다. 이 원로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영창대군 사사와 인목대비
폐비를 감행한 광해 혼조의 패륜 사건을 동량재 모티프를 사용하여 비판하고 있는 것이 이 작
품의 중심 내용이다.
여기서 보듯 정훈의 작품에서 광해군 시대는 북인이 작당하여 패륜을 자행하는 것으로 철저
히 부정될 뿐 그 흔한 상투적 연군의식조차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주중흥가>에 나타난 묘사이다.
여  虎狼이 城闕의 득니
하이 놉다  몸을 곳게 니러셔며
히 두터운 발 편히 드딀런가
天命을 굿게 너겨 그대도록 驕泰샤
天常을 모거든 하을 고일소냐
邦本을 흐거든 百姓이 조런가
宮闕을 만히 딧다 몃 間의 살고마
無辜 窮民을 그대도록 보챌셰고
八方 貢膳을 얼마 먹고 니블 거
벼 라 銀 뫼화 어듸 두로 싸하시며
私進上 바다 드려 므어싀 다 던고
우히 그러커든 아래히 자가
上下 交證니 國體 진일런가

북인 정권 담당자들은 여우, 살쾡이, 호랑이와 같은 짐승들로 그려진다. 궁궐에는 온통 사람
이 아닌 짐승의 무리들밖에 없기 때문에 몸을 곧추어 일어날 수도, 발을 편하게 디딜 수도 없
다. 또한 그들은 천명도 천상도 방본도 모르는 패륜아들이다. 임금은 궁궐을 많이 짓겠다고
무고한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신하들은 벼슬을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쁘다. 이렇
듯 상하가 서로 병증을 지녔으니 나라의 체면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광해 혼조의 북인 정권에 대해서는 극도의 부정적 의식을 나타내는 반면에 이를 몰
아내고 들어선 인조의 서인 정권에 대해서는 낯 뜨거운 예찬을 늘어놓는다.
京城은 눈에 보고 外方은 귀예 듯고
一時 鼓舞니 有光타 뎌 新王아
다 이운 草木애 時雨인 이러가
東方 十六年이 夷狄이 다 되얏더니
一朝 匡復니 반가옴이 이 업다
이 몸이 이제 죽다 셜운 일이 이실손가

<성주중흥가>에서 인조반정을 노래한 대목이다. 경성은 눈으로 보고 그 외의 지방은 귀로
들어 일시에 고무되어 반정이 일어난 것으로 표현하고, 인조가 등극한 감격을 “有光타 뎌 新
王아”라 하여 암흑천지에 새로운 빛을 내린 것으로 나타냈다. 시든 초목을 살리는, 때 맞춰
내리는 단비도 이에 견줄 수 없다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니 반가움
은 인목대비 폐비 사건에 연루되어 각각 북청과 홍천으로 유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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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끝이 없다고 했다. 그러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까지 말한다. 여기서도 광해 혼조 16
년은 이적(夷狄)이 다스린 시기로 규정된다.
이렇듯 정훈의 시가에는 광해 혼조에 대한 극단적 부정과 인조 대 서인 정권에 대한 극단적
찬양이라는 지나친 이분법적 구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당시 남원 지역 사족지배 질서를
주도한 가문들이 광해조의 북인 정권에서 소외되어 있다가 인조반정 이후 서인 정권에 참여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며, 이들 유력 사족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정훈의 의식적 노력
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4. 조위한의 <유민탄> : 낙척자(落拓者)의 자기연민
조위한(1567~1649)은 서울의 서부 반석촌(盤石村)에서 태어났다. 따라서 그는 장경세나 정
훈과 달리 남원의 재지사족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광해 혼조에 정치적 이유로 남원으로 이주
하여 약 6년 가까이를 지냈으며, 이 무렵 <유민탄>을 창작했다. 따라서 17세기 초반 남원 지
역에서 산출된 시가문학의, 광해 혼조에 대한 대응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는 이 글의 전반
적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 이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조위한은 비록 늦은 나이인 43세(1609년)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재주가 출중하고 출세욕이
남달라 서울을 떠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해 혼조의 정치 상황은 그가 원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냥두지 않았다. 그는 남원에 안장한 모친 한씨의 분묘를 고양 선산
으로 이장했다가 너무 사치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1612년 사간원의 탄핵을 받고 파직당했으며,
계축옥사(1613년)에 연루되어 3일간 국문을 받다 풀려나는 곤욕을 치렀고, 1618년에는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외가가 있는 남원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때
부터 인조반정으로 정계에 복귀하게 된 1623년까지 남원에서 지냈다. 이 남원 이주기인 1621
년에 창작한 작품이 <유민탄(流民歎)>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작품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단편적인 기록들만 일부 전할 뿐이다.
부역에 시달리며 굶주린 백성들이 길가에 가득한 것을 보고 우리말로 유민탄이라는 노래를 지었다. 노
래의 뜻이 매우 슬프고 곡진정태하여 일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으며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
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 노래가 궁중에 흘러들어 광해군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자 사람을 시켜 지은이를
찾도록 하여 화를 면치 못할 뻔하였다. 뒷날 수사 백강 이공이 특별히 이 사실을 기록하였다.28)
조위한(趙緯韓)을 홍문관 교리로 삼았다. 조위한은 젊었을 때부터 문명(文名)을 날렸는데, 우스갯소리
를 잘하는 통에 예법을 지키는 선비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혼조(昏朝) 때에는 ‘유민탄
(流民歎)’이라는 글을 지어 당시 혼란했던 정치상과 백성들의 곤궁한 생활상을 남김없이 표현하였는데,
당시에 전해 읽으면서 절창(絶唱)이라고 하였다.29)

<유민탄>에 관한 기록은 <행장> ․ <신도비명> ․ <연보> ․ 순오지 ․ 인조실록 등에 전하
고 있는데,30) <신도비명>과 <연보>의 기록은 <행장>과 대동소이하고 순오지의 기록은 인
조실록과 비슷하다. 작품 제목과 위의 기록들을 결부시켜 보면 <유민탄>은 광해 혼조의 혼란
28) 趙億 撰, <玄谷趙公行狀>.
29) 인조 7년(1629년) 9월 16일 3번째 기사.
3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영대, ｢최척전 작가, 조위한의 문학에 대한 관심｣, 한국언어문학 제
84집, 한국언어문학회,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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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정치상과 혹독했던 부역으로 인해 고통스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의 생활을
한탄한 노래로 추정된다. 때문에 기존에 우리는 이 작품이 광해 혼조의 부정적 현실을 고발하
고 이를 강력하게 비판한 현실고발문학 또는 현실비판문학의 대표적인 것으로 인식해 왔다.
물론 전하는 기록으로 볼 때 이런 추정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것으로 이 작품의 모든 것을 다 설명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남원 이주 당시 조위한의 심리 상태를 분석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나는 남토에 流落하고부터 항상 근심에 싸여 매양 山翁, 溪友와 함께 산수 사이에서 시를 읊조렸다.
하지만 가슴속 不平之氣는 俗人들과 터놓고 말할 수 없었다. 그때마다 다시 長歌 한 곡조를 부르며 눈
물 몇 줄기를 흘리면 곁에 있던 사람들이 괴상히 여기고 처첩은 꾸짖으며 나를 가리켜 미쳐서 정신이 나
가 그렇다고 여겼다. 아, 이 어찌 나를 알아주는 자이겠는가? 무릇 사람이 분묘로 떠나가 친척과 이별함
에 도리어 入山의 깊지 않음을 염려하는 것이 어찌 인간의 情이겠는가? 이유는 단 하나, 세상에 말살당
하고 때[時]에 버림받은 것이니, 대개 어쩔 수 없는 형세에서 기인한 것이리라. 혹시라도 기꺼이 함께 돌
아와 나와 벗하는 자, 예컨대 商山四皓나 竹林七賢과 같은 동호인이 있어, 무릉도원이나 朱陳之村 같은
곳에 이르러 동서로 두렁을 낸 다음 지팡이 짚고 짚신 신고 서로 사귀며 한가롭게 일생을 마치고 즐거워
서 돌아옴을 잊는다면, 이 또한 不遇한 자의 즐거움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렇지 못해 태평한 세상
[明時]에 죄를 지어 刑書에 이름이 올랐으니 山林이 아니면 돌아갈 곳이 없어 白首의 남은 목숨 만리타
향 남토에 이르게 되었다. 형님과 아우는 모두 조정에서 벼슬을 하고 친구들은 뜻을 얻지 못했으니 만날
날 기약 없고, 나 홀로 병든 처, 어린 자식과 함께 궁벽한 촌구석 적막한 땅끝에서 타향살이를 하게 되
었다. 곰곰이 내 신세를 생각하면 어찌 원통하고 원통하지 않으리요? 간혹 술을 마시면 취하고 흥에 맡
겨 읊조려 보기도 했지만, 벗들과 떨어져 쓸쓸히 지내는 마음은 어떻게도 털어버릴 수 없었다.31)

출세에 대한 원망(願望)이 너무 컸던 탓일까? 조위한은 남원 이주와 관련하여 거의 절망에
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그는 남원을 ‘만리타향 남토’ 또는 ‘궁벽한 촌구석 적막한 땅
끝’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런 남원으로의 이주를 ‘유락(流落)’ 또는 ‘타향살이’라고 말한다.
이 글을 쓴 1618년 당시 조위한에게 있어 남원은 자신의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줄 외가로서의
이미지보다는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궁벽한 유배지의 이미지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
렇듯 유배자의 심정으로 향한 남원행이었기에 남원에서의 그의 생활은 답답함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슴속의 불평지기(不平之氣)는 나날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 중 하나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문학(예술) 치유가 아니었던
가 한다. <유민탄>을 창작한 것은 1621년이고 위의 글은 1618년 7월에 쓴 것이기 때문에 위
의 ‘장가 한 곡조’가 <유민탄>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유민탄>이 구체적으로 수행한 기능
은 위의 ‘장가 한 곡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작가 조위한이 <유민탄>을
창작한 궁극적 의미는 광해 혼조의 정치현실을 비판하는 데 있었다기보다 점점 피폐해져 가는
자신의 영혼을 달래고 위로하는 데 있었다고 생각된다. 작품에 그려진 유민은 헐벗고 굶주려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힘없는 당대 민중이면서 동시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죽어간 조위한
의 가족32)이기도 하고 나아가 작가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으로 이해된다. <유민탄>이 조위
한의 자기서사가 반영된 <최척전>33)과 같은 해인 1621년에 창작되었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
31) <題浴川酬唱卷後>, 현곡집 권12. ‘양승민, ｢<최척전>의 창작동인과 소통과정｣, 고소설연구 제9
집, 한국고소설학회, 2000, 80~81면.’에서 재인용.
32) 그는 임진왜란 때 피난 도중 추위와 굶주림으로 딸을 잃었으며, 1594년에는 모친 한씨가 세상을 떠
났다. 정유재란이 일어난 해에는 아내를 잃었고, 동생 조찬한의 갓난아이가 굶어죽고 제수인 고흥 유
씨는 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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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닌가 한다.

5. 결론
<생략>

33) 신태수는 조위한이 자기서사의 발현과 수정을 통해 심리적 장애를 치유하는 방향에서 <최척전>이
창작되었다고 보았다. ‘신태수, ｢자기치유 관점에서 본 <최척전>｣, 한국언어문학 제 85집, 한국언어
문학회,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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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2분과)-6 토론]

‘17세기 남원의 시가문학’
양승민(선문대)

토론문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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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2분과)-7]

<임진록>의 초월성 연구
-역사계열과 역사계열(변)을 중심으로1)황

병 홍*

<目 次>
Ⅰ. 緖論
Ⅱ. 역사소설에서 초월성의 개념
Ⅲ. <임진록>에 나타난 초월성의 기능과 의미
Ⅳ. 結論

Ⅰ. 緖論

고소설에서 초월성(혹은 환상성)1)은 작품의 사상적 근간이라 할 만큼 중요하며 다양한 양
상으로 드러난다. 전기소설의 경우에 초월성은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고, 영웅소설
이나 군담소설 역시 초월성은 주인공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런데
같은 고소설 내에서도 (군담)역사소설2)만큼은 초월성이 제약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
나, 초월성이 적게 발현될수록 정통 역사소설로 인정하려는 연구 경향이 두드러진다.3) 이런
이유로 앞서 언급한 소설류들에 나타난 초월성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나4)
* 중앙대학교 강사
1) 초월성과 환상성의 관계에 관련된 논의는 본론 Ⅱ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본고에서는 초월성이라는 용
어가 역사소설 연구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이 용어를 사용한다.
2) 고소설에서 역사소설은 군담이 포함된 작품들과 군담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작품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는 <임진록>을 위시한 임·병 양란 및 나선 정벌 등 전쟁을 다룬 작품들이 속하고,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작품으로 당쟁을 소재로 한 <박태보전>, <윤지경전>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역사군담
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본고의 초점은 역사소설에 있으므로 군담을 2차 분류항으로 설정하였
다.
3) 권혁래는 “초월적 세계의 질서 및 인물이 개입하고, 우연의 남발이나 도술 사용 등 현실적으로 일어
나기 힘든 사건 해결 방식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면, 소재의 역사적 성격 내지 실재성이 심각하게 훼손
되어버려 결국에 역사소설이 추구하는 진실성도 부정되는 결과를 낳고 말 것”(권혁래, 『조선후기 역
사소설의 성격』, 박이정, 2000, 12쪽.)이라고 하며, <박씨부인전>이나 <홍길동전>,<전우치전>의 경우
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세 작품만 두고 보아도 초월성의 개입 정도나, 작품 내의 역사적 사건의
비중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박씨부인전>의 경우 도술 사용이나 신선의 등장이 빈번하
다는 이유로 역사소설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史實’에 초점을 두고 분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조선후기 역사소설의 변모양상을 연구한 송하준은 <박씨전>을 <배시황전>과 함께 “실제 역사상 존재
하지 않았던 인물을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송하준, 「조선후기 歷史小說
의 변모양상과 주제의식」,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94쪽.)라고 하여 역사소설에서 허구적 인물 창
조를 통한 역사의식의 도출 역시 나름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환상은 동아시아 서사문학의 출발이며 우리나라 서사문학의 핵심 미학”(김성룡, 「고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6쪽.)이라는 언급을 포함하여 전기소설과 영웅소설, 군담소설
에 대한 초월성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근래에는 대하소설까지 영역이 확장되고 있
다.(한길연, 「대하소설의 환상성의 특징과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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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소설만은 역사와의 끊임없는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장르적 특성5)으로 인해 예외적 입
장에 놓여 있다. 즉, 역사소설의 작품성이 역사‘소설’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소설적인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이 우세하여, 역사소설에서만큼은 초월성을 불필요한 요소로 여겨 배
제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6)
그러나 역사소설의 본질은 역사가 아니다. 역사가인 E.H.카는 문학이 역사에 기여하는 바
가 분명히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역사와 문학의 경계를 분명히 긋고 있다.7) 이에 비해 역사
소설 연구자들은 역사의 권위에 기대어 역사소설의 가치를 부여받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史實’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다루는 역사소설이 독자들의 기대 지평에 부응하는
이른바 ‘제대로 된 역사소설’이라는 인식이 작가 및 연구자들에게 만연해 있다. 루는 이러한
점에 대해 ‘傳記’에서 발생한 허구적 서사인 중국의 역사소설은 태생적 한계에 묶여 역사 중
심적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8) 그러한 관점 안에서 허구적 요소, 더 나아
가 초월성은 역사소설 독자들의 기대 지평에 부응하지 못하고, 저급한 취미에 영합하는 열
등한 요소로 오랫동안 취급받아왔다. 또한 한국의 역사소설 연구에서도 초월성은 주요 관심
대상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역사소설에서 초월성은 역사성과 역사의식을 좀먹는 존재에 불과한 것일까? 필자
는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문학이기 때문이다. 소설은 본질적으로 개연성 안에서 허구적 상상력을 다룬다. 작품 내부
세계의 개연성이 훼손된다면 작품성을 낮게 볼 근거가 되겠지만, 개연성은 미메시스에 의해
서만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다. 캐스린 흄9)은 문학이 환상과 미메시스에 의한 충동의 복합적
산물로 규정한 바 있다.
문학은 두 가지 충동의 산물이다. 하나는 ‘미메시스’로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逼眞感과 함께 사건·사람·상황·대상을 모사하려는 욕구이다. 다른 하나는 ‘환상’으로서, 권태
로부터의 탈출·놀이·환영·결핍된 것에 대한 갈망·독자의 언어 습관을 깨뜨리는 은유적 심상 등을 통
해 주어진 것을 변화시키고 리얼리티를 바꾸려는 욕구이다. 어떤 작품을 환상이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작품을 미메시스적인 것으로 묶어 둘 필요도 없다. 오히려 많은 장르와 형식
속에 두 가지 충동이 특색 있게 혼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공임순,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장르론적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쪽.
6) ‘역사’소설과 역사‘소설’의 경계를 구분지은 조셉 터너는 역사서사에서 가장 근접에 해 있는 역사소설
의 종류로 기록적 역사소설을 들고, 소설에 가장 근접해 있는 역사소설로는 창안적 역사소설을 꼽는
다.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는 가장적 역사소설을 설정하였다. 공임순은 여기에 환상적 역사소설을 더
해 역사소설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공임순, 앞의 논문, 45~53쪽.) 이는 역사소설 비평에 있어
환상성을 적극 고려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역사소설의 시점을 20세기 초부터로 잡은 점, 환상성의 정
의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점 등에서 본고의 논의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7) “
E.H.카 저, 김택현 옮김, 『역사란 무엇인가(37쇄)』, 까치글방,
2013, 76쪽.)
8) “역사와 소설 사이의 장르적 교차점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공식 역사 서술에서 문학 양식으로
처음 확립된 傳記이다. 후에 傳은 소설의 중요한 장르가 된다. 역사 전기는 유사한 장르적, 문학적,
이데올로기적 기대 지평 안에서 별 무리 없이 이해되었다. 문제는 그러한 지평 또는 기준들이 傳奇를
읽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미 존재하는 기대 지평은 독자의 이해와 수
용을 이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루 샤오펑 저, 조미원·박계화·손수영 옮김, 『역사에서 허구로』,
길, 2001, 30쪽.)
9) 캐스린 흄 저, 한창엽 옮김,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55쪽.

전기들 중의 일부는 진정으로 역사에 기여한다.(……) 그런 전기들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역사소
설과 마찬가지로 문학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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흄의 이러한 정의는 모방성과 초월성이 혼합된 고소설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틀이다.
또한 그것은 역사소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역사소설이 역사와의 끊임없는
긴장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초월성은 배제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작품을 더
욱 풍부하게 하는 요소로 파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역사소설 중에서도 <임진록>이 차지하는 위상은 특별하다. 이본의 수가 60여종10)에 이르
는 작품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진록>의 이본의 다양성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이는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식이 다양하게 분출
됨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임진록>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지난한 작업이 된다. 성격이 매
우 다른 각각의 이본 중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9종의 모든 이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바로
초월성이다. 본고가 역사소설인 <임진록>을 초월성 중심으로 작품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
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계열별로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닌 임진록 이본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본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이나 서사구조가 있어야 할 텐데 <임진록> 이본군의 성격
상 이를 하나로 묶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본 전체에 깔려 있는 사
상적 근거가 되는 초월성이 작품 형성의 기반임을 밝힌다면 <임진록> 연구에 작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특히 소재영11)이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작품군 혹은 역사성을 바탕으로
의도적 설화를 가미한 작품군으로 지목한 작품들과, 임철호12)가 역사계열 혹은 역사계열
(변)으로 지목한 작품들에 초월성을 지닌 요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남을 근거로 하여, 역사소
설에서 초월성의 기능과 의미를 밝히는 것은 역사소설과 초월성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도움
을 줄 것이다.
본고는 소재영과 임철호가 분류한 계열 중 역사와 관련이 많으며, <임진록> 이본 중에서
도 권혁래가 역사소설로 인정한13) 역사[H]계열과 역사[HL]계열(변)을 대상 텍스트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중 역사계열에 속하는 것은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문필
사본을, 역사계열(변)은 해당되는 6종의 이본 중에서 내용이 가장 온전하고 또한 판각본으로
간행되어 많은 독자층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는 경판본을 텍스트로 하여 작품 세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Ⅱ. 역사소설에서 초월성의 개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역사소설에서 초월성의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그런데 서
론에서 밝힌 것처럼 ‘환상성’과 ‘초월성’은 연구자들의 편의에 따라 약간씩 다른 개념으로 사
용되어,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14) 특히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모두에서 흔히 언급

10) 임철호는 <임진록> 이본을 연구하면서 <임진록>과 유사해 보이는 작품들이 더 있지만 <임진록> 이
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진왜란의 역사가 어떠한 형태로건 작품의 배경과 소재가 되어 있어야 한
다는 점, 역사적 사실의 일부 혹은 전체가 허구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어떤 형태로든지 <임진록>
의 다른 이본과 관련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들어 <임진록> 이본을 59편, 6계열로 정리하였다.(임철
호, 『임진록 이본연구Ⅰ』,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6, 8~9쪽.)
11) 소재영, 『임병양란과 문학의식』, 한국연구원, 1980, 75~83쪽.
12) 임철호, 위의 책, 13~46쪽, 288~375쪽.
13) “<임진록>은 이본 간의 편차가 워낙 큰 작품인데, 이 중 역사계열 및 역사변이계열로 분류되는 일부
이본만을 본래 의미의 역사소설 범주에 넣을 수 있다.”(권혁래, 앞의 책, 15쪽.)
14) 환상성을 주요 제재로 삼은 논문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환상성(초월성)을 규정하고 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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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환상’, ‘환상적’, ‘초월적’ 등의 용어는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대개 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사용되다보니 혼란을 불러 온다. 물론 필자 역시 환상성의 개념을 단언할 역량은 있지 않다.
다만 역사소설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초월성이라는 용어가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 정도
를 밝히고자 할 따름이다.
강상순15)은 문학연구에 있어 환상성이라는 용어가 “의미의 편차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인 양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소모적”임을 지적하고 “이 용어
의 다의적인 사용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것을 의식적이고 분별적으로 사용”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는 아래 인용문에 담긴 환상의 세 가지 속성들이 개별 작품에 단독으로 혹은 교직되어 사용
됨으로써 남성 주인공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고소설 연구, 보다 넓게는 문학 연구 일반에서 ‘환상’이라는 용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 혹은 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여겨지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① 현실 속에서 현실적-합리적-정상적인 것과 공존·대립하는, 일종의 불가해한 신비 체험
② 가상적 허구를 통한 창조된, 일종의 의도적인 반현실
③ 현실을 인식하고 구성하는, 인간의 심리 속에 내재된 어떤 보편적인 성향

①은 傳說이나 志怪 같은 경우에 해당되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억압되고 은폐된 현실을 끄집
어낸다. 그리고 ②는 영웅소설처럼 상상적으로나마 독자들의 무의식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경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③은 라캉의 상상계에 해당되는, 인간이 스스로를 타자(의 욕
망)와 관계지우고 구성하며 무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16) 그런데 결국 ①과 ②는 ③의 속성
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①과 ② 모두 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말
한 것처럼 이러한 분류는 환상이라는 동일한 용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개념 층위들
을 분류한 것이다.
하지만 환상성의 요소를 층위별로 나누더라도 고소설 연구에 환상성을 직접 대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왜냐하면 환상은 서양적 관념에서 출발하였으며, 발생 역시 서양의 특정한
역사적 장르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환상적(fantasic/fantastique)'’의 어원인 그리
스어 ‘판타제인(phantasein)'은 '나타나 보이게 하다', '착각을 주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
다’, ‘드러나다’라는 의미가 있다.17) 이는 환상성이라는 용어가 시각적인 요소에 강하게 제약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드라큘라 등과 같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낯선 대상들에
대한 망설임이 환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고소설에는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관념적인 존재들을 자주 다룬다. 이러한 대상들을 그 동안은 환상성으로 총
칭해서 다루었으나 이제는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상문학’ 혹은 ‘환상적인 것’은
수단으로 삼았다. 다음은 그 사례들이다.
‘초월성’이라는 개념은 철학적·미학적·인식론적·종교적 문제와 관련되는 개념으로서, 선명한 정의가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단지 범박하게 현실적·과학적·합리적 인식태도로는 불가해한 제양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쓰
기로 한다.(차충환, 「고소설에서 ‘초월성’의 의미」, 『어문연구』10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0, 155쪽.)
고소설의 환상성은 텍스트에 서술된 초현실적 사건에 대해 독자가 대상세계를 멀게 느끼거나 가깝게 느끼는
심리적 원근감에서 생성되는 효과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문희, 「고전소설의 환상성의 양상과 인식
적 기반」, 『고소설연구』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8쪽.)
고전소설의 환상과 관련해서는 가시적인 현실과는 다른 기이한 현상과 관련되는 것 정도로 개념 규정을 하고
자 한다.(한길연, 앞의 논문, 471쪽.)
15) 강상순, 「고소설에서 환상성의 몇 유형과 환몽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15, 2003, 36~37쪽.
16) 강상순, 위의 논문, 37~42쪽.
17) 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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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유행했던 고딕소설이라는 특수한 장르에 대한 분석의 산물이었다
는 점도 환상성이라는 용어를 고소설 분석에 사용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요
컨대 시각 중심의 어원과 특수한 장르를 대상으로 한 발생이라는 요소를 외면한 채 환상과
관련된 용어를 그대로 고소설 분석에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로즈메리 잭슨은 “환상은 초월적인 것이 아니다. 환상은 이 세계의 요소들을 전도시키는 것,
낯설고 친숙하지 않으며 그리고 명백하게 ‘새롭고’ 절대적으로 ‘다른’ 어떤 것을 산출하기 위
해 그 구성 자질들을 새로운 관계로 재결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18)라고 하였는데, 이는
고소설에 나타나는 환상성과 초월성과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환상성은 익숙
하다고 생각되는 현실을 전복하기 위해 서사의 구성 자질들을 낯설게 재결합시키는 데서 발생
하는 개념이다. 이는 토도로프가 규정한 바와 같이 등장인물, 서술자, (내포)독자가 사건에 대
한 애매한 지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망설임과 관련된다.19) 결국 환상성은 서사의 각 주체들이
사건을 낯설게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환상성이 서양에서 출발한 개념이라고 해서 우리문학 연구에 전혀 무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환상성의 개념은 전기소설이나 몽유장편소설처럼 異界로 진입하여 현실에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하는 작품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현실을 벗어난 이계나 몽중 세계로 진
입하는 경우에 인물이나 서술자, (내포)독자가 인식하는 낯설음과 그로 인해 느껴지는 망설임
은 환상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역사소설의 초월성을 받아들이는 독
자들은 망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초월성을 내재적으로 인식하고 심지어 당연한 것
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초월성은 망설임의 대상이 아닌 神異 혹은 遊戱의 대상
으로 변모하게 된다.20) 이 경우 독자는 작품에 구현된 초월성에 동화되기도 하고 혹은 인물의
초현실적 능력을 자신을 투사시킴으로써 가상적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21)
역사소설에 나타난 초월성은 奇異性이 강하며, 환상성과는 일정한 변별점이 있다.22) 특히 성
리학에 기반한 조선사회에서 초월성은 “人(현실)과 天(현실 바깥)의 관계를 통해 ‘현실’이 ‘현
실 바깥’에 견인되고 수렴되면서 결국에는 ‘현실’이 ‘현실 바깥’에 포괄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는 논의를 가능케 한다.23) 다시 말해, 역사소설의 초월성에는 인간사가 천상의 존재 같은 초
월적 존재들에 의해 결정되는 天定 혹은 天命의 속성이 매우 뚜렷하다.
고소설에 나타난 천에 의한 초월성을 이원적으로 분석한 박대복은 “

인간이 지닌 능력의 한

18) 로즈메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18쪽.,
19) 환상이란 말해진 사건에 관해서 독자 자신이 품는 애매한 지각이라고 정의되는 것이다. 여기서 곧
바로 명확하게 해 두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특정의
개별적이고도 현실적인 독자가 아니라, 텍스트라는 것에 암암리에 포함되어 있는 독자의 ≪기능≫을
말한다는 것(거기 내레이터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 말하자면 내포된 독자
의 지각은, 작중 인물들의 행동과 마찬가지 명확성을 가지고 텍스트 안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따
라서 독자의 망설임이야말로 환상의 제1 조건이다.(토도로프 저, 이기우 옮김, 『덧없는 행복 - 루소
론, 환상문학 서설』, 한국문화사, 2005, 131쪽.)
20) 김문희는 텍스트에 대해 느끼는 독자의 반응과 관련하여 고소설의 환상성을 기이성, 경이성, 신이성,
유희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김문희, 앞의 논문, 9~27쪽.) 필자는 환상성을 고소설에서 여러 형태
로 수용할 수 있다는 논의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구체적인 분류 양상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다.
21) 위의 논문, 26쪽.
22) 한자문화권에서 환상성은 ‘기이함’이라는 내용으로 더 잘 표현되어 왔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쓰
이는 ‘기(奇)’는 ‘드물고, 본래적이고, 환상적이고, 놀랍고, 기묘한 영역’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異)’는
일차적으로 ‘차이, 구별짓다’는 의미이며, 이차적으로는 ‘비범한, 현저한, 낯선, 이질의, 괴상한’ 등으
로, 무엇이든 규범과 다른 것을 의미한다.(최기숙, 앞의 책, 8쪽.)
23) 차충환, 앞의 논문,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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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超自然的인 힘에 의해 극복 혹은 변화될 때, 이를 超越性이라 할 수 있다.”라고 규정

24)

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 고소설의 초월성을 神異와 怪異로 구분하였다.25) 이 경우 신이와 괴
이를 나누는 기준은 대체로 천상 존재와의 긍정적 관계 유무이다. 다시 말해 천인관계에 있어
서사에 발현된 사건이나 인물이 天帝로 대표되는 천상 존재 자체와 관련되면 신이함으로 인식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진실성과 도덕성이라는 지표 역시 존재한다. 즉 천상과의 관련
성을 가지면서 진실하고 도덕적인 존재들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바로 신이함이다.

<임진록>에서 인물들은 이계로 진출하지 않으며, 작품에 등장하는 낯선 상황들은 모두 현
실계에 작용한다. 따라서 <임진록>을 분석하는데 있어 환상성보다는 초월성이 좀 더 유용
할 것이다. 이때 <임진록>에 나타나는 초월성은 대체로 초월적 존재와 관련한 신이의 양상
으로 드러나 주인공을 돕고 미래를 예측하도록 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과정으
로 통해 독자들은 신이적 초월성을 망설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 동화되거나 유희적 관
점에서 짜릿함 복수를 맛볼 수 있게 된다.
그간 <임진록>의 초월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민족적 선민의식
등 추상적 차원에서 언급되었을 뿐 서사구조 속에서 초월성의 구체적 성격이 파악된 적은
없다. 이에 본고는 초월성이 서사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 그 기능을 도출하
고 의미를 찾고자 한다.
Ⅲ. <임진록> 역사계열에 나타난 초월성의 기능과 의미
임철호는 역사계열인 국립도서관 한문본의 성격을 논하면서 내용이나 성격 면에서 볼 때 『선
조실록』 등의 정사보다는 야사기록물과 더 유사하며, [H국]본의 내용이 사실위주로 되어 있다
는 것은 『임진록』의 다른 계열과 비교할 때에 그렇다는 것이지, 正史나 초기의 문헌기록과 비
교하면 오히려 그 반대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26) 이는 처음부터 역사계열이라는
명칭이 불러올 수 있는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역사계열은 다른
이본들과의 내용 비교를 통해 붙인 이름이지, 작품의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뜻한다.27)
실제로 임철호는 [H국]본의 이야기 단락 전체 249개 가운데 비교적 허구성이 강한 47개의 단
락 내용을 따로 인용하고,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전개는 약간씩 허구화되어 있다고 하였다.28)
필자는 이에 임철호가 허구적 성격이 강하다고 언급한 화소들 중에서도 초월성이 두드러지는
24)

박대복, 「超越性의 二元的 認識과 天觀念 -李奎報와 一然을 中心으로-」, <어문학>75, 한국어문
학회, 2002, 171쪽.

25) 박대복은 신이와 괴이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였다.(위의 논문, 198~199쪽.)
1. 건국의 창업과 관련된 초월성은 천명을 의미하는 신이가 되지만, 수성을 위한 치국에는 국가 위
기의 징조를 의미하는 괴이가 된다.
2. 天帝에 근원을 둔 건국시조의 행위는 신이가 되지만, 하늘과 관련된 권능을 상실한 행위는 괴이
가 된다.
3. 건국시조는 천상과의 관련성을 가진 성인이면서 천제의 자손으로서 신성한 업적을 성취하였기 때
문에 신이가 되지만, 천상과 관련성이 없고 진실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무당의 종교행위는 괴이가
된다.
26) 임철호, 『임진록 이본연구Ⅰ』, 27쪽.
27) 이런 관점에서 임철호가 나눈 59종의 이본 중에서 실제로 역사계열이라고 규정한 작품은 국립도서
관 한문본 단 1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게다가 그 1편마저도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 점은 역사소설을 ‘史實性의 유무’만으로 분석해 온 것에 대한 반성을 요
구한다.
28) 위의 책,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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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개의 단락을 따로 간추렸다. 아래 표는 임철호가 제시한 서사 단락 중 초월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을 초월성의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눈 것이다.
유형
천문과 이변

신이한
존재의 도움

초월성의 내용
① 관상감이 천문의 이상함을 보고하다.
② 각가지 이변이 나타나다.
③ 종묘에서 신령이 나타나 왜장을 꾸짖다.
④ 이일·이원익이 왜장과 싸우던 중 위태할 때 도사가 나타나 도와주다.
⑤ 이순신이 노인의 현몽 지시로 대비하여 승리하다.
⑥ 조호익이 의병을 일으켜 異人의 지시로 승리하다.
⑧ 관운장이 도성에 현신하자 왜병이 영남으로 후퇴하다.

역사계열에는 일본의 지리적 위치와 일본 민족의 기원,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먼
저 제시되고, 수길의 출생과 황제가 되는 과정이 나온다. 그리고 바로 ①과 ②가 제시되는데
이는 이후 일본의 조선 정탐과 침입 사이에 발생한 일이다. 그렇다면 천문과 이변이 제시된
이 단락의 의미는 일본의 침입에 대한 하늘의 경고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경고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또 구체적 이변의 모습으로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조정은 이이의 양병설을 무시하고, 조헌을 유배시키는 등 계속된 실책을 자행한다. 이것은
스스로 天命과 天福을 받아 왕조를 건국한 것으로 자부한 조선이 하늘의 경고를 외면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당리당략에 빠져 그나마 전쟁에 대비하자고 주장하던 충신들은 오히려
유배를 보내기도 한다. 결국 일본은 무사히 조선 정탐을 마치고 결국 부산을 시작으로 조선
침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예로부터 자연의 변화 중에서도 천문의 이변은 정치와 관련되어 해석되어 왔다. 이는 자연의
이변이 天意를 나타내는 징조로 인식했기 때문이다.29) 그렇기에 <임진록>에서 관상감이 본
천문의 이상함을 주달하니 임금이 근심에 빠지는 것이다. 이후 나타난 각가지 이변은 관상감
이 본 천문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하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방비를 못해 일본이 침략하자 ③, ④, ⑤, ⑥에
서 신령‧도사‧꿈 속 노인‧이인 등이 나타나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왜적에 대응하도록 도움을
준다. 게다가 관운장은 직접 현신하여 신장과 더불어 싸움을 돕기도 한다. 이렇게 초월적 존
재들의 개입을 역사계열에 허용하는 것은 이것이 전후 사회의 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30) 다시 말해, 경이적 이차세계에 속해 있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이 현실
에 등장하여 고난을 구원하는 서사 속에는 미래의 고난이 닥쳐와도 선한 부류가 승리하리라는
福善禍淫의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이 아직 하늘에
의해 버림받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초월적 존재
는 인물, 서술자, (내포)독자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된다.

29) 박대복, 「金庾信 列傳의 天觀念 硏究」, 『어문연구』35, 2007, 129쪽.
30) ‘경이로운 것’의 영역에 가까운 환상물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 종교적인 신
화나 요정담, 공상과학 소설을 통한 이차 세계의 창조는 다른 세계, 즉 무질서하고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 세계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면서 결핍을 채워주는 보상적인 세계를 수립하기 위해
‘합법화된’ 방법들-종교나 마술이나 과학-을 사용한다. 이러한 환상물들은 현실 세계를 초월한다. 그
들의 로망스적인 토대는,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는 선과 안정과 질서가 승리하게 되는 자율적인 메카
니즘의 세계라는 것을 제시한다.(로즈메리 잭슨, 앞의 책, 229~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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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작품 속 음조의 주체들을 대하는 등장인물과 서술자의 태도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보
이지 않는다. 즉 초월적 존재들이 꿈과 같은 간접적 방식이나 현신과 같은 직접적 방식으로
나타나 등장인물을 도울 때 등장인물들은 그것을 환상적 망설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당연히 도움을 받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호응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행함으로써 승리
를 쟁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는 역사소설의 독자들에게 과거의 치욕을 가려주고,
자연스럽게 승리의 기억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역사계열(변)에 해당하는 『임진록(한국고전문학전집4)』(소재영,장경남
역주,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3)에 수록된 경판본은 김동욱의 고소설판각본전집과 대영박물
관본, 영남대 도서관본을 통해 1·2·3권 전체를 복원한 것이다. 모두가 72장이며 간기는 1894
년으로 추정된다. 경판본의 특색은 비교적 역사적 기록에 충실하나 권3 중반 이후에는 설화
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31) 경판본은 임철호의 분류에 의하면 역사계열(변)에 속하는
데32), 본고는 <임진록>의 온전한 모습을 바탕으로 논의를 펴기 위해 『한국고전문학전집』
에 수록된 경판본을 텍스트로 삼았다. 경판본은 [H국]본에 비해 허구화의 정도가 심하고 초
월성 역시 강화되었다.
역사계열과 같은 기준으로 역사계열(변)에 초월성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 서사 단락을 구성
한 결과 약 28곳이 해당되었다. 이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천문과 이변, 신이한
존재의 도움과 예언, 영웅성의 표출이 된다.33)
유형

천문과
이변

신이한
존재의
도움과
예언

내용

1)관상감이 천문의 이상함을 보고하다.
2)갖가지 이변이 나타나다.(1,2,3차)
11)진인이 천문을 보고 이순신의 죽음을 예언하다.
12)큰 별이 바다 가운데 떨어지고, 이순신이 가슴에 철환을 맞고 쓰러지다.
13)일본왕이 천기를 살피고 조선이 기병하여 일본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다.
20)서산대사는 천문지리를 모르는 것이 없고 육정육갑을 임으로 부려 천변만화가 측량
할 수 없다.
21)서산대사가 천기를 보니 일본이 다시 기병하여 조선을 침노할 기미가 있다.
3)종묘의 사직 신령이 왜적을 꾸짖어 쫓아내다.
5)이원익이 도망갈 때 도사가 나타나 공중에서 핏빛 물을 뿌려 적군을 움직이지 못하
게 하여 돕다.
7)조호익이 산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키는 대로 하여 적을 처치하다.
6)이순신의 꿈에 노인이 나타나 적의 침입을 알려주다.
10)관운장이 나타나 신병과 함께 왜적을 치니 왜적들이 서로 짓밟아 죽는 자가 무수하
다.
14)이순신이 어릴 때 상자가 미래에 해군 장수가 되어 큰 공을 세울 것을 예언하다.

31) 소재영‧장경남 역주,『임진록(한국고전문학전집4)』,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16쪽.
32) 역사계열(변)에 속하는 이본에는 모두 4종이 잇는데, 이들은 모두 3권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3권의
내용을 보면, 1·2권의 내용과 3권의 내용은 이야기의 성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이야기의 논리적인 전개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역사계열(변)의 내용 중 1·2권은 역사계
열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며, 3권의 내용은 이순신계열의 하권과 같다.(임철호, 「임진록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5, 30쪽.)
33) 도표 중 내용의 번호는 전체 서사 중에서의 순서에 해당된다. 이중 권지일에 해당되는 부분이 1)~7),
권지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8)~13), 권지삼에 해당되는 부분이 14)~28)로 권지삼에 초월성이 집중적으
로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사계열과 유사한 1,2권에도 전체의 반 정도 비율에 해당하는
초월성이 나타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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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성
의 표출

16)김덕령이 잡혀 갈 때 한 사람이 공중으로 내렸다 올라 재주를 부리며 한탄하다.
18)김응서가 출진할 때 귀신이 나타나 행군을 만류하다.
19)김응서가 강홍립을 죽이고 자결하니 응서의 말이 응서의 머리를 물고 바다를 건너
응서의 집으로 가다.
22)사명당에게 봉서를 주며 사해용왕의 위급할 때 사해용왕의 도움을 구하라 하다.
4)호송군이 대가를 모셔 강을 건너다 위급함에 빠지자 최흥륙이 물을 평지처럼 뛰어들
어 大駕를 건네고, 사람들을 구하다.
8)심대가 왜적에게 죽은 지 오십 일이 되도록 얼굴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
9)김덕령이 才人軍을 데리고 신이함을 보이니, 왜적이 피해가다.
15)김덕령이 청정의 진을 도술로써 무인지경으로 유린하니 청정이 퇴진하다.
17)만고충신 김덕령이라 현판한다 약속하니 김덕령이 비늘을 떼고 매를 맞고 죽다.
23)왜왕이 본래 翼星이니 과히 핍박하지 말라고 하다.
24)왜왕이 일만 팔천 칸 병풍 외우기 시험을 하고 사명당이 쉽게 통과하다.
25)사명당이 왜왕이 준비한 깊은 못의 유리 방석에 염주를 던지고 앉아 바람을 따라
無亂往來하다.
26)사명당이 무쇠로 만든 방안에서 불을 때는 가운데, 얼음 빙자를 써 두 손에 쥐고 앉
으니 고드름이 드리우다.
27)서산대사가 손톱에 물을 묻혀 뿌리니, 큰 비와 얼음이 내려 일본이 거의 바다가 되다.
28)왕이 사명당에게 상사하시나 사양하고 하직한 후 층계에서 사라지다.

임철호가 역사계열(변)이 역사계열의 내용에 이순신 계열이 결합된 구조라고 한 지적은 대
체로 타당해 보인다. 그렇지만 그 견해에 따르면 4)와 9)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어려
워진다. 다시 말해, 역사계열(변)의 전반부는 역사계열보다 허구성이 더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최흥륙과 김덕령의 초월적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34)에 의해서인데 둘 다 영웅
성의 표출 관련된다. 이때 영웅들의 초월성에 대해 임금은 ‘고히 녀기’실 뿐이며, 왜병들 역
시 그 ‘의복이 괴이함’을 이상하게 여길 뿐, 초월성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망설임을 보이지 않
는다.35) 이처럼 역사계열(변)도 초월성을 현실에 실현 가능한 속성으로 여겨 작품의 개연성
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경판본에서 초월성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분은 역사계열에서 언급된 ①번과 ②번의 결합
34)

호송군이 가를 뫼셔 건너다가 물에 져 죽  무슈여 졍히 위급더니, 문득  사람이 
다라 호송군을 혀치고 물를 평디갓치 여드러 가를 구여 언덕에 뫼시고, 다리를 여 건너가
 협 람 두셰식 고 건너기를 여러 번 여 모든 시신과 호송군을 모도 건네거, 상이 고
히 녀기 그 람을 불너 셩명을 무르시니, 기인이 왈, “신은 황도 령 람 최흥뉵이로소이
다.” 이 긔특이 여기 박쳔 군슈를 제슈시고, 그 후에 룡쳔 부를 도도신 후 하슈군을 봉시
니라.(68~70쪽, 이하 밑줄 필자.)
광쥬 교 김덕셩은 인 삼 명과 무 여 명을 거려, 인군을 오 당의 닙히고 쟝창을 쥬어 호남·
호셔 왕여 왜젹을 맛면 평지에셔 놀며, 혹 마상도 고, 혹 몸을 날녀 공중에 오르니, 도젹이 그
의복 괴히 보고 가쟝 고이히 여겨 서로 이르, ‘진실로 신병이로다’하고 양 맛나면 피더라.(110쪽.)

35)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또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보다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 뛰
어남이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주인공은 전형적인 로맨스의 영웅이다. 그의 행동은 불
가사의하지만 그 자신은 인간으로서 인식된다. 로맨스의 영웅이 행동하는 세계에서는 일상의 자연
법칙이 일부 정지해 있다. 즉 우리들에게는 부자연스러운 용기나 인내의 기적이 그에게는 자연스러
운 것이 되며, 일단 로맨스의 세계가 전제되면 요술 부리는 무기라든가, 사람의 말을 하는 동물이
라든가, 무서운 도깨비나 마녀라든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갖고 있는 부적 등도 개연성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본래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신화의 세계로부터 나와 전설·
민담·옛날 이야기(mӓrchen), 기타 이러한 것들과 관련되어 있고, 또 이러한 것들에서 유래되는 문
학작품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노스럽 프라이, 『비평의 해부(1판 8쇄)』, 한길사,
2013,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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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다.36) 사실 이 내용은 『선조실록』에도 있는 내용이다.37) 그런데 역사계열(변)은 역
사계열처럼 천문과 이변이 등장하지만 그 빈도수가 훨씬 잦다. 게다가 천문을 감상하는 주
체도 조선인들뿐만 아니라, 진인, 왜왕을 비롯한 임진왜란 참여 주체들 모두를 포괄하는 점
에서 역사계열과 일정한 차이가 발견된다. 그러나 천문과 이변은 전체 서사의 서두 부분으로
써 앞으로 발생할 전쟁과 관련될 내용을 읽게 될 독자들의 가슴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워 작
품 전체를 긴장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천의를 무
엇보다 두려워했던 조선 시대의 독자들에게는 효과적인 분위기 형성 방식이었을 것이며, 초월
성에 대한 인식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보편적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신이한 존재들의 도움 및 예언과 관련된 초월성이 드러나는 부분은 도성이 처음 함
락했을 때부터이다.38) 적장 평슈령이 종묘에 웅거하자 신령들이 꾸짖고 보채어 왜적들을 견디
지 못하게 한다. 그 외에도 역사계열과 마찬가지로 신이한 존재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등장해
인물들을 돕거나 앞일을 예언해 준다. <임진록>이 위로와 위안의 문학39)이라는 기존 견해들의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그 출발은 바로 초월적 존재들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임진록> 전체에서 가장 통쾌함을 안겨주는 승리의 장면마다 신이한 존재들이 등장하
고, 그들의 조력으로 인물들이 승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등장인물들은 초월적
존재들의 지시를 매우 고분고분하게 따르며 이를 통해 승리한다. 그런데 강홍립의 경우만이
귀신의 조언을 거부한다.40)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한 패배와 모든 병사들의 죽음으로 귀결된
다. 이러한 대조적 서술방식이 의도하는 바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기반 되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초월적 존재인 귀신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이라
고 예언하는 것에 대해 독자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읽었을 것이며, 그 결과를 안타까워하면서
도 한편으로는 귀신의 조언을 듣지 않으면 불행이 온다는 것을 내면화했을 것이다. 이처럼
<임진록>은 초월성에 기반해 서사가 긍정과 부정의 양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관상감이 계, “장셩이 가로진 지 슈일이라.” , 상이 드르시고 근심시니, 조정이 쥬왈,
“즁원이 무사고 아국이 승평오니 무삼 근심이 이리잇고.”거, 상이 반신반의시더니, 긔
츅년의 이르러 셩이 로 뵈고 홍이 관일며, 경인년의 경상도 달셩 음강이 스로 마
르고 동 고기 셔의셔 잡히고, 영평 바다 고기 교동의셔 잡히고 평양 셩즁의 범이 드러 사람을
고, 동강이 로 뒤눕고, 도셩 의 거믄 긔운이 츙쳔기 칠일을 고, 황도 물이 피빗
치 되어 셕달을 흐며 어산이 절노 죽어 물 우희 고 남 로 창일니, 셰상 람이 다 황
황여 의논이 분분지라.(<경판본>22쪽-인용문 이하 쪽수만 표시)
37) 임철호, 『임진록 이본연구Ⅰ』, 41쪽에서 재인용.
38) 잇, 젹쟝 평슈령은 종묘에 웅거고 쳥졍과 평장은 경복궁에 둔병엿더니, 밤마다 종묘와 
직 실령이 도젹을 짓고 보니 도젹이 견듸지 못여 종를 불지르고 남별궁으로 올무니라.(56
쪽)
36)

39) 이에 대해 최문정은 “실제의 사실을 멀리 떠난 거짓활기의 정신적 자위표현은 문학과 민중을 오히려
더 병들게 한다. 무엇보다 <임진록>은 민족의식보다는 지배자의 이념이 우선하는 작품이라는 점을 지
적”한다고 하여, <임진록>이 위로와 위안의 문학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반박하기도 하였다.(최문정,
『임진록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2003, 386쪽.) 본고는 이 지적에 일부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초월성이 강화된 이본일수록 민족의식이 강하게 표출되면서 독자들을 위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고 본다.
40)
“장군은 잠간  말을 드르
라.” 거, 응셰 놀 도라보니, 옷 벗고 발 버슨 이 완연이 공즁으로 나려와 뵈거, 응셰 믄
득 왈, “그 엇던 이며 무 말을 고져 뇨.” 그 이 왈, “나 됴션에 의탁여
머무 어득광이라  귀신이라.”(……) 홍닙 왈, “의 젹은 거슬 도라보지 아니니, 엇지
범 말노 군을 머믈이오.” 고, 북을 울녀 군을 촉니,  그 귀신이 응셔의 진 뒤셔
통곡 왈, “쟝군이  말을 듯지 아니면 화 당리라.”(228)

동 부산의 다다라 발션려 , 믄득 공쥬의셔 응셜 불너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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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초월성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은 영웅들에 대한 묘사에서이다. 그 중에서
도 김덕령과 사명당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된다. 전라지역의 의병장 김덕령은 뛰어난 용력
으로 익호장군이 되었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큰 공을 세우지 못한다. 하지만 그의 억울한 죽
음은 소설에서 그를 만고충신으로 형상화하였다. 김덕령의 용력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 자기
를 희생하며 나선 존경의 대상이 되는 숭고한 용력41)이기 때문이다. 김덕령은 프라이가 언
급한 로맨스적 영웅의 대표적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김덕령의 초월성이 현실에서 발휘될
때 인물들과 서술자, 독자들은 초월성에 대해 의심하기보다는 당연시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결국 초월성은 영웅을 영웅답게 만들어줌으로써 비
극적 죽음을 통해 비장미를 자아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조선시대에 천대받던 신분이었던
사명당이 영웅이 되어 임금의 명을 수행하고, 작품 전체를 통해 가장 통쾌한 복수를 대리할
수 있었던 것도 초월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임진록>의 존재의 이유가 정신적 위
로와 복수라면, 초월성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임진록> 이본들 중에서도 역사성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알려진 두 계열에 나타
난 초월성의 기능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역사소설에서 역사성이 강하다는 말이
사실 그 자체에 충실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임진록>에서 초월
성이 서사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서사 진행 과정에서 주제의식 표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대표적 역사소설인 <임진록>의 주제
구현에 초월성이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당대의 향유층들에게 더욱 감동과 통쾌함을 부여했을
것으로 보았다.
Ⅳ. 결론
역사소설의 향유층은 <임진록>을 통해 전란의 상처를 심리적으로 치유하고 위로받고자 하였
다. 그러나 현실에서 실제적 복수는 불가능에 가까웠으므로 그들은 문학적으로 욕망을 분출하
였다. 그러나 라캉이 지적한 바처럼 욕망은 상징계에 의해 번번히 좌절되고, 아픈 실재계는
존재하여 소설적 충동은 계속된다. 이것이 <임진록>의 이본이 매우 많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
을 것이다. 즉, 역사에 가까운 작품으로는 향유층의 욕망을 충실히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
다. 다시 말해 정신적 승리에 대한 욕망의 흘러넘침은 항상 잉여를 남기고 완벽한 정신적 위
안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향유층은 계속 상상계에 도달하기를 욕망한다. 그러한 흘러넘침
의 흔적이 다수의 이본들인 것이다.
한편 우리 역사소설에서 초월성의 근원은 하늘이기 때문에 작가들은 냉엄한 역사의 현실에
신이성을 부여하여 전복을 꾀한다. 하늘의 경고와 신이한 존재들의 도움, 신이한 능력을 지닌

한계까지 밀어붙여 현실의 한계를 심
문하고 전복시킨다. 그러나 한계까지 밀어붙인다는 이 말은 뒤집으면, 현실을 완전히 전복하
지는 못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평수길이 익성이기 때문에 심하게 핍박하지 말라는 말이
나, 김응서와 강홍립의 왜국 정벌이 실패로 끝난 점, 사명당이 왜국을 완전히 절멸시키지 않
는 것은 역사소설이 밀어붙일 수 있는 서사적 한계지점이었을 것이다. 결국 <임진록>은 소
설적 상상력을 통해 위로와 위안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소설적 상상력의 한계점을 보여주었
다는 데서도 의의가 있는 작품이라 하겠다.
영웅들, 이러한 초월적 요소들을 통해 서사의 허구성을

사실 본고가 의도한 바가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환상성과 초월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
41) 조동일, 「<임진록>에 나타난 김덕령」, 『민중영웅 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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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그 작업들을 완수하지 못했다. 이 부
분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여 논의를 추후 보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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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1분과)-1]

일본 헤이안 와카 속의 恋歌 고찰
南二淑(군산대학교)

1. 시작하며
사랑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인류보편적인 감정이다. 사랑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개인의
내면에 충실한 증거라고도 한다. 내면보다는 외면에 정신보다는 물질에, 힘을 쏟고 있는 현대
인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흔히 사랑은 물질에 연계된 감정의 소산이 아니라 정신에 연계된 감정의 소산이라고들 한다.
플라톤은 연애를 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고 했다. 실제로 연애의 감정을 시로 써서
시인들이 적지 않다. 영국의 바이런은

등단한

처녀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런이 마차를 타고 가면 처녀들이 몰려들었고 그는 그녀들을 향해 자작 연애시 삐라처럼
뿌리고 다녔다는 일화도 있다. 괴테는 연애가 교양의 시초라고 하고, 프레보는 연애의 주식시
장에 안정주는 없다고 일갈하고 있다. 연애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프랑스 19세기의 작가 스탕
달은 연애의 종류를 열정적인 연애, 취미적인 연애, 육체적인 연애, 허영적인 연애 등 네 종류
로 분류하고 있다. 그 하나하나는 짧지만 매우 특징적인 표현으로 묘사되고 그것에 어울리는
실제적인 보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最古)가집인 『만요슈(萬葉集)』, 천황의 명을 받들어 편찬된 『고킨와카슈( 古今和
歌集)』이후의 칙찬집을 보면 일본 역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은 연애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노래를 앤솔로지화 하여 후대 사람들이 사랑에 관한 감정을 어
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참고하게 하고 있다. 칙찬집이 아닌 개인의 의도에 편찬된 『고킨와카로
쿠죠(古今和歌六帖)』를 보면 이는 더욱 재미있게 세분화되어 있다. 나라마다의 풍토, 교육, 풍
속, 종교, 관습의 영향 하에 사랑에 관한 생각도 흥미로운 방법으로 묘사되고 기록될 수 있다
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 헤이안시대를 중심으로 사랑에 관한 시가가 어떤 배경 하에서 읊어
지고 수록되어지는지, 나아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헤이안 가집 속의 연가
○ 일본 고전문학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 문학의 중심은 와카
와카를 문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
- 칙찬집으로 23대집까지 편찬
- 산문보다 와카를 평가
- 귀족사회에 밀착. 와카 없이는 일상생활 불가. 자신의 생각을 전하거나 연애를 할 때
문안 인사를 할 때도 매개체 역할.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은 품위없는 행동이라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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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엽집의 연가
694 恋草を 力車に 七車 積みて恋ふらくわが心から(만엽

廣河女王)

사랑을 하면 돋아나는 연초。그것을 짐수레에 일곱 번이나 실을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은 큰 것이 되었다.
그것도 내 마음으로부터.....

廣河女王)

695 恋は今は あらじと我は 思へるを いづくの恋ぞ つかみかかれる(만엽

이제 와서 사랑과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대관절 어디에 사는 어느 놈의 연심인가 덤벼드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면서도 콘트롤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관념을 위기로 파악한 것
2995 逢ふよしの 出で来るまでは 畳み薦（こも）隔て編む数 夢（いめ）にし見えむ
만날 기회가 생길 때까지 덕석자리 그물코처럼 몇 번이고 당신의 꿈에 보이겠지요.

3000 心合へば 相寝るものを 小山田の鹿猪（しし）田守るごと母し 守らすも
내 혼과 당신의 혼이 만났다면 동침도 해버렸을 것을… 사슴과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산 속 작은 논을

감

시하듯이 우리 엄마는 나를 감시하고 있다우.

3816 家にありし 櫃に鍵刺し 蔵（をさ）めてし 恋の奴が つかみかかりて
집에 있는 상자에 열쇠를 채워 가두어 둔 사랑의 노예가 달라든다

고대 일본 가인-

사랑은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재난과 같은 것이라는 연애관을 확인할

수 있음 위험한 하나의 병으로 인식. 사랑한다는 것의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깨닫고 그것을 바
라보며 노래할 수 있는 여유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음
개인 생활을 구속하는 종교, 도덕, 제도도 미완성인 시대였던 만큼 생명력의 근원인 사랑과
성애의 감정을 경멸하는 듯한 노래 찾기 어려움. 세상에 대한 체면이나 도덕을 신경쓰지 않았
을 것임 매우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읊고 있음
○ 칙찬집- 당대의 사람들의 기준에 부합한 아름다운 시의 앤솔러지
-

1수 1수 독립시켜 감상할 수도 있지만 관계성이 부여되어 있음

- 다른 나라의 문학과 달리 와카의 권위가 압도적
-

항상 꽃 연애가 우위를 차지

20권 총 歌數 1111首 중
恋歌는 5권 360首 차지
13세기 편찬된 『햐쿠닌잇슈』- 恋歌의 비중 100수 중 43수
제1대 勅撰集 『고킨와카슈』 -

『고킨와카슈』 이후의 가집- 고킨슈의 영양을 받아 사랑을 소재로 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함

恋歌의 비중이

○『고킨와카슈』와 헤이안 시대의 연애
▸ 고킨슈 이전의 남자들은 한시문을 지을 줄 아는 것으로 충분
▸ 고킨슈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와카를 지을 능력이 없는 납자들은 상당히 불리해짐
▸ 고킨슈의 노래를 잘 인용하여 기지를 발휘 나름대로 교묘히 바꿔 부름 전혀 실력이 없는
사람은 거의 원작을 그대로 인용
▸연애의 천재는 문학의 천재
►

당시의 연애

· 소문이나 이름만 듣고도 사랑에 빠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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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만나는 일 불가능하므로 와카로 접근
· 귀족여성들은 엄격히 외출이 통제
· 때문에 여인을 사모하는 남자는 가절한 사랑의 마음을 노래로 읊어 전달
· 권11~15사랑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간적인 순서로 나열
· 대체로 당시 와카 중에 명가를 채록했으므로 이 노래를 기준으로 삼아 와카를 읊은 이들의
솜씨를 평가함
· 여자 쪽에서는 직접 당사자가 읽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당사자가 읽어보기 전에
부모들이 먼저 보고 상대 남자를 평가. 남자에 대한 평가는 재산소유나 재능을 보는데 재
능은 와카로 평가
482 逢ふことは雲居はるかに鳴る神の音に聞きつつ恋わたるかな（古今）
당신을 만나는 일은 구름 아득히 멀리 있어 불가능하겠지요. 우레소리를 듣는 것처럼 멀리서 들리는 소문
을 들으면 사랑하고 있다오

508 いで我を人なとがめそ大船のゆたのたゆたにもの思ふころぞ
사람들이여 날 책망하지 마소 큰배가 흔들흔들 흔들리듯이 마음도 흔들려 사랑의 수심에 잠겨 있다오

570 わりなくも寝てもさめても恋しきか心をいづちやらばわすれむ
자나 깨나 속절없이 그이가 그립구나. 도대체 이 마음을 어디에 줘야 당신을 잊을 수 있을까

676 知るといへば枕だにせで寝しものをちりならぬそらにたつらむ
함께 정을 나눈 비밀 샐까 봐 베개조차 베지 않고 잤는데 잠자리의 먼지도 아닌 내 이름이 유명해졌구나

821 秋風の吹きと吹きぬるむさしのはなべて草葉の色かはりけり
가을바람이 부는 무사시노는 풀잎색이 모두 변해버렸다 똑같이 그 사람 마음에 찬바람이 일어 나와의
인연도 시들어버렸구나
※

고킨 와카슈의 편집자들은 관직 육품이하의 젊은이들 기노쓰라유키는 30대 전반.
키노도모노리는 40대 -생활의 기본이 되는 연애 자습서 같은 것을 발간할 필요 느낌
-헤이안 왕조가 상승기에 있었던 시기이므로 전체적으로 여유롭고 느긋하며

에너지가 넘침. 나리히라 평<마음에 담긴 것이 너무 많아 이루 말로 다 하지 못한다>
7대 칙찬집인 『센자이슈(千載集)』와 8대 칙찬집인 『신고킨슈(新古今集)』에서 느낄 수 없는 에
너지 있음1)
► 『고킨와카슈』- 당시의 교양서
헤이안 시대 무라카미 천황 (태평성대를 상징) -후궁비 가운데 귀여운 용모를 한 호시(芳
子)2)라는 여인을 총애. 황후보다 한 단계 아래 직위인 센뇨덴뇨고로 황후가 될 가능성이 있었
음 호시의 아버지 모로마사(師尹)는 좌대신으로 권력욕이 강한 사람 . 호시를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교육시켰는데 교육열에 관한 일화가 『마쿠라노소시(枕草子)』에 전해짐
첫째로 서예를 배워라. 다음으로 거문고를 다른 사람보다 잘 연주해야 함을 유념해라.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킨슈의 노래 20권을 암기하여 너의 학문으로 삼거라.
당대 최고여성이 받는 교육과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실제로 천
황이 납시어 호시의 고킨슈 암송을 시험하고 있다. 1111수의 노래를 완벽히 외우는 것은 본

1) 오카 마코토 256p
2) 일본의 역사 역사와는 달리 국문학 분야에서는 여성의 이름을 음독하는 것이 관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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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와카를 잘 짓기 위해 이를 귀감으로 삼아야 했기 때문임.
이런 교양은 상류층의 여성이 본받아야 하는 덕목- 그녀들의 삶에 있어서 와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음(그녀들의 역량은 와카로 평가됨)
○ 『고킨와카로쿠죠(古今和歌六帖)』; 4천 5백수 가량을 수록한 방대한 가집
▸제4첩

사랑

사랑 恋·짝사랑片恋 · 꿈夢 · 님의 모습面影 ·선잠転寝 ·눈물바다 涙川· 한 恨· 원망하지 않
음 うらみず· 소홀히 함ないがしろ· 잡생각雑の思
▸제5첩 잡념（雑思）
모르는 사람知らぬ人· 처음으로 말을 걸다云ひ始む· 세월 흘러 말하다年へて云ふ ·처음으로
만나다 始めて逢へる ·내일あした · 편지를 봉함しめ· 서로 그리워하다 あひ思ふ·서로 그리워
하지 않다あひ思はぬ· 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 異人を思ふ·완전히 사랑에 빠졌다分
きて思ふ· 참는 사랑云はで思ふ· 남모르는 사랑人知れぬ ·남들에게 들통나다人に知るる· 혼자
자는 잠자리一人寝 · 드러눕다ふせり· 새벽에 잠이 깨다暁に起く · 하룻밤 거르다一夜隔てた
り 두 밤을 거르다· 二夜隔てたり사이가 멀어지다もの 隔てたり· …중략… 님이 멀리 살고 있
다遠道隔てたり · 갑자기 찾아와서 만나다 打ち来てあへる …後略…
※당시의 기상천외한 천재 미나모토시타고우(源順)가 편찬했다고 추정. 비슷한 제목의 노래
를 분류한 類題가집. 고킨슈처럼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의외의 노래들이 연
이어 편집되어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음
<知らぬ人> 제목 하에 10수의 노래 열거 ; 사랑하는 남녀가 알기 이전 단계에 읊은 노래
誰はかは知らぬ先より人を知る知らぬひとこそ知る人になれ
그 누구를 처음부터 안다고 할 수 있나. 모르는 사람을 차차 알아가는 법

大空に我を思はむ人もがなはかなきことは後に定めむ
드넓은 하늘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네 후회는 만난 다음에 할 일

이렇게 시작되어 점점 유부녀 항목으로 이동. 고킨슈보다 모노가타리적인 요소가 강하며 고
킨슈의 참고서 역할을 함
► 와카는 일상적 산문언어에 의한 대화와는 달리 심정의 교류가 가능한 우아한 시적 언어
산문 속에도 많이 등장- 고조된 절실한 감정이 요구되는 장면
자신의 의사를 세련되고 예절바르게 전달
읊는 사람의 진정을 전달하는 내면의 고백까지 담음
대화적 기능과 증답의 사교적 수단
* 겐지모노가타리 - 고킨슈와 동일한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선행작품의 와카 표현성 수용
겐지이야기도 달콤한 연애이야기의 측면이 강함
* 이세모노가타리 - 나리히라 사랑의 에피소드
*황태자와의 사랑을 주제로 한

이즈미시키부 일기에서의 와카의 역할

- 작자 자신을 3인칭으로 설정하고 서로 주고 받은 사랑의 산물인 와카가 142수, 연가
5수의 증답을 축으로 두 사람의 사랑이야기 전개. 와카는 1수씩 주고받는 게 원칙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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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노래는 감정이 깊어지거나 고양되면 주고받는 와카의 형태가 2, 내지는 5수로 늘어나는
형식을 취함.
증；うたがはじなほうらみじと思ふとも心に心かなはざりけり
답; 恨むらむ心は絶ゆな限りなく頼む君を我もうたがふ
見えもせむ見もせむ人を朝ごとに起きては向かふ鏡ともがな
날마다 들여다보는 거울처럼 매일아침 당신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君恋ふる心はちぢに砕くれど一つも失せぬものにぞあれける
당신을 사모하는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오만 단 하나도 사라지는 것은 없구려

＊藤原俊成歌
女につかはしける
1232 よしさらば後の世とだにたのめをけつらきに堪えぬ身ともこそなれ
그렇다면 안녕.. 다음 세상이라는 믿음만이라도 주시오. 괴로워 죽을 것만 같구려!

1233 たのめ置かむただばかりを契にて世の中の夢になしてよ
함께 하겠다는 약속만 남겨주시고 덧없는 이 세상 그저 꿈이라 여겨 날 잊어주시오

○ 고킨슈 이후의 칙찬가집의 연가
고센슈(後撰集)- 고킨슈보다 사적인 세계에 중점을 두어 남녀의 증답가 다수 수록
슈이슈(拾遺集)- 당시 유행하던 병풍가의 영향으로 공적인 사랑의 노래 양상을 띠고 있음
고슈이슈(後拾遺集)- 일상생활과 관련된 남녀의 증답가 다수 수록
긴요슈(今葉集) 이후 - <사랑>이라는 제목 아래 예술적으로 창작되는 題詠노래의 비율이 이

寄織女恋（363）· 寄水鳥恋(364)·寄水鳥恋(365)·寄夢恋(366) 後朝恋の心をよめる
(381)·恋の心をよめる(383) 등
전보다 증가

3. 나오며
연애는 인류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감정이며 문화이다.
일본은 풍부한 연애문화 콘텐츠를 가진 나라... 근대의 일본인들이 연애의 프랑스를 동경했던
것은 유명한 이야기지만 고대의 일본인들도 뒤지지 않았음을 확인..
고킨슈나 고킨와카로쿠죠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연애는 똑같은 법칙에 따라 발생 지속 소멸
하고 한다고 믿었던 것 같다. 10세기에 사랑에 관한 학습서와 참고 서적이 그리고 처방전이
발표되다니! 閨怨詩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국문학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된다.
후략 !

- 235 -

[자유주제발표(1분과)-1 토론]

‘일본 헤이안 와카 속의 恋歌 고찰’ 토론문
홍성목(한국외국어대학교)

감상
본 발표는 일본 헤이안시대에 만들어진 가집인 『고킨와카슈』와 『고킨와카로쿠죠(古今和歌六
帖)』를 중심으로, 사랑에 관한 시가가 어떤 배경 하에서 읊어지고 수록되어졌는지, 나아가 어
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고찰한 발표라 여겨진다.
당시의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와카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고킨와카슈』 몇
수와 『고킨와카로쿠죠(古今和歌六帖)』의 제4첩 사랑과 제5첩 잡념에 실린 와카를 소개하며 설
명하고 있다. 유럽의 문화에 뒤지지 않는 연애문화 콘텐츠로 일본의 恋歌(와카)에 주목하여 고
찰하고자 한 점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의견
1. 2장 타이틀이 ‘헤이안 가집 속의 연가’인데 처음에 만요슈가 들어가 있으므로 설명이 필요
하다고 사료됨.
2. 2페이지 ‘연애의 천재는 문학의 천재’ 문학의 천재라는 표현이 걸림.
질문
1. 발표 제목은 ‘일본 헤이안 와카 속의 恋歌 고찰’ 인데 대상을 『고킨와카슈』와 『고킨와카로
쿠죠(古今和歌六帖)』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2. 2페이지 ‘고킨슈 이전의 남자들은 한시문을 지을 줄 아는 것으로 충분’ -> 만요슈의 相聞
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 3페이지 ‘여자 쪽에서는 직접 당사자가 읽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당사자가 읽어보기 전
에 부모들이 먼저 보고 상대 남자를 평가. 남자에 대한 평가는 재산소유나 재능을 보는데 재
능은 와카로 평가’ -> 부모들이 남자의 와카를 보고 평가하는 예와 재산소유를 보는 좋은 예
가 어는 작품에 나오는지?
4. 앞으로 이 논문을 어떻게 발전시킬 예정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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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1분과)-2]

日並皇子殯宮挽歌 연구
尹永水(경기대)

Ⅰ. 序 論
일본의 고대문헌 중에서 국가적 사상을 대표하는 ≪古事記≫나 ≪日本書紀≫는 창조의 신
화나 역사를 체계화하고, 皇統의 계승을 神聖視하는 신화․역사서이다. 반면에 일본인의 ‘마음
의 고향’이라 말하여지는 ≪萬葉集≫은 인간의 내면적 감정이나 정서, 사상을 표출하는 개인
적 서정과 고대일본인의 생활감정을 직접적으로 노래한 最古最大의 歌集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대일본인의 서정시를 집대성해 놓은 ≪萬葉集≫에는 역사적 사실과 일본신화와 관련된 서사
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작품도 많이 있다. ≪萬葉集≫제2기의 대표가인이자 ‘수수께끼의 歌
聖’이라 일컬어지는 柿本人麻呂(가키노 모토노 히토마로, 이하 ‘人麻呂’)의 <日並皇子尊殯宮之
時>의 挽歌(卷二, 167～170)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종래 長歌 전반부에 記紀神話에 나오는 天孫降臨神話를 배경으로 하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고, 이에 관한 연구도 실제로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訓詁解釋
上의 문제를 비롯하여, 본문 중의 <高照らす 日の皇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 신화
의 성격을 둘러싼 문제 등, 다양한 견해가 엇갈려 있어서 정설을 보지 못하고 있고, 충분히
연구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人麻呂문학의 연구는 한국인 연구자의 관점에서 그의 생에
관한 傳記的 고찰과 더불어 새롭게 照明되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본 작품에 대한 연구도 다시
한 번 면밀히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일본학자들의 선행연구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본 작품이 내
포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필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고
에서의 萬葉歌는 岩波書店의 日本古典文學大系本 ≪萬葉集≫에 의거했음을 밝혀둔다.

Ⅱ. 作品의 構造와 性格
<본문>
日並皇子尊殯宮之時, 柿本朝臣人麿作歌一首 幷短歌
天地之 初時 久堅之 天河原尒 八百萬 千萬神之 神集 集座而 神分 分之時尒 天照 日女之命(一云, 指上 日女
之命) 天乎婆 所知食登 葦原乃 水穗之國乎 天地之 依相之極 所知行 神之命等 天雲之 八重搔別而(一云, 天
雲之 八重雲別而) 神下 座奉之 高照 日之皇子波 飛鳥之 淨之宮尒 神隨 太布座而 天皇之 敷座國等 天原 石

門乎開 神上 上座奴(一云, 神登 座尒之可婆) 吾王 皇子之命乃 天下 所知食世者 春花之 貴在等 望月乃 滿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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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計武跡 天下(一云, 食國) 四方之人乃 大船之 思憑而 天水 仰而待尒 何方尒 御念食可 由緣母無 眞弓乃岡
尒 宮柱 太布座 御在香乎 高知座而 明言尒 御言不御問 日月之 數多成塗 其故 皇子之宮人 行方不知毛 (一
云, 刺竹之 皇子宮人 歸邊不知尒爲) (밑줄은 필자)

(卷二, 167)

反歌二首
久堅乃 天見如久 仰見之 皇子乃御門之 荒卷惜毛

(卷二, 168)

茜刺 日者雖照有 烏玉之 夜渡月之 隱良久惜毛

(卷二, 169)

或本歌一首
嶋宮 勾乃池之 放鳥 人目尒戀而 池尒不潛

(卷二, 170)

<훈독문>
日並皇子尊の殯宮の時, 柿本朝臣人麿の作る歌一首 幷に短歌
天地の 初めの時 ひさかたの 天の河原に 八百萬 千萬神の 神集ひ 集ひ座して 神分り 分りし時に 天照ら
す 日女の尊(一に云ふ, さしのぼる 日女の命) 天をば 知らしめすと 葦原の 瑞穗の國を 天地の 寄り合ひの極
知らしめす 神の命と 天雲の 八重かき別きて(一に云ふ, 天雲の 八重雲別きて) 神下し 座せまつりし 高照らす
日の皇子は 飛鳥の 淨の宮に 神ながら 太敷きまして 天皇の 敷きます國と 天の原 石門を開き 神あがり
あがり座しぬ(一に云ふ, 神登り いましにしかば) わご王 皇子の命の 天の下 知らしめしせば 春花の 貴からむ
と 望月の 滿しけむと 天の下(一に云ふ, 食す國) 四方の人の 大船の 思ひ憑みて 天つ水 仰ぎて待つに いか
さまに 思ほしめせか 由緣もなき 眞弓の岡に 宮柱 太敷き座し 御殿を 高知りまして 朝ごとに 御言問はさ
ぬ 日月の 數多くなりぬる そこゆゑに 皇子の宮人 行方知らずも(一に云ふ, さす竹の 皇子の宮人 ゆくへ知らに
す) (밑줄은 필자)

(卷二, 167)

反歌二首
ひさかたの 天見るごとく 仰ぎ見し 皇子の御門の 荒れまく惜しも

(卷二, 168)

あかねさす 日は照らせれど ぬばたまの 夜渡る月の 隱らく惜しも

(卷二, 169)

或る本の歌一首
島の宮 勾の池の 放ち鳥 人目に戀ひて 池に潛かず

(卷二, 170)

<한국어 번역문>
日並皇子님의 殯宮 때, 柿本朝臣人麻呂가 지은 노래 한 수 및 短歌)
천지개벽할 때 하늘의 강가에서 많은 신들이 모여 의논했을 때에, 天熙大神은 天上界를 다스리신다고 하고,
이 日本國의 땅 끝까지 다스리시는 神으로서, 하늘의 구름을 헤치고 내려오신 日並황자는, 이 나라는 淨御
原(기요미하라) 宮에서 神으로서 거룩하게 나라를 영도하시고 천황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하여, 하늘의 바
위굴문(岩戶)을 열고 숨어버리셨다(돌아가셨다). 이 日並황자가 천하를 다스렸다면, 봄꽃처럼 고귀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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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름달처럼 충만하여 번성할 것이라고, 온 천하의 사람들이 크게 기대하고, 가뭄에 단비(天水)를 기다리
듯이 우러러 기다리고 있었는데, (日並황자는) 어찌 생각하셨는지, 연고도 없는 眞弓(마유미) 언덕에 殯宮을
지으시고, 아침마다 말씀도 없으신 세월이 이미 많이 흘러가 버렸네. 그러므로 황자의 宮人들은 이제부터 어
찌하면 좋을지 모르는도다! (밑줄 필자)

(卷二, 167)

反歌二首
하늘을 우러러보듯 올려다본 日並황자의 御殿이 황폐해지리라 생각하니 애석하구나!

(卷二, 168)

하늘의 해는 비치고 있건만 어두운 밤하늘을 건너는 달이 숨는 것은 참으로 애석하구나! (卷二, 169)

어떤 책에 실린 노래 한 수
島(시마)의 宮의 勾(마가리)연못에 뛰어노는 새도 황자의 죽음을 쓸쓸하게 생각한 것인가 사람 눈이 그
리워 물에 잠기지도 않구나!

(卷二, 170)

위의 작품은 天武天皇과 持統女帝 사이에서 태어난 日並황자(일명, 草壁황자)가 持統三年
(689) 四月에 사망했을 때, 人麻呂가 지은 殯宮挽歌이다. 먼저 長歌의 구조를 살펴보면, 내용
과 형식의 면에서 前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는 <天地の 初めの時∼神あがり あ
がり座しぬ>까지로서, 일본신화에 나오는 天地初發時의 신들의 세계에 관한 서술로부터 시작
하여, 皇統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황태자 日並황자가 즉위하여 곧 천황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뜻하지 않게 죽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天地の 初めの時>라는 神代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구로 시작하여, 신들이 서로 의논하여 통치할 領地를 나누고, 天照大神
(日女の尊)이 천상을 다스리고, 지상의 <葦原の 瑞穗の國>인 일본을 다스려야 할 신으로서
<高照らす 日の皇子>는 淸御原宮에서 천황으로서 거룩하게 다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
가셨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 부분은 왕권이 神代의 천상으로부터 유래했다는 神統譜을
강조한 것이고, 이 서술은 記紀神話 체계의 내용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후반부인 <わご王 皇子の命の∼皇子の宮人 行方知らずも>에서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日並황자가 사망하여 殯宮을 지은 사실과, 황자의 궁정인들이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는 내
용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후반부는 이 挽歌의 主想部가 되는데, 人麻呂의 의도는 전반부에서
天武천황의 皇統의 신성함을 묘사함으로써, 황태자 日並황자의 신성을 강조하는 점에 있었던 것
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황자의 즉위에 대한 기대가 春花․望月․大船․天つ水(聖雨)라는 단어
로 화려하게 수식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대단히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찬미의 뜻도 포함되
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후반부에 있어서는 挽歌의 常套句라고도 말하여지는 <いかさまに 思ほし
めせか>를 매개로 하여, 그렇게도 기대했던 日並황자가 아무런 인연도 없는 마유미(眞弓)의 언덕
에 殯宮을 지어 鎭座해 버렸다고 하는 비탄과 더불어, 그것으로 인해 방황하는 궁정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는 신화적 사실을 서술한 전반부에 대해, 역사적 사실이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第一反歌의 <ひさかたの 天見るごとく 仰ぎ見し>는, 長歌冒頭의 <ひさかたの 天の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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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に …>의 신화세계와, 후반의 <天つ水 仰ぎて待つに …>의 황자에 대한 기대에 호응한 표
현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받는 <皇子の御門の>의 四句까지는 오로지 황자생전의 궁
전을 찬미하는 심정이 잘 나타나 있고, 결구 <荒れまく惜しも>는 殯宮해산시의 상황인 <行方
知らずも>의 비탄에 호응하여, 앞날의 황자의 궁전상황을 예측한 心情語인 것이다.
第二反歌의 경우는, 황태자를 해에 필적하는 달에 비유하여, 그 달이 지는 것을 第一反歌와 마
찬가지로 <惜しも>라고 한탄하고 있다. 또한 <あかねさす 日は照らせれど>의 표현 속에는 장가
전반부의 <天照らす 日女の尊>나 <高照らす 日の皇子>와 호응시키려는 작자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어쨌든 第二反歌는 그 속에 등장하는 해와 달을 실경에 비유하여 황자의 죽음을 슬
퍼하는 서정이 잘 나타나 있다. <或本歌一首>도 황자가 없는 연못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한
층 深化되고 淨化된 서정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日並皇子殯宮挽歌>는 필자가 이미 고찰해본 바와 같이,1) 前提部로서의 長歌
前半에 신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皇統찬미, 確認部로서의 長歌後半에는 황자의 죽음에 의한
상황묘사, 抒情의 深化部로서의 反歌(短歌)에 있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실인식과 서정
의 심화라는 三段構造를 이루면서 황태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그리고 본 작품의 성격상
어디까지나 人麻呂가 궁정을 대표하여 지은 公的인 殯宮挽歌로서 많은 궁정인들 앞에서 披露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Ⅲ. 訓詁解釋上의 諸問題
본 작품의 훈고 및 해석상의 문제로서, 먼저 필자가 長歌전반에 밑줄친 <神分 分之時尒>를
들 수 있다. 이 부분을 본고(岩波 古典大系本)에서는 <カムハカリ ハカリシトキニ>라고 읽고
天上의 신들이 ‘합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나, <カムワカチ ワカチシトキニ> 또는 <カ
ムクバリ クバリシトキニ>라고 읽고 신들이 천지를 ‘분배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견해도
있어서 아직까지 확실한 결말을 보지 못한 상태이다.
또 하나는 <所知食登>의 부분으로서 <シラシメスト>라고 終止形으로 읽고 ‘다스리신다고
하여’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이것을 <シラシメセト>라고 命令形으로 읽고 ‘다스려
라’ ‘통치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어느 쪽이 定說에 가까운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무엇보다 作者인 人麻呂의 입장에서는 위의 노래를 어떻게 읽었고 어떤 의미로 해석
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적인 면에서의 訓詁
注釋的인 분석과 함께 人麻呂를 둘러싼 당시의 사람들에게 위의 신화가 어떻게 전해지고 받
아들여졌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된다.
먼저, <神分>를 <カムハカリ>라고 읽는 것은 언뜻 보기에 <分>이라는 한자 자체의 의미로
볼 때는 무리한 듯한 생각이 든다. 따라서 <カムワカチ> 또는 <カムクバリ>라고 읽는 것이
일견 타당한 듯이 생각되고, 뒤이어 나오는 천상계와 지상계의 분활 통치의 내용으로 볼 때도

1) 拙稿, <柿本人麻呂의 抒情의 構造와 表現方法>≪京畿人文論叢≫제7호, 京畿大學校 人文科學硏究所,
1999. 12.

- 240 -

합당한 듯이 여겨진다. 그렇지만 필자가 고찰한 바와 같이,2) 궁정찬가와 궁정만가에 있어서
前代로부터 내려오는 일본의 고유한 문학적 전통인 記紀歌謠나 國見歌 및 祝詞의 傳承的 詞
章 등을 자신의 작품에 적극 도입하고 있는 전통시인이 바로 人麻呂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한자 자체의 의미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 따라서 작품의 내용과 문맥을 비
롯하여 당시의 신화적 배경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필자는
먼저 人麻呂의 작품과 원시적인 문학양식이라 말할 수 있는 祝詞와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싶
다. 祝詞의 詞章 중에는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高天の原に神留ります, 皇親神ろき·神ろみの命もちて, 八百萬の神等を神集へ集へたまひ,
神議り議りたまひて, 『我が皇御孫の命は, 豐葦原の水穗の國を, 安國と平らけく知ろしめ
せ』と事依さしまつりき。」(六月晦大祓) (밑줄 필자)

「高天の原に神留りまして, 事始めたまひし神ろき·神ろみの命もちて, 天の高市に八百萬の神
等を神集へ集へたまひ, 神議り議りたまひて, 我が皇御孫の尊は, 豐葦原の水穗の國を, 安國
と平らけく知ろしめせと…」(遷却祟神) (밑줄 필자)

<カムハカリ>라는 어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人麻呂도 비록 <神分>이라는 한자어를 쓰고는 있
지만, 당시에 전승되어 내려온 神話나 祝詞의 영향을 받아 <カムハカリ>라고 읽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현재 일본학계에서도 祝詞의 문장을 유력한 근거로 <カムハカ
リ>로 읽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하나의 경향이지 정설이라고
는 말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萬葉集≫에 <分>을 <ハカル>라고 읽는 확실한 예가 없다는
것이 가장 취약한 점이라 하겠다.
<所知食登>의 경우는 문맥상 어감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シラシメスト> <シラシメセト>
어느 쪽으로 읽어도 무방하리라 판단된다. 다만, 記紀神話에 바탕을 두고 본 작품을 해석할
때, <シラシメセト>라고 명령형으로 훈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본 작품이
황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殯宮挽歌이고 이미 상층부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천손강림신화의
객관적인 내용을 많은 궁정인들 앞에서 다시 한 번 노래 불러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는 <シラ
シメスト>라고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필자는 본 장가의 전반에 제기된 훈고 및 해석상의 문제는 당시까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일본신화의 양상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後述하기로 한다.

Ⅳ. <高照らす 日の皇子>의 主人公
2) 拙稿, <人麻呂의 詩歌와 傳統性에 관한 -考察 -宮廷讚歌를 中心으로-> ≪日語日文學硏究≫제30집,
韓國日語日文學會, 1997. 6.
----, <挽歌의 傳統과 人麻呂의 詩歌 -宮廷挽歌를 中心으로-> ≪日語日文學硏究≫제34집, 韓國日語
日文學會, 199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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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작품의 구조상 중요한 사실의 하나는, 천상계를 통치하는 신으로서의 <天照らす
日女の尊>와 지상세계인 <葦原の 瑞穗の國> 즉 일본을 다스리기 위해 하늘의 구름을 헤치고
강림한 <高照らす 日の皇子>가 명백히 對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高照らす
日の皇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異見이 있다. 해석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장가의 문맥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더불어 본 작품의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된다.
먼저 <高照らす 日の皇子>의 주인공을 앞부분의 문맥과 天孫降臨神話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
한다면, 명백히 天照大神의 명에 의해 천상계인 高天原으로부터 지상에 내려온 天孫(記紀神話
에서는 ホノニニギ神)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飛鳥の 淸の宮に
神ながら 太敷きまして>의 문맥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왜
냐하면 <高照らす 日の皇子>를 壬申의 난(673) 이후 곧바로 造營한 飛鳥淨御原宮에서 즉위하
여 마치 神的인 존재로 군림하여 통치하다가 사망한 天武천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기 때
문이다. ≪萬葉集≫에는 壬申의 난 平定이후 飛鳥淨御原宮의 造營이 완료되어 감개무량한 나
머지, <大君は 神にし座せば>로 시작되는 다음과 같은 天皇卽神·現人神 사상이 잘 나타나 있
는 작품이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大君は 神にし座せば 赤駒の 匍匐ふ田井を 都となしつ

(卷十九, 4260)

천황은 신이시기에 얼룩말 기어다니는 논밭을 皇都로 만드셨도다!

大君は 神にし座せば 水鳥の 多集く水沼を 都となしつ

(卷十九, 4261)

천황은 신이시기에 물새 떼 모여드는 늪을 皇都로 만드셨도다!
또한 본 작품은 어디까지나 日並皇子의 殯宮 때의 挽歌이므로 <高照らす 日の皇子>는 다름
아닌 日並황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飛鳥の 淨の宮に 神ながら 太敷きまし
て 天皇の 敷きます國と>까지를 <日の皇子>를 主語로 하는 敍述로 보지 않고, 天武천황과 관
련된 삽입구로 보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인용하고 있는 岩波 日本古典文學大系本도 日並
황자로 간주하면서 上記句를 삽입구식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학계에서는 <日の皇子>의 실제 주인공으로서 天武天皇說과 日並皇子說이 완
전히 양분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자는 <日の皇子>의 주인공은 반드시 天武천황 또는 日並황자 어느
한 사람만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라, 두 사람을 同一視한 人麻呂의 시적 표현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天武十五年(686) 九月 天武천황이 사망하고 나서 持統称制三年(689) 四月에
불과 2년 7개월여 만에 그토록 기대하던 황태자 日並황자의 뜻하지 않은 죽음은 당시의 궁정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더불어 皇統계승의 측면에서도 큰 사건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日並황자
는 하늘의 태양(日)과 더불어(日並) 父親인 天武가 천황에 즉위하여 다스렸던 飛鳥淨御原宮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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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새로운 천황으로 등극하여 천하를 다스려야할 황태자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人麻呂
를 비롯한 궁정인들에게 있어서는 日並황자야말로 다름 아닌 天武천황과 同一한 존재로서 인
식되었고 天孫降臨에 의해 시작된 皇統譜를 계승해야할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人麻呂
도 이러한 궁정인들의 서정과 인식을 바탕으로 작품 중에 天武와 日並을 동시에 연상할 수
있는 시적 표현으로서 <高照らす 日の皇子>로 자연스럽게 묘사하지 않았을까 판단된다. 소위
二重的인 표현인 셈이다. 그러므로 <日の皇子>를 꼭 어느 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일본학자
들의 견해는 재고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哀悼의 대상이 天武천황과 마찬가지로 천황으로 즉위
하여 천하를 다스려야만 했던 황태자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人麻呂의 이러한 시적 표현도
충분히 이해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日の皇子>를 天孫과도 연결시키는 이중, 삼중의 묘사는 곧 역대의 모든 천황은 천
상에서 지상으로 강림한 니니기노미코토(ニニギ神)와 연결된 권위 있고 거룩한 존재로서

끊

임없이 계승되어 가야한다는 天孫降臨神話 자체가 갖는 의의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人麻呂는 이러한 황실과 궁정인들의 心情과 所望을 자신의 뛰어난 시적 재능으
로 간결하면서도 압축적으로, 또한 멋지게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Ⅴ. 體系化되지 않은 神話
본 작품에 서술된 신화의 내용이 記紀神話로 대표되는 신화와는 약간 다르다는 사
실도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天地開闢의 때를 나타낸 <天地の 初めの時>와 <天の河
原>에 신들이 모여 의논했다는 <神集ひ 集ひ座して 神分り 分りし時>는 記紀神話에서는 분명
히 시기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人麻呂의 작품에서는 마치 동일한 시기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점, 또한 記紀神話에서는 天照大神이 이자나기(伊邪那伎)神의 명령에 의해 天上界인 高
天原을 다스리게 되었고, 天孫降臨도 어디까지나 다카미무수비신(高御産巢日神) 또는 天照大
神의 명을 받아 지상으로 강림하는데도 人麻呂의 작품에서는 천상의 신들의 합의 또는 분할
통치에 의해 天孫 니니기가 강림하는 식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人麻呂는 記紀
神話와는 다른 계통의 신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지적
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필자는 人麻呂의 작품에 나타난 신화는 어디까지나 체계화되고 정
치적으로 통일된 記紀神話 이전의 것으로서, 오래되고 체계화 되지 않은 신화의 모습을 나타
내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것은 비록 天武十年(681)에 이미 ≪古事記≫(712년) ≪
日本書紀≫(720년) 편찬을 위한 <帝紀 및 上古諸事>의 記定 명령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人麻
呂의 본 작품이 성립된 持統三年(689) 당시에는 아직 記紀神話의 체계가 충분히 수립되어 있
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많은 異傳을 並記하고 있는 ≪日本書紀≫를 보더라도
당시의 신화체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져 전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
음이 있다. 따라서 人麻呂의 작품에 나타난 신화의 내용이 記紀神話와 微妙한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記述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당시 궁정사회에 전해진 신화
가 어떠했는지를 人麻呂의 작품을 통해서 엿볼 수 있고, 萬葉人들의 생활과 신앙 속에 녹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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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화의 斷片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판단하고 싶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최초의 公的인 殯宮挽歌 속에 그때까지 전해진 記紀神話 이전의 신화의
모습을 단편적이나마 엿볼 수 있다는 데에 日並皇子挽歌의 문학사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Ⅵ. 結 論
人麻呂의 <日並皇子挽歌>는 일본최초의 공적인 殯宮挽歌로서 작품 중에 보이는 訓
詁解釋上의 문제나 記紀神話와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天孫降臨神話의 내용은 人麻
呂가 그때까지 아직 체계화 되지 않은 신화에 대한 지식과 궁정사회에 전해지는 신화
를 바탕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人麻呂의 일본신화에
대한 지식은 그가 일본고유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자신의 문학세계를 창조적으
로 개척해간 전통시인이라는 점에서 원시적인 祭式의 문장인 祝詞의 영향이 인정된
다.
長歌전반의 <高照らす 日の皇子>는 天武천황 또는 日並황자 어느 한 사람만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라, 두 사람을 同一視한 人麻呂의 시적 표현으로서, 日並황자는 父親인 天武천황
이 그랬듯이 하늘의 태양(日)과 같이(日並) 飛鳥淨御原宮에서 새로운 천황으로 등극하여 萬人
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천하를 다스려야할 황태자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人麻呂를 비
롯한 궁정인들에게 있어서는 日並황자야말로 다름 아닌 天武천황과 同一한 존재로서 인식되
었고 天孫降臨에 의해 시작된 皇統譜를 계승해야할 인물이었던 것이다. 소위 二重的인 표현
인 셈이다. 그리고 <日の皇子>를 天孫과도 연결시키는 이중, 삼중의 묘사는 곧 역대의 모든
천황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강림한 니니기노미코토(ニニギ神)와 연결된 권위 있고 거룩한 존재
로서 끊임없이 계승되어 가야한다는 天孫降臨神話 자체가 갖는 의의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당시의 황실과 궁정인들의 心情과 所望을 자신의 뛰어난 시적 재능으로 간결하
면서도 압축적으로 멋지게 표현해낸 人麻呂의 手法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人麻呂의 작품의 신화는 체계화되고 정치적으로 통일된 記紀神話 이전의 것으
로서, 오래되고 체계화 되지 않은 신화의 모습이라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記紀神話의 내
용과 차이가 난다고 해서 잘못된 記述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당시 궁정사회에 전해진 신화의
양상과 萬葉人들의 생활과 신앙 속에 녹아있는 신화의 斷片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
다. 이러한 점에 일본최초의 公的인 殯宮挽歌라 할 수 있는 人麻呂의 日並皇子挽歌의 문학사
적 意義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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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1분과)-2 토론]

‘日並皇子殯宮挽歌 연구’의 토론

토론자 원광대 朴正義
전반적으로
＊다원적(多元的) 신화론의 입장에서 만요 신화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인가.
즉, 「日並皇子殯宮挽歌」를 「古事記」「日本書紀」와는 다른, 天武天皇을 시조로
하는 왕조신화라 보는 것인 가 이다.
내용적으로는
＊「高照らす 日の皇子」가 天武天皇과 草壁皇子의 이중적 성격을 지녔다고 결
론짓고 있지만.
「神上り上り座しぬ」까지는 「神下し座せまつりし 高照らす日の皇子は」를 받아 「浄
みの宮に神ながら太敷き座して」라 하여 계속 이어지므로 「高照らす 日の皇子」는 모
두 天武天皇을 가리키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과거에는 일원적(一元的) 신화론이어서 天孫降臨은 니니기가 아니면 곤란했기 때
문에 처음에 「高照らす 日の皇子」를 니니기라 해석했지만, 무리가 있어서 天武天
皇과 니니기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것도 무리한 해
석이다. 이번의 天武天皇과 草壁皇子의 이중적 성격이라는 것은 필자의 독자적인
것이나 이 역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있어서, 신화는 역사이므로 이에
이중적 성격이 나타날 수 없다.
전반부는 天武天皇이야말로 최초의 정통을 가진 천황으로 그 위업을 기려야하는
것이다. 즉 이 정당성을 계승하는 자로서 草壁皇子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日並皇子」 즉 「日＝天武天皇」과 대등한 자로서 草壁皇子가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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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1분과)-3]

동물의 이미지와 신앙에 관한 일고찰-여우를 중심으로
홍성목(한국외국어대학교)

1.서론
일본의 신화와 설화, 모노가타리(物語) 등에는 다양한 동물이 등장하여 신神 또는 신神의 사
자使者로 활약한다. 동물들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神과 인간을 도울 때도 있는가 하면, 위해
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옛부터 동물이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소나 돼지처
럼 생계를유지하게 해 주는 가축이나, 멧돼지, 곰과 같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는 맹수 등, 독
특한 모습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이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신화와 설화 등에 포함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유명한 것은 구마노산잔(熊野三山)의 야타가라스(三足烏)나 카스가
타이샤(春日大社)의 신록神鹿, 오오미와신사(大神神社)의 뱀과 함께 이나리신사(稲荷神社)의
여우가 있다.
일본에서 여우라 하면 이나리(お稲荷さん), 이나리라고 하면 여우를 떠올리며 이나리신사(稲
荷神社)의 신의 사자로 널리 알려져있다. 또한 여우에 관한 말로서 “여우는 사람을 호린다.(キ
ツネは人を化かす)”, “여우는 유부를 좋아한다.(キツネは油揚げが好き)”, “여우는 신사에 있
다.(キツネは神社にいる)”, 날은 맑은데 비가 내리면 “여우가 시집간다(キツネの嫁入り)” 등등
열거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여우는 예로부터 일본인에게 대단히 친근한 존재였다. 하지만 “여
우에 씌인다(狐憑き)”는 말처럼 사람에 들러붙어 괴이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금빛털에 흰 얼
굴 구미호(金毛白面九尾の狐)”같은 대 요괴로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전승 또한 다수 존재
한다. 이러한 여우의 음과 양의 측면은 예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지적되어왔고 연구성
과 또한 많이 축척되어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한중일 삼국의 여우 이야기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고 여우의 초월적 성격에 관해서도 다각면으로 논증되어 왔다.1)
본고에서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설화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그 이야기의 종류
와 성격 또한 매우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는 여우에 관한 이미지와 신앙에 관하여 일본의 전승
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일본 상대문학속의 여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인 『고지키(古事記)』에는 여우와 관련된 전승은 실려있지 않
다. 단지 여우 신앙과 관계깊은 이나리신사(稲荷大社)의 제신(祭神)인 우카노미타마노카미(宇
1) 金芝鮮 「한중일 여우 이야기에 대한 비교학적 고찰」 『중국어문논총』 29호, 2005.12
김홍겸 「한중일 여우 이미지의 유사성과 차이」 『동양학』 5호, 2011.08
박대복·유형동 「여우의 超越的 性格과 變貌 樣相」 『동아시아고대학』 23호, 2010.12
노희진 「상대시대에 등장하는 여우에 대한 고찰」 『일어일문학연구』 58권(2호), 2006.08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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迦之御魂神)가 스사노오(須佐之男)와 오오이치히메(大市比売) 사이에 태어난 신으로 오오토시
노카미(大年神)의 여동생이라 적고 있다.(又大山津見神の女、名は神大市比賣を娶して生める子
は、大年神。次に宇迦之御魂神。二柱。宇迦の二字は音を以ゐよ。) 오오이치히메(大市比売)는 이
치(市) 즉 유통의 신으로 볼 수 있고 오오토시노카미(大年神)의 年는 年穀을 뜻하므로2) 곡령
신(穀靈神)임을 뜻하며, 우카노미타마노카미(宇迦之御魂神)는

『니혼쇼키(日本書紀)』에 倉稲魂

을 우카노미타마라 읽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음식물의 신(食物(稲)の御魂の神)으로 보인다. 또한
『엔기시키(延喜式)』에는 우카노미타마노카미(宇迦之御魂神)가 이세신궁(伊勢神宮) 외궁(外宮)에
모셔진 오곡풍양五穀豊穰의 신인 토요우케오오카미(豊受大神)와 같은 신으로 나와있다. 여우
가 곡령신인 우카노미타마노카미(宇迦之御魂神)의 사자로 여겨지게 된 것에는 여러 설이 있으
나 일반적으로 우카노미타마노카미(宇迦之御魂神)의 별명別名이 ‘미케츠(御饌津)카미(神)’인 것
으로부터 미케츠의 ‘케츠’에 여우의 옛 이름인 ‘케츠’가 중첩되어 ‘미케츠(三狐)카미(神)’라고
쓰여진 것에 기인한다고 한다.3)
『고지키(古事記)』에 뒤이어 성립된 『니혼쇼키(日本書紀)』에는 사이메이(斎明) 천황 3년(657
년)에 이와미노쿠니(石見国)에서 흰 여우를 보았다고 보고하였다는 기사記事(石見国言さく、
「白狐見ゆ」とまうす。)와, 사이메이(斎明) 천황 5년(659년) 이즈모국조(出雲国造)에게 명하여
신궁神宮을 수리하게 했을 때 여우가 오우군(於友郡)의 인부가 캐낸 칡뿌리의 끝부분을 물어
뜯고 사라졌다고 하는 기사記事(是歳、出雲国造名を闕せり。に命せて、神の宮を修嚴はしむ。
狐、於友郡の役丁の執れる葛の末を噛ひ

斷ちて去ぬ。)가 실려있다. 흰 여우를 보았다고 보고를

올린 것은 고대 중국과 한국에서 흰색 동물을 상서祥瑞의 상징으로 신성시한 것에 영향을 받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주나라 시대와 전한 후한 각각의 시대에 흰 꿩이 헌상獻上되어 서조瑞鳥로서 귀
하게 여겨졌고, 동진 시대에는 흰 사슴이, 후한 시대에는 흰 토끼가 헌상獻上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온다.4) 한국에서는 『삼국유사(

三国遺事)』에

신라 시조인 박혁거세와 김알지의 탄생에 흰

말과 흰 닭이 등장하고, 그 외에도 흰 사슴, 흰 까치, 흰 소 등을 상서祥瑞로 보았다.
일본에서도 『니혼쇼키(日本書紀)』 다이카(大化) 6년에 고토쿠(孝徳) 천황이 흰 꿩을 헌상받자
중국과 한국의 고사를 답습하여 이를 상서祥瑞로 보아 연호를 다이카(大化)에서 하쿠치(白雉)
로 고쳤다고 한다. 여우의 경우 『엔기시키(延喜式)』 권21 오사무루츠카사(治部省) 조條에 길조
로 간주된 자연 현상과 동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흰 늑대·흰·사슴·흰 노루와 더불어 흰 여우
를 상서上瑞로 적고 있다.
즉 사이메이(斎明) 천황 3년의 흰 여우를 보았다는 기사記事는 흰 여우가 상서로운 동물이라
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며, 5년 기사 또한 흰 여우는 아니나 이즈모다이샤
(出雲大社)를 수리하는 기사와 관련하여 등장한 것으로 보아 칡뿌리의 끝부분을 물어뜯고 사
라졌다는 것에 무언가 의미가 있으리라 추측되지만 별다른 기술記述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이 기사記事 바로 뒤에 개가 사람의 시체의 팔을 물어뜯어 이후야노야시로(言屋社) 위에 놓아
두었는데 이는 천자가 죽는다는 전조를 나타낸다고 한다는 기록(又、狗、死人の手臂を言屋社
に噛ひ置けり。言屋、此をば伊浮揶といふ。天子の崩りまさむ兆なり。)이 이어지므로 연관성을 생각
해 볼 때 여우의 행동 또한 어떤 징조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자세한 것을 알 수

2) 倉野憲司·武田祐吉校注 『日本古典文學大系 古事記 祝詞』 岩波書店, 1958 頭註
3) 桜井徳太 『郎民間信仰辞典』 東京堂出版, 1980
4) 南方熊楠 『十二支考（上・下）』 岩波文庫, 1994. 佐藤健一郎·田村善次郎 『十二支の民俗誌』 八坂書
房, 200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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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
고대 일본의 지리, 풍토, 전승 등을 모아 편찬한 『후도키(風土記)』에는 산과 들에 존재하는
짐승들과 함께 여우를 열거하고 있지만(『이즈모쿠니후도키(出雲国風土記)』) 큰 의미를 두고있
지는 않다. 단지 이츠분(逸文)으로 『샤쿠니혼키(釋日本紀)』에 실려있는 『단고노쿠니후도키(丹
後国風土記)』에는 용궁방문담이 전해져오는데 주인공인 츠츠가와노시마코(筒川の嶼子)가 용궁
을 방문하여 공주와 3년을 살았는데 고향을 생각하며 공주에게 ‘옛 사람이 말하기를 소인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여우는 자기 굴이 있는 언덕을 향하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古人の言へ
らくは、少人は土を懷ひ、死ぬる狐は岳を首とす、といへることあり。)고 하였다. 이는 여러
주석서가 설명하듯이 중국의 『예기(礼記)』나 『초지(楚辞)』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대 일본의 노래歌를 모아 엮은 『만요슈(

万葉集)』에는 여우를 주제로 지은 노래가

한 수 실려있다. 권16-3824 나가노이미키오키마로(長忌寸意吉麻呂)의 노래 여덟 수 중 첫 번
째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둥이와 손잡이가 달린)냄비에 물을 끓여라. 사람들아. 이치히쯔의 노송나무다리를 캥
캥 울면서 건너 오는 여우에게 끼얹어주자.
長忌寸意吉麻呂歌八首
さす鍋に湯沸かせ子ども櫟津の桧橋より来む狐に浴むさむ
『만요슈(

万葉集)』에는 이 노래 왼쪽에 다음과 같은 주가 병기되어 있다.

오른쪽 한 수는 전해져 말하기를 ‘어느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회를 벌였다. 그때
밤 12시 경에 여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모두 오키마로(意吉麻呂)에게 권하기
를 “여기 식기 등 여러 물건과 여우 울음소리, 다리 등을 주제로 하여 어떻게든 노래를
지어봐라.”고 하니 그 요청에 답하여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한다.
右の一首は、伝へて云はく、「一時、衆集ひて宴飲しき。時に、夜漏三更にして、狐の声
聞こゆ。すなはち衆諸奥麻呂を誘ひて曰はく、「この饌具、雜器、狐声、河橋などの物に
関けてただし歌を作れ」といひき。すなはち声に応へて、この歌を作りき」といふ。
노희진은 이 노래의 ‘狐に浴むさむ’에 주목하여 이 노래가 “오사카(大阪)·효고(兵庫)·나라(奈
良) 등을 시작으로 여러 지방에서 보여지는 노세교우(野施行) 또는 기쯔네세교우(狐施行)를 가
리키는 것이다. 이 행사는 혹한기(酷寒期)때 먹이가 적은 산 중에 콩밥·콩·콩비지·유부 등을 논
이나 밭에 놓아 두어, 여우나 너구리 등의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으로서 그 자비로운 마음
에 복을 받는다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5)고 해석하여 ‘『만요슈(

万葉集)』에 등장하는 여우

도 신성한 존재로서 인간의 공양물을 받치는 신앙의 대상이었다’고 보았다. 기쯔네세교우(狐施
行)는 킨키(近畿) 지방에서 한겨울에 이나리신사(稲荷大社)를 순례하고 여우가 있을 법한 곳에
찰밥과 유부 등을 두고 돌아가는 행사이므로 일리 있는 주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쯔네세교우(狐施行)가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만요슈(
힘들다.
『니혼료이키(

万葉集)』의 노래 내용에서도 여우가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다고 보기는

日本霊異記)』 하권 제38화 ‘길흉의 전조가 먼저 나타나고 후에 그 길흉이 현실

5) 노희진, 前揭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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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는 이야기’(災と善との表相先づ現れて、後に其の災と善との答へを被りし縁

第三十

八)에 밤에 여우가 울자 쿄카이(景戒)의 아들과 말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는 여우
울음소리가 사람이나 말의 죽음, 즉 불길함을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카마
쿠라(鎌倉) 시대에 만들어진 사전인 『니츄레키(

二中歴)』 괴이력(怪異歴)에도 밤에 우는 여우의

울음소리는 흉조凶兆로서 사람이나 우마牛馬의 죽음의 징조라 하고, 또한 여우는 그믐날 밤에
1년의 길흉을 고한다고 적고 있다.
후루하시노부요시(古橋信孝)는 『만요슈(

万葉集)』의

이 노래에 대하여 『니혼료이키(

日本霊異

記)』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늦은 밤 여우 울음소리를 들은 무서움을 노래가 가지고 있는 주
술적인 힘(呪力)으로 물리치려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6)고 해석하였다. 오키마로(意吉麻呂)를
비롯한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밤에 우는 여우 울음소리를 불길하게 여겨 이를 피하고자 노
래를 지었다고 하는 후루하시의 견해는 주목할 만한 탁견이라 생각된다.
중국에서도 밤의 여우 울음소리는 흉조로 여겨졌다. 『수서(階書)』 22권에는 밤에 우는 여우
의 울음소리에 관하여 경방(京房)의 『역비후(易飛候)』를 인용하여 ‘나라가 혼란해지고 사람들
이 죽는 징조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梁武帝)中大同中 毎夜 狐鳴閾下 数年 乃止。京房 易飛候日 「野獣華鳴 邑中且空虚」
俄而国乱 丹陽死喪 略壷。(『階書』巻二十二)
이와 같이 상대의 여러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우의 이미지에는 오늘날 널리 알려진 이나
리신사(稲荷大社)의 신이나 신의 사자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대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상서로움의 상징으로 흰 여우에 관한 기술과 여우 울음소리를 흉조로 보는 기
술이 전해올 뿐이다. 물론 고대 민간 신앙에서는 벼농사가 시작된 야요이(弥生) 시대에 여우와
늑대가 곡물을 갉아먹는 쥐를 잡아먹는 대단히 유익한 짐승으로 여겨져, 흉조를 알려주거나
사람으로 변하는 등의 신비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가을이 되면 산에서 논밭으로 내려오
는 것으로부터, 풍작의 신으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기록으로는 남아있
지 않은 민간 신앙의 이야기임을 밝혀둔다.

3. 이나리(稲荷)신앙의 등장
먼저 문학작품이 아닌 조정에서 편찬한 역사서 속에서 여우는 어떤 이미지로 기록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쇼쿠니혼키(続日本紀)』를 살펴보면 먼저 와도우(和銅) 5년 7월에 이가노쿠
니(伊賀国)에서 검은 여우(玄狐)를 헌상했다는(秋七月壬午。伊賀国献玄狐。) 기록이 있다. 또
한 같은 해 9월에 이가(伊賀)의 국사(国司)인 아치키(阿直)가 검은 여우(黒狐)를 헌상하니 이는
상서上瑞에 해당하는데 문헌에 이르기를 왕의 치세가 천하를 태평하게 하면 나타나는 길한 짐
승이라 하였으니 사람들이 이를 경사스러운 일이라 기뻐하였다(況復、伊賀国司阿直敬等所献
黒狐。即合上瑞。其文云。王者治、致太平。則見。思与衆庶共此歓慶。)고 기록하고 있다. 검
은 여우를 헌상한 아치키(阿直)는 다음 날 승진하게 된다.
이 외에도 레이키(霊亀) 원년 정월에 동쪽 하늘에 상서로운 구름이 보이니 토오토우미노쿠니
6) 古橋信孝 『万葉集-歌のはじまり』 筑摩新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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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遠江国)에서 흰 여우(白狐)를 헌상하고 탄바노쿠니(丹波国)에서 흰 비둘기(白鴿)를 헌상하였다
(是日。東方慶雲見。遠江国献白狐。丹波国献白鴿。)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요로(養老) 5년
정월에는 무사시(武蔵)와 코우즈케(上野) 두 지방에서 나란히 붉은 까마귀(赤烏)를 헌상하였고
카이쿠니(甲斐国)에서 흰 여우(白狐)를 헌상하였다(武蔵・上野二国並献赤烏。甲斐国献白狐。)
한다. 텐표(天平) 12년 정월에도 히다노쿠니(飛騨国)에서 흰 여우(白狐)와 흰 꿩(白雉)을 헌상
하였고(飛騨国献白狐・白雉。), 엔랴쿠延暦 원년 4월에 중각문(重閣門)에 흰 여우(白狐)가 나
타났다는 기록(重閣門白狐見。)을 마지막으로 정사에 흰 여우는 거의 등장하지 않게 된다.
물론 『쇼쿠니혼키(続日本紀)』에는 여우에 관하여 상서祥瑞로 여겨진 희고 검은 여우의 기록
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호우키(宝亀) 3년에 들 여우가 다이안지(大安寺)의 강당 지붕에 올라
갔다는 기록(有野狐。踞于大安寺講堂之甍。)이라든지 같은 해 5년에 관내의 오토쿠니노코오리
(乙訓郡)의 오토쿠니샤(乙訓社)에 들 여우 100마리 정도가 매일 밤 울었고 7일이 지나 멈추었
다는 기록(於管内乙訓郡乙訓社。狼及鹿多。野狐一百許。毎夜吠鳴。七日乃止。)이 있다.
이후 헤이안(平安)시대 초기까지 편찬된 역사서인 릿코쿠시(六国史)를 살펴보면 흰 여우나 검
은 여우는 등장하지 않고 여우가 궁 안에 들어와 굴을 파거나(『니혼코키(日本後紀)』 다이도우
(大同) 3년 8월) 궁궐 안에 들어온 여우를 근위들이 잡아죽였다거나(『쇼쿠니혼코키(続日本後
紀)』 텐쵸(天長)10년 8월), 개에게 물려 죽었다는 기록(『쇼쿠니혼코키(続日本後紀)』 카쇼(嘉祥)
2년 정월) 만이 전해진다. 몬토쿠(文徳) 천황 시대에는 궁궐에 들어 온 여우를 천황이 활로 쏘
아 잡았다는 기록(『니혼몬토쿠텐노지츠로쿠(日本文徳天皇実録)』 사이코우(斉衡) 2년 4월)도 전
해진다.
이처럼 시대가 내려갈수록 여우에 관한 기록은 대륙의 영향을 받은 상서로움을 나타내는 것
에서 단지 인간의 거처에 침입하는 귀찮은 짐승으로 사냥되고 퇴치되는 모습으로 바뀌어감을
알 수 있다. 노희진은 릿코쿠시(六国史)에 나오는 여우에 관한 기록을 면밀히 조사하여 여우의
가치관의 변화를 크게 3기로 나누었는데 제1기를 657~740년까지로 여우를 신성시 한 시기로
보고 제2기를 741~812년까지로 불길한 여우의 모습이 등장하는 시기로 여우를 죽이지는 않으
나 신성시하지는 않게 된 시기로 보았다. 제3기는 812년 이후로 인간에 의해 죽는 여우의 모
습이 기록되고 있으므로 이는 여우를 신성시여기는 사상과 그렇지 않은 사상이 구별되기 시작
한 시기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7)
그렇다면 오늘날 일본에서 여우라 하면 이나리(稲荷), 이나리(稲荷)라고 하면 여우를 떠올리
게 되는데 이나리(稲荷)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나리샤(稲荷社)는 현재 일본 전국에 3만 2천여 사社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작은 사당까
지 포함하면 수십만이 넘는다고도 한다. 여우와 붉은 토리이(鳥居), 상업번창과 오곡풍양, 개
운開運의 수호신을 모시는 신사로 일본 국민들에게 옛부터 사랑받아 왔으며 이나리샤(稲荷社)
의 총본산은 교토 동남쪽 이나리산(稲荷山) 산기슭의 교통의 요충지에 진좌鎮座하고 있는 후
시미이나리타이샤(伏見稲荷大社)이다. 제신祭神은 우카노미타마노카미(宇迦之御魂神), 사다히
코노오오카미(佐田彦大神), 오오미야노메노오오카미(大宮能売大神) 등을 모시고 있다. 우카노
미타마노카미(宇迦之御魂神)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음식물을 관장하는 곡령신이다.
이나리샤(稲荷社)는 도래계(渡来系) 씨족인 하타(秦)씨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츠분(逸
文)으로 『샤쿠니혼키(釋日本紀)』에 실려있는 『야마시로쿠니후도키(山城国風土記)』에 다음과 같
은 이나리(稲荷)의 지명설화가 실려 있다. 하타노나카츠헤노이미키(秦中家忌寸)들의 먼 조상인
하타노이로구(秦伊呂具)가 어느 날 떡을 표적으로 삼아 화살을 쏘자, 그 떡이 흰 새로 변하여
7) 노희진, 前揭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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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서 머무른 산 정상에 이네(稲)가 생겨나 이나리(伊奈利)라는 신사의 이름(伊奈利社)이
되었다고 한다.
風土記に曰はく、伊奈利と稱ふは、秦中家忌寸等（はたのなかつへのいみきら）が遠つ
祖、伊侶具の秦公、稻粱を積みて富み裕ひき。乃ち、餅を用ちて的と爲ししかば、白き鳥
と化成りて飛び翔りて山の峯に居り、伊禰奈利生ひき。遂に社の名と爲しき。
(『逸文山城国風土記』伊奈利社)
이나리(伊奈利)는 이네(稲)가 생겼다는 의미인 이네(稲)나리(爲)가 축약된 말로서 당시 인간
생활의 근원 벼(稲)의 생성을 뜻함으로서 천지간의 영험함을 상징하는 옛말로도 풀이되고 있
다.8)
하타(秦)씨는 후시미이나리타이샤(伏見稲荷大社)가 있는 후카쿠사(深草) 지역과도 깊은 관계
를 가지고 있다. 후카쿠사(深草)의 지역이 일찍부터 개척되어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후카쿠사(深草) 야요이(弥生) 유적의 발굴조사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반도 남부에서 건너
온 하타(秦)씨가 이 땅에 정착하여, 한반도에서 가지고 온 식산(殖産) 기술을 바탕으로 이 일
대를 지배하게 된 것은 5세기 전반 무렵으로 추측된다.9)
또한 후대에 천황가의 비호를 받아 세력을 키웠음을 알 수 있는 기사가

『니혼쇼키(日本書

紀)』에 전하는데 후카쿠사(深草)의 하타노오오츠치(秦大津父)라는 인물에 관한 전승이다. 킨메
이(欽明) 천황天皇이 즉위하기 전에 ‘하타노오오츠치(秦大津父)라는 인물을 총애한다면 반드시
어른이 되어서 천하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꾸었다. 그리하여 후카쿠사(深草) 마을
에서 하타노오오츠치(秦大津父)를 찾아내어 가까이두고 잘 대접하였다. 그 때문에 하타노오오
츠치(秦大津父)는 큰 부를 얻게 되고 천황이 즉위한 후에 오오쿠라(大蔵)의 츠카사(司)에 임명
되었다고 한다.10)
하타(秦)씨가 천황가에 의해 근신近臣으로서 총애를 받아온 것이 이나리샤(稲荷社)의 대두에
는 어느정도 기여를 했으리라 생각되지만 조정에 의해 본격적으로 비호를 받기 시작한 시기는
헤이안(平安) 시대 초기무렵으로 보인다.
텐쵸(天長) 4년(827년) 정월에 쥰나(淳和) 천황이 병으로 쓰러졌다. 점을 쳐 본 결과, 선대 천
황의 칙명으로 토지(東寺)를 건립함에 있어서 탑 건축에 이나리신사(稲荷神社)의 나무를 베어
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신벌이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이나리신사(稲荷神社)에
칙사를 파견하여 종오위하(従五位下)의 신카이(神階)를 수여하여 신위神威를 위로하고 토지(東
寺)의 수호신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는 『루이쥬코쿠시(類聚国史)』에 자세히 전하고 있다.
詔曰。天皇詔旨止。稲荷神前尓申給閉止申佐久。頃間御体不愈大坐須尓依弖占求留尓。稲荷
神社乃樹伐礼留罪祟尓出太利止申須。然毛此樹波。先朝乃御願寺乃塔木尓用牟我為尓止之天。東
寺乃所伐奈利。今成祟利止申我故尓。畏天奈毛内舎人従七位下大中臣雄良乎差使天。礼代尓従
8) 山折哲雄 『稲荷信仰事典』 戎光祥出版, 1999
9) 中村修也 『秦氏とカモ氏』 臨川書店, 1994참조
10) 天皇幼くましましし時に、夢に人有りて云さく、「天皇、秦大津父といふ者を寵愛みたまはば、壯大に
及りて、必ず天下を有らさむ」とまうす。寐驚めて使を遣して普く求むれば、山背国の紀郡の深草里より
得つ。姓字、果して所夢ししが如し。是に、忻喜びたまふこと身に遍ちて、未曾しき夢なりと歎めたま
ふ。…(中略)…乃ち近く侍へしめて、優く寵みたまふこと日に新なり。大きに饒富を致す。踐祚すに及至
りて、大藏省に拜けたまふ。( 『日本書紀』欽明天皇即位前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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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位下乃冠授奉理治奉留。実尓神乃御心尓志坐波。御病不過時日除愈給倍。縦比神乃御心尓波
不在止毛。威神乃護助給波牟力尓依天之。御躬波安万利平支給牟止。所念食止奉憑流止申給布天
皇詔旨乎申給波久止申。(『類聚国史』34天長4年正月辛巳)
이러한 기연으로 이나리묘진(稲荷明神)은 조정과 백성의 존중을 받게 되어 이나리신사(稲荷
神社)는 날로 융성해져 갔다. 신격神格도 기존의 농업 신에서 식산흥업신, 상업신, 저택신 등
으로 확대되어 갔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신카이(神階)도 높아져 텐쿄 5년(942년)에는 스자쿠
(朱雀) 천황의 명으로 정일위(正一位)11)에 오르게 된다.
『続日本後紀』承和 10年(843년) 12月戊午条
奉授従五位下稲荷神従五位上。
『続日本後紀』承和 11年(844년) 12月丁亥条
奉授従五位上稲荷神従四位下。
『文徳天皇実録』嘉祥 3年(850년) 10月辛亥条
進山城国稲荷神階授従四位上。
『文徳天皇実録』天安 元年(857년) 4月乙酉条
在山城国従四位上稲荷神三前各授正四位下。
『日本三代実録』貞観 元年(859년) 正月27日甲申条
正四位下稲荷神三前並正四位上。
『日本三代実録』貞観 9年(867년) 5月3日辛丑条
班幣畿内諸神。祈止霖雨。告文曰。天皇我詔旨止。稲荷神乃広前尓申給倍止申久。
『日本三代実録』貞観 16年(874년) 4月7日乙丑条
山城国正四位上稲荷上中下三名神並奉授従三位。
이후 오우와(応和) ３年(963년)에는 무라카미(村上) 천황의 명으로 황궁의 동남방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정해지고 고스자쿠(後朱雀) 천황 치세인 쵸레키(長歴) ３年(1039년)에는 국가의 중
대한 일이 일어났을 때 폐백을 받는 22사(二十二社)중 상위 7사(上七社)에 더해지게 된다.

4. 이나리(稲荷)신앙과 여우
여우가 언제부터 이나리(稲荷)와 융합하여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이나리타이샤(稲荷大社)의 역사는 오래되고 또한 복잡하여 쉽게

11) 정일위正一位는 율령제律令制 하에서 조정에서 여러 신하들에게 하사한 계급으로서, 관인 의 지위를
나타내는 등급으로 일위에서 초위初位의 위계가 있고, 일위一位에서 삼위三位까지 각각 정일위正一
位·종일위従一位로 정·종의 순으로 나뉘고 또한 사위四位에서 팔위八位까지 정·종 이외에 정사위상正
四位上·정사위하正四位下로 상·하 순으로 나뉘게 된다. 초위初位만 정·종을 대신하여 대·소로 나뉘어
전부 30위의 위계가 있다. 나라(奈良) 시대 중기 이후 이러한 위계가 신하 뿐만 아니라 신에게도 주
어되게 되었다. 이것은 신카이(神階)라 칭하고, 신하에게 주어진 위계제도를 모방한 것이었지만, 직접
적인 관계는 없다. 신카이(神階)는 주로 천도遷都나 천황의 행차, 천재지변, 전염병 만연 등을 진정시
키기 위하여 기원하는 대상의 신에게, 특히 영위霊威를 발휘하는 신들에게 조정朝廷에서 수여하였다.
(『国史大辞典』神階項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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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릴 수 없다. 본고에서는 먼저 토지(東寺)에서 전해지는 『이나리류키(稲荷流記)』에 전
해지는 영호靈狐담을 살펴보고, 이나리(稲荷)의 총본산인 후시미이나리타이샤(伏見稲荷大社)에
서 여우를 어떻게 모셨는지 보고자 한다.
여우는 보통 이나리(稲荷) 신의 사자로 여겨지는데 이 경위에 대하여 토지(東寺)에서 전해지
는 『이나리류키(稲荷流記)』12)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옛날 헤이안쿄(平安京) 북쪽의 후나오카산(船岡山)에 늙은 여우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은침
을 늘어세운 것 같은 희고 아름다운 털에 꼬리는 밀교에서 사용하는 고코쇼(五鈷杵)를 낀 듯
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 부인은 사슴머리에 여우 몸을 가지고 있었다. 부부는 다섯 마리의 새
끼 여우가 있는데 신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코닌(弘仁) 연중年中(801~824년)의 일이다.
여우 부부는 새끼들을 대리고 이나리산(稲荷山)에 올라 신 앞에 무릎꿇고 “우리들은 짐승의
몸이지만 태어나면서 영지靈智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을 수호하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
습니다만, 짐승의 몸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바라옵건데 이 신사의 권족眷族이 되
어 신위를 빌려 저희들의 바램을 이루고자 합니다.”라 빌었다. 이를 들은 이나리(稲荷) 신은
대단히 감동하여 기뻐하며 여우 부부의 바램을 들어주니 소원을 성취하는 힘을 가지게 된 여
우 부부는 이나리샤(稲荷社)를 믿는 사람들에게 직접 또는 꿈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어 사
람들을 인도하였으므로, 이윽고 츠게키츠네(告狐)라 불리워지며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여우는 이나리(稲荷) 신의 사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원래 영호靈狐에 관한 신앙은 헤
이안(平安) 시대에 상당히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우가 나쁜 일을 미리 알려준다
거나 재앙을 피하게 해 주고 복을 가져다준다는 신앙에 기인한 것이다. 시대는 상당히 내려가
지만 묘오(明応)년간年間(1492~1501)에 성립한 『센구키(遷宮記)』에는 이나리샤(稲荷社)의 상·
중·하 각각의 社에는 오스스기(小薄), 쿠로오(黒烏), 아코마치(阿古町)라는 여우를 모시는 말사
(末社)가 성립했었다고 전해진다.13) 이 중 오스스기(小薄)와 쿠로오(黒烏)는 현존하지 않지만
아코마치(阿古町)를 모신 뱍고샤(白狐社)로 지금도 남아있다.
이 뱍고샤(白狐社)에 관하여 코지마요시유키(小島瓔禮)는 『이나리콕쿄슈(稲荷谷響記』의 뱍고
샤(白狐社) 항項을 인용하여 “뱍고샤(白狐社)는 원래 묘부샤(命婦社)이며, 신사 뒷편에 여우 굴
(狐穴)이 있어 토우메미케츠노카미(専女三狐神)를 모셨다. 후세에 신 앞에 나무로 만든 흰 여
우(白狐)를 안치하였다. 그래서 뱍고샤(白狐社)라 한다. 예전에는 산 위에 묘부샤(命婦社)가 있
었다. 흰 여우(白狐) 상像을 두는 신사라고 하면, 일본 전국 각지의 이나리(稲荷) 신을 모신
작은 사당의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널리 알려진 이나리타이샤(稲荷大社)의 원
래 모습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묘부(命婦), 토우메(専女)는 이나리타이샤(稲荷大社)에서 여
우를 부르는 말이다." 라며 묘부(命婦)는 원래 궁중에서 천황을 섬기는 여자 관인을 가리키지
만, 이것을 여우의 신 (백호(白狐) 또는 영호(霊狐))에게 사용하였다. 교토(京都) 후시미이나리
타이샤(伏見稲荷大社)의 오쿠미야(奥宮)의 북쪽에 모셔진 뱍고샤(白狐社)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뱍고샤(白狐社) 뒤에 여우 굴(狐穴)이 있었다는 점이다. 묘부샤
(命婦社)의 옛 터에는 이나리샤(稲荷社)의 신이라는 이름을 쓰는 암수 두 마리의 여우가 살고
있는 구멍이 있는데, 에이쿄(永享) 10년(1438년)에 신사를 옮겼을 때 여우 굴(狐穴)도 그대로
옮겨오는 형식으로 굴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또한 암수 여우를 위해 매일 저녁 음식물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을 후고(封戸)라 불렀다고 한다.14) 여우 굴(狐穴)에 이나리샤(稲荷社)를 모
12) 信仰著作篇 『稲荷大社由緒記集成 [第1]』 伏見稲荷大社社務所, 1953
13) 大森惠子 『稲荷信仰の世界』 慶友社, 2011
14) 祠官著作篇 『稲荷大社由緒記集成 [第2]』 伏見稲荷大社社務所,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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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예는 홋카이도(北海道), 카나가와현(神奈川県) 등 일본 전국 각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이나리타이샤(稲荷大社)의 묘부샤(命婦社)에 있는 여우 굴과 관련된 신앙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니혼료이키(

日本霊異記)』에

이나리稲荷와는 별개의 여우 굴(狐穴)에 관한 신앙이 있었음을

암시해 주는 설화가 전해지는데, 중권 제40화 ‘나쁜 짓을 좋아하는 자가 그 때문에 현세에서
날카로운 칼에 베여 볼썽사나운 죽음을 맞이하는 보복을 받는 이야기(悪事を好む者、以て現に
利鋭に誅られ、悪死の報を得し縁 第四十)’이다.
다치바나아손나라마로(橘朝臣奈良麻呂)는 카즈라기노오오키미(葛城王)인 타치바나노모로에
(橘諸兄)의 아들이다.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야망을 품고 국가를 전복하고자 역도들을 모아 몰
래 기회를 논의했다. 그리고 승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표적으로 세우고, 승려의 눈을 쏘
는 기술을 연습했다. 여러가지 나쁜 짓을 좋아했는데, 이 나쁜 짓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이다.
나라마로(奈良麻呂)가 나라산(奈良山)에서 매 사냥을 했는데 그 산에 새끼여우가 많이 있었
다. 나라마로(奈良麻呂)는 새끼여우를 붙잡아 나무 꼬챙이로 꿰어서 여우 굴(狐穴)의 입구에
세워두었다. 나라마로에게는 젖먹이가 있었다. 어미여우(母狐)는 나라마로(奈良麻呂)를 원망하
여 그 아이 할머니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할머니는 나라마로(奈良麻呂)의 아이를 안고
자신의 굴 입구로 데려와서 자신의 새끼들이 꼬치가 된 것처럼, 나라마로(奈良麻呂)의 아이를
꼬치에 꿰어 굴 입구에 세워 보복하였다. 미천한 짐승일지라도 원한을 갚을 수단이 있다. 보
복은 순식간있다.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비심없는 행동을 하면 자비심없는 원수에게

당하고만다. 그후 많은 시일이 지나지 않아, 나라마로(奈良麻呂)는 천황에 미움 받아 칼에 베
어 살해되었다. 그래서 앞서 승려의 눈을 쏜다는 나쁜 짓은 도검으로 처형되는 운명을 나타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이상한 일이다.15)
이 설화에서 여우는 인간으로 변신하여 새끼들의 원한을 갚는 영수靈獸로 등장한다. 물론

日本霊異記)』는 불교설화집이므로 나라마로(奈良麻呂)가 새끼 여우들을 꿰어서 죽

『니혼료이키(

인 일보다 승려의 그림을 그려 그 눈을 활로 쏘았다는 것이 더 큰 죄악이라 말하고 있고, 여
우 또한 미천한 짐승(賎しき畜生)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화에서 불교적 색채를 걷어
내 보면 고대 일본에서는 여우 굴(狐穴)에 관한 오래된 풍습이 존재했었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새끼와 관련된 이야기임을 생각해보면 여우가 새끼를 낳았을 때 음식을 가지고 가서 나무에
꿰어서 굴 입구에 두는 픙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나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
지 않다. 단지 료이키의 이야기를 묘부샤(命婦社)의 여우 굴에 음식을 두는 신앙과 함께 생각
해보면 이나리(稲荷) 신앙이 성립하기 전부터 여우 굴에 사람이 어떠한 신앙이나 목적을 가지
고 방문하는 습관이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이나리(稲荷) 신앙과 여우의 융합에 상당
한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15)

橘朝臣諾樂麻呂は、葛木の王の子なり。強ひて非望を窺ひ、心に国を傾けむことを繋け、逆黨を招集
し、其の便を當頭く。僧の形を畫き作して、的に立て、僧の黒眼を射る術を效ぶ。諸の惡事を好むも、
斯の甚しきに過ぎたるは无し。諾樂麻呂の奴、諾樂山に鷹鳥獦を爲して見れば、其の山に多く狐の子有
り。奴、狐の子を捉へ、木用て串に刺し、其の穴の戸に立つ。奴に嬰兒有り。母の狐、怨を結び、身を
返へて化し、奴の兒の祖母と作り、奴の子を抱き、己が穴の戸に迄り、己が子を串きしが如く、奴の子
を貫きて穴の戸に立てき。賎しき畜生と雖も、怨を報ずるに術有り。現報甚だ近し。慈の心无から不
れ。慈无き行を爲さば、慈无き怨を致さむ。然して後久しくあら不るに、諾樂麻呂、天皇に嫌まれ、利
鋭に誅られき。則ち知る、先の惡行は、利鋭に逢は令め、殺さるる表なることを。斯れも亦奇しき事な
り。

- 254 -

5. 마치며
이상으로 여우에 관한 이미지와 신앙에 관하여 일본의 상대 문헌과 이나리(稲荷) 신앙을 중
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일본 상대문학속의 여우는 여우 자체의 전승이나 설화는 거의 없고 중
국과 한국 즉 대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상서로움의 상징인 흰 여우에 관한 기술과
여우 울음소리를 흉조로 보는 기술만이 전해올 뿐이다. 조정에서 편찬한 역사서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여우를 상서로운 동물로 여겼다고 보여지나 시대가 내려갈수록 여우에 관한 기록은
대륙의 영향을 받은 상서로움을 나타내는 것에서 단지 인간의 거처에 침입하는 귀찮은 짐승으
로 사냥되고 퇴치되는 모습으로 바뀌어감을 알 수 있다. 이 무렵에 한반도에서 건너간 하타
(秦)씨와 깊은 관련이 있는 신사인 이나리샤(稲荷社)가 건립되여 여러 기연으로 인하여 이나리
묘진(稲荷明神)은 조정과 백성의 존중을 받게 되고 정일위(正一位)에 봉해지는 등 이나리신사
(稲荷神社)는 전국으로 퍼져나가 날로 융성해지게 된다. 여우가 이나리(稲荷) 신앙과 융합한
과정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또한 이나리타이샤(稲荷大社)
의 역사가 오래되고 복잡하여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토지(東寺)에
서 전해지는 『이나리류키(稲荷流記)』에 전해지는 영호靈狐담에서 여우와 이나리(稲荷) 신앙의
융합은 상당히 오래전에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고, 또한 후시미이나리타이샤(伏見稲荷大社)
에 전해오는 묘부샤(命婦社)의 여우 굴 이야기와 『니혼료이키(

日本霊異記)』의 전승을 함께 생

각해 보면 이나리(稲荷) 신앙이 성립하기 이전부터 여우 굴에 사람이 어떠한 신앙이나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습관이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고 이나리(稲荷) 신앙과 여우 신앙의 융합
에 상당한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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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1분과)-3 토론]

<동물의 이미지와 신앙에 관한 일고찰-여우를 중심으로>의
토론
배관문(한림대)

홍성목 선생님은 작년에 도쿄대학에서 「태양신론」으로 박사학위논문을 받으셨고, 귀국 후에
는 계속 고대일본의 동물신앙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동물 하나하나에 대해 정리해가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일본에서의 여우의 이미지와 신앙에 관해 조사해주셨습니다.
빨간 도리이와 하얀 여우상으로 상징되는 이나리 신사는 일본 전국에 공식적으로만 3만 곳
이상, 개인이나 기업 등에 모시는 경우까지 더하면 매우 방대한 수에 달합니다. 일본의 신사
문화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나리 신앙이지만, 그 제신이나 역사가 반드시 명확하게 밝혀
진 것은 아닙니다. 단적으로 이나리 신의 사자(使者)인 흰 여우가 이나리 신 그 자체로 오해받
는 일이 일반에 퍼져, 실제로 여우를 신으로 모시는 신사가 생기기도 할 정도입니다.
본 논문은 그러한 이나리 신앙과 깊이 결부되어 있는 일본의 여우 신앙에 대해 해당 문헌을
일일이 찾아서 꼼꼼하게 확인해나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어 논문 발표에 익
숙하지 않은 탓인지 일본어식의 용어나 표기 문제는 좀 더 고민하시고 다듬어야 하겠습니다
만, 조사결과를 잘 살려서 선생님만이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질문은 서론에 약간의 언급이 있었던, 동아시아 설화 속에서 여우
전승담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역시 선행연구는 한
중일 여우의 이미지 비교나 이류혼인담 같은 설화연구가 주류였던 것인지요? 그 또한 여기
동아시아고대학회에 적합한 테마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잠시 부연해주실 수
있는지요. 예컨대 인간에게 여우란 상서로운 동물 내지 초자연적 신적 존재로서의 속성을
갖는 동시에, 액을 초래하거나 퇴치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이미지는
사실 모든 동물의 상징에서 마찬가지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2. 무엇보다 본격적인 일본신화 연구자로서 선생님 연구의 독창성이 드러나는 부분은 신앙과
결부된 동물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라 여겨집니다. 그 차별화를 잘 드러내는 것이 논문
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우와 이나리 신앙이 결합되는 지점을 선생님께서는 결론
적으로 민속학적 원형이라고 할 만한 여우 굴에 대한 어떠한 신앙이 있었고, 그것이 여우
와 이나리 신앙의 융합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치밀한 텍스트
분석으로 얻은 결론의 방향 설정이 본문의 위상과는 좀 다른 것 같아 아쉽습니다. 말씀하
신 대로 이나리 신앙의 길고 복잡한 역사를 쉽고 명쾌하게 결론 내리는 것이 가능할 리 없
고, 그것이 본 논문의 목적도 아니라고 봅니다. 고대부터 거슬러 올라가 정리하신 여우의
이미지가 일본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현대까지 이어지는 이나리 신앙으로 정착되었는지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는 편이 보다 적합한 결론이 아닐까요? 아래의 질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더 생각해볼 만한 사항을 적어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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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이나리 신사에서 주요 제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우카노미타마, 도요우케

비메, 우케모치, 오케쓰히메, 미게쓰 등의 곡령신(혹은 음식의 신)들은 사실상 메이지기의
신불분리 이후 일본신화에 나오는 신들에 기초하여 확정된 것임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의 신불습합 시대에는 이나리 신이 불교의 다키니천에 해당하는 것
으로 인식되었고, 진언종이 포교되는 과정에서 이나리 신앙 역시 전국으로 보급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도지(東寺)를 조영할 때 하타(秦)씨가 이나리야마에서 목재를 제공한
공으로 이나리 신을 수호신으로 모셨다는 전승도 있지만, 진언밀교에서는 구카이(空海)가
이나리 신과 직접 교섭하여 도지의 수호신으로 모셨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이나리 신앙이
농업신에서 상업 전반의 신으로 확대된 것은 중세 이후, 혹은 근세에 들어와 대중적 인기
에 힘입어 크게 유행하면서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연극의 신으로 모셔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 면에서는 이나리 신사의 행사인 하쓰우마마쓰리(初牛祭) 등에
대해 약간의 언급이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나리 신앙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여우의
이미지 변천사에서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중심이 되지는 않더라도 시야
의 확장을 위한 참고 항으로 몇 가지 들었습니다. 적어도 여우와 이나리 신앙의 결합도 선
생님의 논고에 의한다면 고대보다는 중세의 문제로 보이며, 자료 역시 중세 이후에 집중하
시는 편이 보다 적절하리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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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1분과)-4]

『마쿠라노 소시(枕草子)』 에 나타난 별(星)에 대한 연구
- 「별은(hosiwa: 星は)」을 중심으로 -

이상준(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1. 머리말
일월성신(日月星辰)은 인공을 초월한 자연물의 대표적인 것이다. 『마쿠라노 소시(枕草子)』
에 나타난 자연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월성신(日月星辰)을 고찰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마쿠라노 소시』의 일월성신 특히 별은 그 중요성 비해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월성신의 문제도 『마쿠라노 소시』의 본질을 규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연에 관한 고찰이 이루어져 온 것인데, 지금까지의 『마쿠라노 소시』의 자연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동시대의 공통관념과의 대비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많았다. 그렇
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마쿠라노 소시』에 관한 자연론은 자연 그 자체가 묘사의 중심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집중되어 자연을 종류별로 모은 유취적 장단의 「∼는」형 장단에 집중되어 있었
다.
그런데 『마쿠라노 소시』 안에는 일기문문학이나 이야기문학과 같은 다른 가나산문작품(仮
名散文作品)이 그러하듯이 자연이 인사(人事) 속에 포함되어 인사와 얽혀서 표현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마쿠라노 소시』에서도 인사적인 장면속의 자연고찰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다.
헤이안(平安) 시대에 인사와 관련된 자연 표현이 일정하게 유형화되어 있었으며 그 자연에
대한 인식 형성의 틀이 와카(和歌)의 세계 특히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의 발상에 의해 만들
어졌다는 점은 이미 널리 지적되어온 바이다. 즉 당시의 가나산문문학은 그 와카세계의 자연
에 대한 공통관념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다시 그 자연을 각각의 산문세계에 봉사하는 고유의
것으로 재창출해냄으로써 독자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산문작품 속에서 인사와 함께 서술되는
자연이 그 산문작품의 독자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 연유이다. 그래서 본 발
표에서는 『마쿠라노 소시』에 나타난 자연, 일월성신 중에서도 별, 특히 「subaru」라고 하는
별이 공동의 상상력에 뒷받침된 관념적인 규범 안에 있으면서도 어떠한 인사와 관련된 것인지
하는 의문을 풀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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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倭名類聚鈔』의 별(星)
헤이안 시대(平安時代)에 미나모토노 시타고(源順: minamotono sitagou)가 작성한 百科事
典 『倭名類聚鈔』 「天部第一 星宿類第一」에 의하면, 각각의 별을 아래와 같이 일본식으로 읽
고 있다.

그것을 『枕草子』에 등장하는 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별(星)을 「hosi(保之)」, 금성(長庚)1)
을

「yuhudutu(由不豆豆)」,

견우성(牽牛星)을

「hikobosi(比古保之)」,

유성(流星)을

「yobahihosi(與八比保之)」, 묘성(昴星)은 「subaru(須八流)」라고 있고 있다.2)

「星 說文云星萬物精上所生也. 桑經反「和名」保之」
「長庚 兼名苑云太白星一名長庚, 暮見於西方爲長庚此間云. 由不豆豆」
「牽牛 爾雅註云牽牛一名何鼓「和名」比古保之. 又, 以奴加比保之」
「流星 兼名苑云流星一名奔星「和名」與八比保之.」
「昴星 宿耀経云昴音与卯同和名須波流六星火神也.」

3. 『마쿠라노 소시』의 별

1) 장경(長庚)을 금성이나 태백성이라고 한다. 금성(金星)은 해질 무렵이나 해가 진 뒤에 금성이 저녁별
로 보일 때 지칭하는 것으로서, 새벽에 샛별로 보일 때는 태백(太白)이라 일컬음.
2) http://www.littera.waseda.ac.jp/wamyou/doc/Level2/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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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쿠라노 소시』(상칸본: 三卷本)의 제10단과, 제118단 그리고 제254단 등에 별이
등장한다.

① 제10단
七月七日は、くもりくらして、夕方は晴(は)れたる空に、月いとあかく、星の数もみえたる。
② 제153단
名おそろしきもの、あをふち、谷の洞(ほら)。はたいた。鉄(くろがね)。土塊(つちくれ)。雷(いかづち)は
名のみにあらず、いみじうおそろし。はやち。ふそう雲。戈星(ほこぼし)。ひぢかさ雨。あらのら。またよ
ろづに恐(おそ)ろし。らんそう、おほかた恐ろし。
③ 제254단
星はすばる。ひこぼし。ゆふつつ。よばひ星、すこしをかし。尾だになからましかば、まいて。

상기의 「hokobosi」라고 하는 과성(戈星)은 혜성의 혜성(彗星)의 속어(속어)로, 『화명류취초
(和名類聚抄)』에서 「hahakibosi」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세이 쇼나곤(淸少納言)이
별에 관한 지식이 『화명류취초(和名類聚抄)』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subar

u」라고 하는 좀생이별은 황소자리에 있는 산개성단(散開星団)으로, 별의 무리가 육안
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묘성(昴星)이다. 「hikobosi」라고 하는 별은 견우
직녀전설(七夕伝説)로 유명한 견우성(彦星)이다. 「yuhututu」는 태백성(宵の明星)인 금
성(金星)이고, 「yobaihosi」는 유성(流れ星)을 말한다. 특히 제254단과 같은 나열에는
어떤 스토리가 담겨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과성(ほこぼし)」
『마쿠라노 소시』153단에는 「이름이 무서운 것(名おそろしきもの)」로서의 「hokobosi」라고
하는 과성(桙星・戈星)이 나와 있다. 이 별은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日本紀略』(天慶十年: 九四七)「五月二七日発丑、此夜怪星西方に見はる。俗人矛星と号す。」
『貞信公記抄』(天暦弍年: 九四八)「正月十九日、坤の方に長さ七尺許物見はる。旧式に云はく、戈星也」
『日本紀略』(天慶十一年:

九五七)「二月二日庚申、今夜戌の刻、白雲の如き者、長さ一弍丈、広さ弍三

寸、天に見はる。世之を桙星と謂う。」

이것은 분명한 혜성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마쿠라노 소시』의 주석(注釋)에서 「ほこぼ
し」를 북두의 제7성 파군성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이다. 이 기술에도 보여 지는 것
처럼 당시의 속어(俗語)에서는 혜성을 「ほこぼし（戈星・桙星）」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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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은 그 둥글고 뾰족한 머리와 길게 끌리는 꼬리를 합치면 틀림없이 戈(桙) 모양으로 보인
다. 또한 세이 쇼나곤이 출사해 있었을 때의 혜성으로서 다음의 기술이 있다.

『日本紀略』(永延三年: 九八九)「六月一日庚戌、其日彗星東西の天に見はる。七月中旬、連夜
彗星東西の天に見はる。」（諸道勘文は、「長さ五尺許。」とする）
『諸道勘文』(長徳四年: 九九八) 「五月二六日丙戌、寅時彗星東方に見はる。長さ四尺許。」

이것에 근거하면, 상당히 큰 혜성이었기에 「ほこぼし」의 이름뿐 아니라 실제의 「ほこぼし」
다시 말해 혜성을 세이 쇼나곤이 보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겠다. 그것을 보았다고 하는
묘사가 없는 것은 혜성은 이름이 「ほこぼし」로서 무서울 뿐만 아니라, 불길한 별이 되어져 있
었기 때문에, 묘사를 피했다고 추측되지 않을까 한다.
「ほこぼし」는 뒤에 설명한 것처럼, 彗星(혜성)의 속어이고, 和名類聚抄에서는 彗星을 「ははき
ぼし」라고 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 이것은 세이쇼나곤의 별에 대한 지식이 和名類聚抄에서
만 온 것이 아닌 것을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을 덧붙여 설명하면, 세이 쇼나곤이 예를 든 「すばる・ひこぼし・ゆふつつ」도 실제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겠다. 물론, 『마쿠라노 소시』에 표현된 풍물은, 전해들은 것뿐이고 실제로
는 보지 않은 것도 적지 않다. 단, 앵무새처럼 사람의 말의 흉내낸다고 하는 풍문이고, 궁중에
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와, 지방의 우타마쿠라(歌枕)처럼 세이 쇼나곤이 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물·풍토 등과 달리, 별은, 헤이안쿄의 어느 곳에서도 장소를 불문하고 보는 것이
가능한 존재였다. 첫 번째 별로서 초저녁 밤의 서쪽 하늘에 반짝이는 「ゆふつつ(宵の名星)」와
겨울의 밤하늘에서 별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 하나로 정리되어 보이는 묘성(昴星) 등은, 당시의
어둡고 맑은 밤하늘에서는 눈에 잘 띄었던 것으로, 천문관측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
으로 누구라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기에서, 이하, 각 별의 검토를 하고자 한다.

2) 「금성(ゆふつつ)」
「ゆふつつ」는 이전부터 일본인에게 친숙한 별이었다. 예를 들면, 『만엽집(万葉集)』에도 등
장하는 별이다. 『만엽집』에는 저녁 별(夕星: ゆふつつ)인 금성(金星)이 네 번, 새벽 별인 명성
(明星: あかほし)이 한 번 등장한다. 이 점에 의해서도, 「あかほし」라고 하는 새벽녘의 명성
(明星)보다도, 해질녘 서쪽하늘에 떠있는 「ゆふつつ」라고 하는 금성 쪽에 보다 친근감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성을 표현할 때, 「あかほし」가 아니고, 「ゆふつつ」쪽을 예로 든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헤이안 귀족에게 있어서는, 해질녘에
볼 수 있는 「ゆふつつ」쪽이 새벽녘에 볼 수 있는 「あかほし」보다도, 훨씬 관심이 높은 존재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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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남자가 여자를 찾아가는 쯔마도이콘(妻問婚)시대에 서
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이의 남녀가 만나는 시간, 세이 쇼나곤과 같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남
성의 방문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저녁때(夕べ)」이기 때문이다.
「ゆふつつ」는 『만엽집』야마노 우에노 오크라(山上憶良)의 노래(05/0904歌)에서도 해질녘이
남편이 찾아오는 시간으로 되어있었던 것이다. 결국, 견우성 뒤에 「ゆふつつ」가 나온 것은 견
우성이 찾아오는 시간이 「ゆふつつ」가 나오는 시간과 겹치게 된다고 하는 시간적 연상이 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세이 쇼나곤도, 헤이안쿄의 서쪽에 나온「ゆふつつ」즉 「금
성」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남성의 방문으로 가슴이 설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3) 견우성(彦星)
견우성은 『만엽집』의 칠석가(七夕歌)에 등장하는 별이다. 칠석전설은 견우성과 직녀의 만남
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나 세이 쇼나곤은 『마쿠라노 소시』에서는 「견우성」만을 이야기
하고 있다. 견우성만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여성인 세이 쇼나곤의 관심이 「직녀
성」보다도 「견우성」쪽에 강했기 때문은 아닐까 한다. 더구나 세이 쇼나곤의 시대는 쯔마도이
콘으로 여성은 남성의 방문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견우의 방문을 기다리는 직녀
의 마음과 겹치는 부분이 된다. 그 때문에 세이 쇼나곤의 남성에 대한 관심이「직녀성」만 이야
기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결국, 견우는 직녀라고 하는 여성과 만나는 존재, 여성의 입장에
서 본다면, 애타게 기다리는 남성과 견우성이 서로 겹쳐지는 존재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
다.
『마쿠라노 소시』제10단에 의하면, 세이 쇼나곤 자신도 실제의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
보았을 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칠석의 날은 아침부터 흐리는 일이 많고, 별이
보일까 초조히 기다리고 있을 때, 해질녘이 되어서 날이 개고, 7일의 달도 칠석의 두 개의 별
도 뚜렷이 보여서 기막히다고 하는 한 구절이다. 이것은 즉, 해질녘 개일지 어떨지 애타게 생
각하는 편이 몹시 기다려서, 마찬가지로, 해질녘 개였을 때의 기쁨이 크고 좋다는 의미로 해
석해야 될 것이다. 결국, 이처럼 칠석 두 개의 별은 기다려졌던 것이고, 당연히 실제의 견우와
직녀를 바라봤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4) 「유성(よばひ星)」
「yobaihosi(よばひ星)」는 유성(流星)의 다른 이름이다. 「尾だになからましかば」의「꼬리(尾)」
는 혜성(彗星)의 꼬리가 틀림없지 않을까 하는 주석서도 있다. 그러나 혜성은 「ほこぼし」로서
제153단에 나와 있고, 流星도 꼬리가 달린 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이 쇼나곤이 유성의
꼬리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을 것이다. 결국, 이 주변은 책등에 의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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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고 세이 쇼나곤이 실제의 유성을 본 경험을 기초로 한 기술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마쿠라노 소시』에서 주목되는 것이 언어 유희적 감상이다. 연상적 표현의 많음을 萩
谷氏 등이 지적하고 있다. 이 별의 단에서도, 단어의 연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하고 생
각한다.
이 제254단에서는 별은, すばる・ひこぼし・ゆふつつ・よばひ星의 순으로 나와 있다. 이것
을 연상으로 연결하면, 별은 「すばる」(集まる) 안에서, 「彦星」는 「ゆふつつ」가 나오는 해질녘
이 되면, 여성에게 「よばふ3)」（밤마다 몰래 찾아와 구애한다) 별이 된다고 말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よばひ星」는 순식간에 번쩍거리며 빛났다고 생각하면 모습을 숨겨버리는 유성의
모습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여성이 있는 곳에 오가는 남성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는
것에서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5) 「좀생이별(すばる)」
세이 쇼나곤이 『마쿠라노 소시』에서 별을 묘사했을 때에 『화명류취초』를 참고한 것은 아닐
까 하는 설도 있다. 그러나, 『화명류취초』에서 「좀생이별」는 뒷부분에 나오지만, 『마쿠라노 소
시』에서는 제일 앞부분에 등장한다. 이 의미는 다른 것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이 쇼나곤이 「すばる」라고 하는 「좀생이별(昴星)」에 특별히 주
목을 기울였던 것은 아닐까 한다. 「좀생이별」은 별이 다수 모여 있는 것이 육안으로 보이는
특별한 존재이다. 그 때문에 「좀생이별」는 옛날부터 주목받아 왔다. 일본의 신화에서는 하늘
의 길이 여덟 갈래로 갈라진 곳과 하늘의 이와토(石屋戸)에 어울릴 것 이라는 것도 이미 지적
했다. 「우라시마(浦島)전설」에서도 「좀생이별」의 위치는 천상계(天上界)로의 출입구가 되어 있
었다. 그러나 선학들은 세이 쇼나곤의 경우는 신화적으로 주목했다고는 별로 생각할 수 없다4)
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별을 보고 그 별이 모인 상태의 재미와 아름다움에 감동했다고 생
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이 별의 상징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
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좀생이별(昴星)」리라고 하는 단어의 관심
이다. 세이 쇼나곤은 대단히 뛰어난 언어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어가 만들어 내는 인
상 등에 매우 민감했다. 「좀생이별」인 「すばる」에 대해서도,「すばる」(한곳에 모임)라고 하는
단어의 재미에 주목 한 것이 큰 이유의 하나가 아닐까하고 생각 되어지는 것이다. 물론, 그것
이 실제의 「좀생이별」의 인상과 대단히 잘 들어맞는 것에서의 감동이 있었다고 간주하는 것도

3) 夜ばい：옛날에 남자가 밤에 연인의 침소에 잠입하는 풍습.
4) 勝*隆「枕草子」の星

- 263 -

성립될 수 있겠다.
이 「좀생이별」과 「스바루(subaru)」로 불리는 플레이아데스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전관수는
『주몽신화의 고대 천문학적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조선조의 유몽인(1559~1623)의 『어우야담』(안상현, 같은 책, 225쪽 재인용)에 보아도 “옛날 우리나라에
서는 정월 대보름날 달을 보고 그 해의 농사가 잘 될지 못 될지를 점을 쳤다. 달이 좀생이별보다 북쪽에
치우쳐 있으면 산골에 풍년이 들고, 달이 묘성보다 남쪽에 있으면 바닷가에 풍년이 든다고 여겼다. 달빛
의 색깔로도 점을 쳤는데, 달빛이 붉으면 가뭄이 들까 걱정했고, 달빛의 색깔이 하야면 장마가 들까 걱
정했다. 달이 크고 짙은 노란빛이면 큰 풍년이 들 것으로 보았다.”고 했다. 여기서 좀생이별은 플레이아
데스를 말하고, 중국 별자리에서 묘성(昴星)이라고 한다. 유몽인이 살던 시대(지금의 밤하늘과 크게 다르
지 않다) 정월 대 보름날 저녁 플레이아데스를 보면, 서족 지평선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이미 관측
시간과 관측방향을 가지고 별을 보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좀생이별 보기는 그저 정월
대보름날에 행해지는 하나의 풍습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보름달과 플레이아데스를 일치시킴으로써 플레
이아데스가 갖고 있는 풍요와의 관련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다. (중략) 또 옛날 바이킹들은 플
레이아데스를 가리켜 병아리를 몰고 다니는 암탉이라고 했고, 일본에서는 스바루(subaru すばる)로 부르
면서 거북이로 보고, (중략) 병아리를 몰고 다니는 암탉으로 보는 것은 아마도 7개 별로 이루어진 플레이
아데스의 전체 모양에서 취한 듯학다. 거북이로 보거나 둑중개로 보는 것은 플레이아데스의 전체 모양에
서 취한 듯하다. 닭이든 거북이든 둑중개이든 모두 알을 낳는다는 점에서 플레이아데스에 담긴 풍요나
다산(多産)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5)

상기의 설명에 의하면, 점생이별이나 스바루(subaru)로 불리는 플레이아데스는 풍요나 다산
을 상징하는 별인 것이다.
이 좀생이별 안에는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나 여인과 관련된 별이 많다.
예로부터 음(陰)은 여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였다. 그래서 이 묘수에는 태음의 정수에 해당
하는 달별, 그리고 역시 음을 나타내는 천음 별자리가 있으며, 여인의 길흉 별자리인 천아(天
鵝: 백조)가 있다. 대체로 여인의 삶에 나타나는 재앙과 복을 주관하는 별들이다. 또 묘수에는
하늘 동물원도 있다. 말로써 일어나는 문제와 여인들 삶의 희로애락을 주관하는 천신들이 가
끔은 동물원을 바라보며 머리를 식히기도 했을 것이다. 천원은 하늘 동물원 별자리이고, 그
동물원 안에서 키우는 짐승들에게는 여물 별자리인 추고를 먹였을 것이다. 그리고 동물원 안
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면 숫돌 별자리에 낫이나 칼을 갈아 풀을 베고 정원을 관리했을 것이
다.
묘수는 황도 12궁에서는 황소자리에 해당하는 별이며, 서방 백호의 등에 해당하는 별이기도
하다. 이것을 서양에서는 「플레이아데스 성단(星団)」이라고 했다.
이십팔수(二十八宿)의 열여덟째 별자리(星座)의 별들을 「묘수」라고 하기도 하고, 「육연성
(六連星: むつらぼし)」이나 「우자판성(羽子板星)」이라고도 했다. 일본에서 플레아데스 성단을
「subaru: すばる(昴)」라고도 한다. 원래는 「하나에 모여 있다」고 하는 의미의 「sumaru(すま

5) 전관수 『주몽신화의 고대 천문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년.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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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에서부터 음변(音変)하여 「subaru(統ばる)」로 부른다고 한다. 「subaru(統ばる)」 또는
「sumaru(すまる)」라고 하는 말은 원래 타동사 「suberu(統べる)」에 対한 자동사 형(形)이고,
「통일되었다.」「하나로 모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슬 장식(玉飾)을 실(糸)로
통합한 것을 『만요슈(万葉集)』에서 「sumarunotama(須売流玉: すまるのたま)」, 『日本紀竟宴
和歌』에서 「subarunotama(儒波窶玉: すばるのたま)」 등으로 불렸던 것과 똑같은 용법이다.
결국, 『마쿠라노 소시』의 별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천문학에 대한 지식과 생활풍습과 신
화와 전설 등에 전하는 별의 상징성까지 이해한 저자가 의도적으로 별을 나열하여 하나의 스
토리를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고, 여성의 삶에 나타나는 재앙
과 복을 주관하는 별인 좀생이별을 모두에 두고, 그 별들이 모여 있듯이, 당시 결혼과 연애
풍속에 기인하여 여성의 이상인 자신을 중심으로 남성이 찾아와 단란한 가정을 꾸미기를 바라
는 여성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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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1분과)-4 토론]

‘『마쿠라노 소시(枕草子)』 에 나타난 별(星)에 대한 연구’의
토론
남이숙(군산대)

『마쿠라노소시(枕草子)』 본문에 나와 있는 예문을 보니 별을 제재로 한 묘사나 내용은
정말 빈약하다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시가도 칠석 노래를 제외하면 별을 소재로 한 경우는
매우 적다고 여겨집니다. 이것만으로 9페이지나 되는 논의를 이끌어내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자께서 『마쿠라노소시(枕草子)』를 중심으로 전개하신 논지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
습니다만 좀 더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사 대상 작품의 범위를 넓혀 다음과 같
은 점을 아울러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발표자께서 헤이안 문학의 특징이 사람의 감정과 자연의 모습이 합치되는 정경묘사의 일
치, 즉 인사와 관련된 자연묘사가 많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쿠라노소시(枕草子)』
에서는 그런 묘사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엽집 내지는 고킨와카슈 등의 칙찬집,
4500여수의 노래를 비슷한 제목으로 분류한 類題가집인 『고키와카로쿠죠(古今和歌六帖
집)』등을 보면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전공한 이즈미시키부 가집이나 일기만을 기준으로 생각해봐도 견우와 직녀성이 만나
는 칠석날을 소재로 한 노래가 제법 있어 칙찬집뿐만이 아니라 개인가집인 『私家集』를 검
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일본에 그런 자료가 부족하다면 한시와 비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와카가 정착되
기 이전 우리나라를 통해 한시문의 세례를 받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한시와 일본문학
속의 별의 이미지와 상징이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그것에 관해 규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발표자께서도 좀생이별에 관해선 민속학적인 연구법으로 접근하고 계십니다만, 당
시 헤이안 일본인들은 좀생이별 이외의 다른 별자리를 어떤 식으로 관찰하고 생활에 이용했
는지 하는 점에 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조사해 언급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융합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잘 정리하면 흥미로운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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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1분과)-5]

韓國漢字音 咸․深攝韻의 母胎별 層位에 대하여
-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中心으로崔智淳(東國大學校)

序論
韓國漢字音의 母胎에 대해서는 満田新造(1926)의 南北混合說, 有坂秀世(1936)의 宋代開封音
說, Karlgren(1954)의 隋․唐初 北方音說 이래, 河野六郞(1968)의 唐代長安音說, 朴炳采(1971)
의 切韻音說, 辛容泰(1982)의 南北朝期江南․江東音說, 최희수(1996)의 上古音說, 李京哲
(2002a, 2002b, 2003b)의 南北朝音․切韻音혼합설 등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李京哲(2012a,
2012b, 2012c, 2012d, 2013a)에서는 사항별로 韓國漢字音의 主層이 秦音 이전의 층을 母胎
로 하고 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학계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河野六郞
(1968)의 唐代長安音說을 따르고 있으며, 최근의 權仁澣(1997, 2006), 伊藤智ゆき(2002), 金武
林(2006, 2007, 2012a, 2012b), 權赫埈(2009), 李準煥(2011a, 2011b) 역시 唐代 이후로 보고
있어, 韓國漢字音의 母胎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논할 필요가 있다.
이에 李京哲・崔智淳(2013, 2014a, 2014b, 2014c)에서는 中古漢語의 16攝 중 曾攝韻, 遇
攝韻, 通攝韻, 蟹攝韻의 母胎層에 대해서 日本 漢字音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韓國
漢字音의 主層이 秦音 이전의 층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咸․
深攝韻의 韓國漢字音의 母胎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韓國漢字音의 母胎를 논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단순하게 한 시기로 분류했던 中古音을 5세기의 南
北朝音, 7세기의 切韻音, 8세기의 秦音으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 이 세 시기의 音韻變化가 韓國漢字
音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韓國漢字音의 母胎를 규명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母胎의 판별에서 南北朝音은 A, 切韻音은 B, 秦音은 C로 表記한다. 더불어 두 層 이상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느 한 쪽의 비중이 클 경우에는 비중이 큰 쪽을 대문자로, 비중이
작은 쪽을 소문자로 표기한다. 또한 두 層 이상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이를 병기한다.
韓國漢字音과 日本漢字音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조하였다.
韓國漢字音: 新增類合, 訓蒙字會, 千字文, 六祖, 眞言․三檀, 飜譯, 小學, 論語, 孟子,
大學, 中庸, 孝經1)
吳音: 法華經音義, 大般若波羅蜜多經, 新譯華嚴經, 光明眞言土沙勸信記, 承曆音義,
類聚名義抄2)

1) 河野六郎(1979b)․李京哲(2003a)․伊藤智ゆき(2007)의 分韻表와 權仁澣(2009)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六祖는 『六祖法寶壇經諺解』, 眞言․三檀은 『眞言勸供․三檀施食文諺解』, 飜譯은 『飜譯小說』,
小學은 『小學諺解』, 論語는 『論語諺解』, 孟子는 『孟子諺解』, 大學은 『大學諺解』, 中庸은
『中庸諺解』, 孝經은 『孝經諺解』를 약칭하였다.
2)『法華經音義』은 小倉肇(1995), 『大般若般若波羅蜜多經』은 金正彬(2007), 『新譯華嚴經』은 榎木久
薫(1989), 『光明眞言土沙勸信記』은 榎木久薫(1989), 『承曆音義』는 小倉肇(1979), 『類聚名義抄』
는 沼本克明(1995)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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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音: 蒙求, 群書治要, 大慈恩寺三藏法師傳, 本朝文粋, 佛母大孔雀明王經,
文鏡秘府論3)

本論
1. 咸攝 1等韻
1.1. 覃韻․談韻 開口1等
<表1> 開口1等 覃韻의 韓國漢字音

字音

-am/p
-ɐm/p

해당례
母胎
h
감感紺합蛤鴿閤(見k)/감坎堪함龕(溪k )/암庵暗諳闇 菴압罨(影ʔ)/
감減憾감․함撼함函含頷涵합合(匣ɦ)/담湛답答탐耽(端t)/탐探貪탑
漯嚃답踏全沓錔(透th)/담覃潭藫蟫壜示覃黮(定d>th)/남男南楠납衲納(泥 C
n>nd)/남嵐람婪(來l)/잠揝잡匝咂(精ts)/참參慘(淸tsh)/잡雜(從dz>s)
/삽扱참糝(心s)
蠶(從dz>s)/蔘(心s)
AB

<表2> 開口1等 談韻의 韓國漢字音

字音

-am/p

해당례
母胎
감甘泔柑敢(見k)/감坩瞰합榼(溪kh)/함曉(曉h)/감酣합闔盍(匣ɦ)/담
擔膽紞(端t)搭담毯菼탑塔塌단坍(透th)/담淡痰談澹噉口炎(定d>th)/남 abC
嵐남․람藍람婪濫籃襤覽攬爦纜납臘랍蠟鑞(來l)/잠暫참慙(從dz>s)/
삼三삽靸天韭支(心s)

<表3> 覃․談韻開1-中古音의 변화 및 韓日漢字音 反映 比較表

韻

南北朝音

切韻音

覃開1

-ʌm/p

-ʌm/p

談開1

-ɑm/p

-ɑm/p

秦音
-ɑm/b

吳音
-am/ɸ
-om/ɸ
-am/ɸ

漢音
-am/ɸ

韓國漢字音
-am/p
-ɐm/p
-am/p

覃韻 開口1等은 韓國漢字音에서 주로 -am/-ap형으로 나타나며, -ɐm/형이 약간 혼재하고
있다. 日本 漢音은 -am/-aɸ형으로 나타나며, 吳音도 주로 -am/-aɸ형으로 나타나지만,
-om/-oɸ형이 일부 혼재하고 있다. 日本 漢音에서는 覃韻 開口1等의 主母音을 a로 반영하고
있지만, 吳音에서는 主母音을 a 이외에 o로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覃韻 開口1等의 主母音
ʌ는 中位後舌母音이기 때문에 吳音에서는 a로도 o로도 代替하여 수용한 것이다.
談韻 開口1等은 韓國漢字音에서 -am/-ap형으로 나타난다. 日本 漢音도 -am/-aɸ형으로
나타나며, 吳音도 주로 -am/-aɸ형으로 반영되었다. 開口1等 覃․談韻은 秦音에서 합류하지만,
이미 南北朝音부터 1等 重韻은 상통하는 경향이 있었다.
開口1等 重韻인 覃․談韻은 1等 重韻의 ʌ와 ɑ4)의 대립으로 再構할 수 있다. 南北朝音・切

3) 蒙求,『群書治要』,『大慈恩寺三藏法師傳』,『本朝文粋』는 佐々木勇(2009)의 資料編에 실린 分韻
表를, 『佛母大孔雀明王經』은 李京哲(2005), 文鏡秘府論은 柏谷嘉弘(1965)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 268 -

韻音을 통해 유지된 1等 重韻은 後舌母音으로 低位 ɑ와 中位 ʌ의 대립관계에 있다. 韓國漢
字音은 1等 重韻과 2等 重韻을 低位母音과 中位母音으로만 구별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어의
底中位母音에 前舌과 後舌의 구별이 없기 때문이다. 1等 重韻과 2等 重韻은 각각 切韻音까지
그 구별을 유지하다가 秦音 前期에 1等韻은 1等韻끼리 2等韻은 2等韻끼리 합류하였으며, 秦
音 後期에는 1等韻과 2等韻도 합류하였다.
覃韻 開口1等은 韓國漢字音에서 談韻과 같은 -am/-ap형으로 반영되었다. 즉 韓國語에서
는 低位母音은 /아a/로, 中位母音은 /ɐ/로 변별하여 수용했기 때문에, 覃韻 開口1等의
-am/-ap형은 秦音의 -ɑm/ -ɑp을 수용한 결과로 韓國漢字音 -am/-ap형은 秦音을 母胎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韓國漢字音이 -ɐm형으로 반영된 것에 대한 학자들의 異論을 살펴보면, 朴炳采
(1971:140)․최희수(1996:222)․李潤東(1997:160)․李準煥(2011:275)은 古層의 반영으로 보았다. 朴
炳采(1971:140)는 覃韻의 [蠶/蔘]의 반영에 대하여 談韻의 -am형과 대립되는 변별형이
며, 다른 -am형보다 古層 즉 隋․唐 이전의 上古音의 체계를 반영한다고 해석하였다5). 李潤東
(1997:160)도 上古音에 대해 董同龢는 [A/ə̂̂], 王力과 李芳桂는 [ə]로 재구한 것에 근거를 두
어 覃韻이 아직 [əm]단계였을 때의 音인 上古音의 흔적이라고 해석하였다6). 河野六郎
(1979a:446)은 -ɐm형의 반영인 [蠶]에 대하여 李潤東(1997:160)의 論과 동일한데, 「韓國漢字音
의 ‘ㆍ’가 종종 중국음의 ‘ə’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보면 [蠶]은 覃韻이 아직 ‘-əm’의 단계였을 무
렵의 음을 적은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ɐm형을 -am형(b층)보다 앞선 a층에 두고 있다. 최희수
(1996:222)도 -ɐ형은 中古이전의 漢語音과 대응된다고 하였으며7), 李準煥(2011:275)은 覃韻의
核母音을 고려할 때 古音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伊藤智ゆき(2002)는 [蠶]에 대하여 두 가지 해석을 하였는데, 먼저「韓國漢字音의 기
원이 된 중국어에서는 蟹攝 1等 重韻인 咍韻과 泰韻 開口가 원칙적으로 구별되고 있었으며, 覃韻과
談韻 역시 체계상으로는 구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며 河野六郎(1979a:446)의 의견에 반
박하였다. 즉 [蠶]의 반영이 覃韻과 談韻의 구별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른 시기의 한자음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蠶]은 莊母 侵韻인 [簪]등 朁聲字에 유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하였다.
한편 [蔘]에 대하여 李敦柱(1990:20)는 心母 覃韻을 반영한 正音이라고 하였는데, 伊藤智ゆき
(2002)는 [蔘]이 生母 侵韻인 [參]에 유추된 것으로 보이지만 현대 북경 방언의 [蔘]이 sɑ̌
n/shēn으로도 읽힌다는 점에서 「韓國漢字音의 기원이 된 중국어에서도 [蔘]에 生母 侵韻의 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覃韻 開口1等에서 韓國漢字音을 -ɐm형으로 수용
한 것은 ʌ가 ɑ로 합류하기 전인 秦音 이전의 반영으로 보여진다.

4) 中古音 1等의 ɑ는 低位後舌母音으로, 韓國語에 低位後舌母音 ɑ와 低位前舌母音 a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韓國漢字音에서는 /아a/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談韻은 韓國漢字音에서 中古音의 어
느 시대음을 반영하더라도 主母音을 /아a/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吳音과 漢音의 경우도
低位後舌母音 ɑ는 대부분 /アa/로 반영하고 있다.
5) 朴炳采(1971:140)에서는 Kargren(1954)의 上古音의 추정(覃-əm/-əp/談-âm/âp)에 근거를 두어, 韓國
漢字音에서 「ə>, -ɐ/-â>아-a의 음운대치는 解攝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 日本 吳音이 韓國漢字音처럼 이 1等 重韻을 구별하였다고 하는 견해이다.
6) 李潤東(1997:160)에서는 韓國漢字音에서 -ɐ형으로 반영된 것은 「-ɐ가 주로 中古音 ə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7) 覃部에 ɐ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覃部가 古代에는 조선한자음에서 ɐ로 발음되던 것은 漢語
의 中古音의 영향을 받고 다른 한 편으로는 조선어에서 ɐ>ɑ의 변화로 하여 ɑ로 되었다. 그러므로
覃部의 조선한자음 ɑ는 漢語의 中古音과 대응되고, ɐ는 中古이전의 漢語音과 대응된다」고 추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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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口1等 重韻인 覃․談韻은 주된 반영이 모두 -am/-ap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예를 들어
蟹攝 1等 重韻인 咍韻과 泰韻 開口가 원칙적으로 구별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開
口1等 重韻인 談韻의 -am/-ap형은 1等 重韻이 합류한 秦音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

2. 咸攝 2等韻
2.1. 銜韻․咸韻 開口2等
<表4> 銜韻 開口2等의 韓國漢字音

字音
-am/p

해당례
母胎
감監鑑갑甲胛(見k)/감嵌(溪kh)/암巖(疑ŋ)/압壓鴨押(影ʔ
)함全函銜陷餡檻艦합柙갑匣압狎(匣ɦ)/참懺儳(初tʃh)/삼衫 B
釤삽翣(山ʃ)

<表5> 咸韻 開口2等의 韓國漢字音

字音
-am/p
-jəm/p
-ïm/p
기타

해당례
母胎
감減함緘(見k)/암黯(影ʔ)/함咸鹹陷醎餡(匣ɦ)/참站잡箚(
知ṭ)/담賺(澄ḍ>ṭh)/참斬讒(莊tʃ)/삽揷鍤(初tʃh)/참饞잡 C
煠牐(牀dƷ)/삼杉삽箑歃(審ɕ)
협夾裌(見k)/겹掐(溪kh)/협狹(匣ɦ)
A
금妗(曉h)/흠․흡洽(匣ɦ)
A
讒(牀dƷ)

<表6> 銜․咸韻開2-中古音의 변화 및 韓日漢字音 反映 比較表

韻
銜開2

南北朝音 切韻音
-am/p -am/p

咸開2

-ɐm/p

-ɐm/p

秦音

-ɑm/b

吳音
-am/ɸ
-em/ɸ
-am/ɸ
-em/ɸ

漢音
-am/ɸ

東音
-am/p
-am/p
-jəm/p
-ïm/p

銜韻 開口2等은 韓國漢字音에서 -am/-ap형으로 나타난다. 日本 漢音도 -am/-aɸ형으로
반영되어 韓國漢字音과 같은 반영을 보인다. 咸韻 開口2等은 韓國漢字音에서 -am/-ap형으
로 나타나지만, -jəm/-jəp형․-ïm/-ïp형이 약간 혼재하고 있다. 日本 漢音은 -am/-aɸ형으로
나타나며, 吳音은 -am/-aɸ형 이외에 -em/-eɸ형이 혼재하고 있다. 따라서 日本語에서는 銜․
咸韻의 -em/-ep형과 같은 2等字의 字音形을 통해 前舌的인 a를 ア段音보다는 エ段音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中古音 2等 重韻은 a와 ɐ의 대응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中古音 2等의 a는 低位前舌母音
으로, 韓國語에는 低位母音에 前舌 a와 後舌 ɑ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韓國漢字音에서는 /아
a/로 代替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銜韻은 韓國漢字音에서 中古音의 어느 시대음을 반영하더
라도 主母音을 /아a/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主母音을 /아a/로 반영한 것에 대한 母胎의
판별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韓國語에 低位母音과 中位母音의 구별이 있는 체계에서 銜韻 開
口2等의 主母音을 /아a/로 수용하여 -am/-ap형으로 반영된 것은 2等 重韻의 구별이 있던
切韻音까지의 반영일 가능성도 있지만, 開口1等과 동일하게 重韻이 합류한 秦音을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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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咸韻 開口2等에서 韓國漢字音이 直音으로 반영된 점에 대하여, 朴炳采(1971:141)는 希韻을
제외한 다른 모든 2等 開口音이 直音으로 반영된 것은 「中古 漢語의 본질적인 直音을 보존하
고 있다는 면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이라고 설명하였다8). 그 이유에 대하여 銜․咸․希韻 외에
같은 前舌母音系인 2等 開口韻으로는 麻․皆․佳․山․刪韻 등이 있는데, 韓國漢字音의 반영은 모
두가

銜․咸韻과

같은

直音이다.

그러나

近代

중국방언에서는

모두

拗音化되어

-ia/-iɛ/-ie/-io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9)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咸韻 開口2等 韓國漢字音 -am/-ap형은 2等 重韻이 합류한 秦音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jəm/-jəp형의 반영인 [협夾裌(見k)/겹掐(溪kh)/협狹(匣ɦ)]에 대하여 살펴보면, 河
野六郎(1979a:436-450)10)는 두 가지 가능성을 두었는데, 類推音이거나 日本 吳音과 동일한 반영
으로 해석하였고, 朴炳采(1971:32)11)는 類推音으로 보았다. 그러나 伊藤智ゆき(2002)는 베트남
한자음을 예를 들어 河野六郎(1979a:436-450)의 논을 반박했다. 베트남 한자음에서 [狹협]과 [掐겹]
에 添韻･鹽韻과 동일한 대응을 보이는 字가 있는 것과 같이 韓國漢字音에도 添韻과 鹽韻의 발음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최희수(1996:227)에서는 王力(1982)이 추정한 上古音 ea나 李芳桂(1980)가 추정한 rə의 삽
입음 e나 r이 i로 변하면서 iə로 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李潤東(1997:162)도 -jəm/-jəp형의
반영은「漢語 上古音에서 中古音으로의 변화과정의 음」이라고 보았다.
예외자인 -ïm/-ïp형에 대하여 伊藤智ゆき(2002)는 베트남 한자음에서 咸韻인 [洽흡]과 覃韻인
[合합]이 예외적 한자음인 [həp/họ’p]으로 나타나는 것에 근거를 두어 「이 두 字가 侵韻과 유사한
어떤 약화된 主母音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韓國漢字音의 [洽흡] 역시 이러
한 베트남 한자음을 모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韓國漢字音에서의 -jəm/-jəp형과 -ïm/-ïp형은 前舌性을 반영하였으며 吳音과 유사
한 반영으로, 秦音이전의 층을 母胎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3. 咸攝 3等韻
3.1. 嚴韻 開口3等․凡韻 開合3等․鹽韻 開口3等을류․鹽韻 開口3等갑류
<表7> 嚴韻 開口3等의 韓國漢字音

字音
-əm/p

해당례
母胎
검劍겁劫(見k)/겁怯(溪kh)/엄嚴儼釅업業(疑ŋ)/엄醃(影ʔ)/ AB
험險(曉h)

8) 『四聲通解』의 중국음 주음에서 이들 2等 開口音이 모두 拗音으로 되어 있는 것에 근거를 둔 것
이다.
9) Kargren(1954)은 이들의 실질 음가를 麻-ia 希-iau 皆-iai 咸-iam 銜-iām 山-ian 刪-iān으로 하였
다. 朴炳采는 이러한 Kargren의 再構音에 근거를 두어 開口 2等은 前舌母音 -a/-ǎ가 口蓋音化하려
는 경향에서 拗音的요소 i를 胚脫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韓國漢字音의 반영에서 希韻이 拗音인
-jo형으로 반영된 것은 前舌母音이 갖는 口蓋的요소의 반영이라고 해석하였다.
10) 見母 添韻인 [頰/鋏/筴협]과 匣母 添韻인 [俠/挾협] 등에 대한 類推形으로 보았다. 다른 해석으로
「咸攝 2等이 ‘-ㅕ’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蟹攝 2등의 ‘-ㅖ’와 마찬가지로 日本 吳音의
‘-エ’와 공통된 현상」이라고 했다.
11) [狹협]의 類推音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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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ïm/p
-jəm/p

흠欠(溪kh)/흠杴(曉h)
겹跲(群g>kh)/협脅脇(曉h)

AB
C

<表8> 凡韻 開合3等의 韓國漢字音

字音
-əm/p
기타

해당례
母胎
법法(幫p)/범氾汎(敷fh)/범凡帆犯範(竝b)/범梵范(奉v>fh) AB
핍乏(竝b)

<表9> 鹽韻 開口3等 을류의 韓國漢字音

字音
-əm/p
-jəm/p
기타

해당례
母胎
검檢臉(見k)/검黔儉(群g>kh)/업鄴험驗(疑ŋ)/엄淹掩閹奄 AB
淹揜(影ʔ)/험嶮險(曉h)
겸鉗(群g>kh)/염檿(影ʔ)/염炎녑燁녑․렵饁(于'∅)/염炎 C
塩(喩'j)/폄貶(幫p)
금鈐감芡(群g>kh)/암俺(影ʔ)

<表10> 鹽韻 開口3等 갑류의 韓國漢字音

字音

-jəm/p
기타

해당례
母胎
겸鉗(群g>kh)/염․안厭염檿黶礻厭(影ʔ)/염扊燄鹽焰艶염․
閻엽葉쳠簷(喩'j)/텹輙沾(知ṭ)/텸諂뎜覘(徹ṭh)/녑鑷(娘ṇ
>ṇḍ)/렴帘斂殮廉簾奩見僉臁겸․렴鎌겸鎌녑․렵獵녑躐렵鬣
(來l)/졉接椄쳡睫殲(精ts)/졈占拈쳠瞻(照tɕ)/쳠尖憸籤妾( AB
淸tsh)/쳠韂襜(穿tɕh)/쳠捷졈漸(從dz>s)/셤纖(心s)/셤閃셤
․졈苫셥攝韘痁(審ɕ)/셤蟾贍․셤扌閻셥涉(禪ʑ>ɕ)/염髥
염․染冉(日ņʑ>ņʑ)/폄貶(幫p)
험蘞(來l)/潛(從dz>s)

<表11> 嚴韻開3․凡開合3․鹽開3을․鹽開3갑류의 中古音의 변화 및 韓日漢字音 반영 비교표

韻 南北朝音 切韻音
嚴開3 -ïɐm/p -ïɐm/p
凡開合3 ïɐm/p ïɐm/p
鹽開3을 -ïam/p -ïam/p

秦音
-iem/b
ɑm/b
-iem/b

鹽開3갑

-iem/b

-iam/p

-iem/p

吳音
-om/ɸ
-am/ɸ
-om/ɸ
-am
-em/ɸ
-em/ɸ

漢音
-em/ɸ
-am/ɸ
-em/ɸ
-em/ɸ

東音
-əm/p
-ïm/p
-əm/p
-əm/p

-jəm/p
-jəm/p

嚴韻 開口3等은 韓國漢字音에서 주로 -əm/-əp형으로 나타난다. 日本 漢音은 -em/-eɸ형
으로 나타나고, 吳音은 -om/-oɸ형과 -am/-aɸ형이 혼재하고 있다. 凡韻 開合3等은 韓國漢
字音에서 -əm/-əp형으로 나타난다. 日本 漢音은 秦音에 걸친 輕脣音化를 반영하여 拗介音을
탈피하고 -am/-aɸ형으로 나타나며, 吳音에서는 脣音字뿐인데, 그것은 合口介音에 중립적이
므로 -om/-oɸ형으로 나타난다.
嚴韻 開口3等 韓國漢字音 -əm/-əp형의 반영에 대하여 살펴보면, 朴炳采(1971:141)는 牙․
喉音이 모두 直音인 əm형으로 반영되어 拗音性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4等의 拗音的요소 -i̭
에 비하여 3等의 拗音的 요소 -ï̭는 口蓋性이 약하여 두음에 흡수된 까닭」이라고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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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최희수(1996:229)는「iə>ə의 변화로 漢語의 上古音에서 中古音으로의 변화과정의 음」
으로 보았다.
그러나 韓國漢字音에서 -əm/-əp형은 갑류의 -jəm/-jəp형과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어 秦音 이전의
층을 母胎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韓國漢字音 -ïm/-ïp형은 原音의 -ïɐm에서
主母音을 버리고 乙類介母ï만 을 반영한 형태이기 때문에 秦音 이전의 층을 母胎로 한다고 볼
수 있다.
韓國漢字音 -jəm/-jəp형에 대해서 河野六郎(1979a:463, 500)는 新層인 c층에 두고 있다. 그러나
伊藤智ゆき(2002)는 類推形이거나 음절 제약12)으로 보고 있으며, 李準煥(2011:275)에서는 이러한
갑류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예는 제한적인 글자에서만 이 음절형이 실현되어 반영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韓國漢字音 -jəm/-jəp형은 갑류의 -jəm/-jəp형와 같은 형태이므로 秦音을 母
胎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凡韻 開合3等의 韓國漢字音 -əm/-əp형의 반영에 대하여 살펴보면, 李潤東(1997:162-163)
은 3等 介母音j는 合口介母u와 연속되면 청각인상이 약하여 단순화과정에서 탈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凡韻에서 合口介母 u가 탈락하고 실질적으로는 合口乎
역할을 못하였는데, 이것은 「凡韻 대부분이 脣音聲母를 가졌기 때문이며, 牙․喉音의 경우에는
국어의 음절구조에 [귐, 휨] 등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伊藤智ゆき(2002)에
서는 秦音 시기에 일어난 輕脣音化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介音을 반영한 [볌, 볍, 폄, 폅]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əm/-əp형으로 나타나므로 輕脣音化의 반영으로 보았다13).
그러나 凡韻 開合3等의 韓國漢字音 -əm/-əp형은 輕脣音化의 반영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
문에 秦音 이전의 층을 母胎로 한다고 볼 수 있다.
鹽韻 開口3等 을류는 韓國漢字音에서 -əm/-əp형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jəm/-jəp형,
-am형, -ïm형 등이 혼재하고 있다. 日本 漢音은 갑류와 동형인 -em/-eɸ형으로 나타난다.
鹽韻 開口3等 갑류는 韓國漢字音에서 -jəm/-jəp형으로 나타나고, 日本 漢音은 -em/-eɸ형으
로 나타난다. 吳音에서는 鹽韻 을류는 -am형과 -em형이 혼재하며, 갑류자는 대부분
-em/-eɸ형으로 나타나 前舌的인 拗介音을 반영한 字音形을 나타내고 있다. 鹽韻 開口3等
吳音과 漢音은 갑을류 모두 -em/-eɸ형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술하였듯이, 漢音은 갑을류가 통합된
秦音을 반영하기 때문이며, 吳音은 日本語에 je와 e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鹽韻 開口3等 갑․을류가 韓國漢字音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합류이전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鹽韻 開口3等에서 韓國漢字音 -əm/-əp형의 반영은 갑류의
-jəm/-jəp형과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어 秦音 이전의 층을 母胎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jəm/-jəp형의 반영에 대하여 金武林(2006:128)은 牙音과 喉音에서 介母가 반영
된 예는 口蓋的 介母로 변화된 近代漢語音의 영향으로 보았다. 그러나 -jəm/-jəp형은 갑류의
-jəm/-jəp형와 같은 형태이므로 秦音을 母胎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鹽韻 開口3等 갑류는 韓國漢字音에서 -jəm/-jəp형으로 나타나 j의 拗音性이 강하게 나타

12) 伊藤智ゆき(2002:195)에서는 匣母 添韻인 [協협]에 유추되었거나 「음절체계상의 압력」이라고 해석
하였다.
13) 輕脣音化하여 介音을 탈락시켰다면 「主母音 ‘ʌ’가 반영된 ‘밤, 밥, 팜, 팝’과 같이 나타나야 하므로 완전히 介
音을 탈락시키지 않은 형태」로 보았다.
- 273 -

난다. -jəm/-jəp형은 을류의 -əm/-əp형과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체계상 秦音 이전
의 층을 母胎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예외자인 -ɐm형의 [潛] 은 覃韻에 속하는 「蠶/簪잠」등의 類推音일 가능성도 있으나, 介音 i와 ɐ
가 1音節로 결합할 수 없는 韓國語의 音韻結合上의 문제로 齒頭音에서 -ɐm형으로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4. 咸攝 4等韻
4.1. 添韻 開口4等
<表12> 添韻 開口4等의 韓國漢字音

字音

-jəm/p
기타

해당례
母胎
겸兼蒹縑겹裌협夾莢蛺鋏頰(見k)/겸謙겸․혐歉겸․겹慊
협愜篋浹(溪kh)/혐嫌협協挾恊(匣ɦ)/뎜店點坫墊佔(端t)/
텸忝添舔沾餂(透th)/념恬뎝蝶(定d>th)/념念녑捻렴拈뎜 aBC
鮎(泥n>nd)/렴濂(來l)/뎜簟椄椄텸甛텹牒疊(精ts)/셥燮(
心s)
僣(精ts)

<表13> 添韻開4의 韓日漢字音 반영 비교표

韻
添開4

南北朝音
-em/p

切韻音
-iem/p

秦音
-iem/b

吳音
-em/ɸ

漢音
-em/ɸ

東音
-jəm/p

添韻 開口4等은 韓國漢字音에서 -jəm/-jəp형으로 나타난다. 日本 漢音은 -em/-eɸ형으로
나타나고, 吳音에서는 主母音 e를 반영하여 모두 -em/ -ep형으로 나타난다.
鹽韻 3等 갑류와 4等 전속운인 添韻은 南北朝音부터 이미 혼동하고 있었다. 坂井健一
(1975:369-370)가 4等 專屬韻과 3等 甲類와의 相通이 南北朝音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지적
한 점을 고려하면 이미 4等韻은 南北朝音부터 拗音性을 동반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는 없다. 반면 朴炳采(1971:126-128)는 中古音의 반영으로 보고 있는데 中古音의 음운대치로
해석하였다14). 金武林(2006:113)은 直音으로 재구되는 中古 4等韻이 韓國漢字音에서 拗音으로
반영되는 것은 直音 4等韻이 拗音으로 변한 中古音 後期의 漢語音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
다.
添韻 開口4等의 韓國漢字音 -jəm/-jəp형은 먼저 開口韻이 拗音으로 반영된 점으로 보아
南北朝音의

直音e이었던

4等韻이

切韻音에서

拗音이

들어간

ie로

변했다는

朴炳采

(1971:126-128)의 학설을 인정한다면 이는 切韻音 이후의 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添韻 開口4等의 韓國漢字音 -jəm/-jəp형은 3等 갑류와 동형이므로 秦音을 반영했을 가능성
도 있는 것이다.

14) 朴炳采(1971:126-128)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半切上에서는 엄연히 直音으로 拗音과
구별되었으면서도 切韻 시대에 이미 방언에 따라서는 4等 專屬韻이 拗音으로 발음되었던 것을 찾
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혼동은 唐代에 와서 완전히 양속운에 합류되어 拗音化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실증으로는 첫째 唐代(9세기)에 慧琳이 지은 『一切經音義』에서는 4等 전속운의 直
音性 半切上字가 모두 4等에 배열되어 拗音으로 고쳐져 있다는 사실, 둘째는 韻鏡에서 4等 전속운
은 모두 4等에 배열되어 拗音으로 다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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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深攝 3等韻
5.1 侵韻 開口3等 갑․을류
<表14> 侵韻 開口3等 을류의 韓國漢字音

字音

-ïm/p
-ɐm/p
기타

해당례
母胎
금今金禁襟錦衿급急給汲級伋(見k)/금衾읍泣흠欽(溪kh)/
금琴禽檎噙급及(群g>kh)/음吟급岌(疑ŋ)/음音窨廕음․님 AB
․임飮음․암陰읍邑(影ʔ)/흠歆흡吸扱翕(曉h)/즙蕺즙․집
戢(莊tʃ)/
砧(莊tʃ)/讖(初tʃh)/涔(從dz>s)/森滲參(山ʃ)
A
음․암陰암瘖(影ʔ)/즙․집戢(莊tʃ)/습澁(山ʃ)/품稟(幫p)/
품品(滂ph)

<表15> 侵韻 開口3等 갑류의 韓國漢字音

字音

해당례
母胎
팀忱砧(知ṭ)/칩蟄팀․심沈딤朕(澄ḍ>ṭh)/님賃(娘ṇ>ṇḍ)/림
林霖臨淋립․닙立립苙笠粒(來l)/짐․침斟집執침枕鍼(照t
h
h
ɕ)/침侵浸寢竹侵(淸ts )/팀沈(穿tɕ )/즙․집輯집集심蕈(從d
z>s)/심心(心s)/심深嬸심․씸審(審ɕ)/심尋燖鬵(邪z>s)/ AB
심甚葚椹十諶(禪ʑ>ɕ)/임․任紝姙袵荏壬飪님稔恁
․입入(日ņʑ>ņʑ)
읍揖挹(影ʔ)/음淫(喩'j)/름凜廩檁(來l)/즙汁(照tɕ)/즙緝葺(
淸tsh)/즙楫즙․집輯(從dz>s)/습濕(審ɕ)/습習襲濕(邪z>s AB
)/습什습․셥拾(禪ʑ>ɕ)/
箴(照tɕ)/糝(心s)/습․셥拾(禪ʑ>ɕ)

-im/p
-ïm/p
기타

<表16> 侵韻開3甲乙-中古音의 변화 및 韓日漢字音 反映 比較表

韻
侵開3을

南北朝音
-ïəïm/p

切韻音
-ïïm/p

侵開3갑

-iəïm/p

-iim/p

秦音

-iim/b

吳音
-om/ɸ
-im/ɸ

漢音
-im/ɸ

韓國漢字音
-ïm/p
-ɐm/p
-im/p

侵韻 開口3等 을류는 韓國漢字音에서 주로 -ïm/-ïp형으로 나타나지만, -ɐm/-ɐp형이 혼재
하고 있다. 日本 漢音은 갑류와 동형인 -im/-iɸ형으로 나타나며, 吳音은 -om/-oɸ형과
-im/-iɸ형이 혼재하고 있다. 侵韻 開口3等 갑류는 韓國漢字音에서 대부분 -im/-ip형으로 나
타나며, -ïm/-ïp형이 혼재하고 있다. 日本 漢音은 -im/-iɸ형으로 나타나며, 吳音은 -im/-iɸ
형으로 나타난다.
侵韻 開口3等 을류는 日本 吳音에서 主母音 o가 漢音에서는 i로 변화한다. 따라서 李京哲
(2003a)에서 深攝에서도 臻攝의 경우와 같은 韻尾拗介音 ï를 개재하였듯이 본고에서도 韻尾
拗介音 ï를 상정하였다. 따라서 韻尾拗介音 ï가 i로 前舌化함에 따라 主母音도 前舌化해갔다
고 보여지며, 侵韻 을류의 韓國漢字音 -ïm/-ïp형의 반영은 갑류의 -im/-ip형과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어, 전체의 체계상 秦音 이전의 층을 母胎로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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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侵韻 을류의 齒上音의 -ɐm/-ɐp형의 반영에 대하여 학자들의 의견은 나누어지는
데, 먼저 上古音의 반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朴炳采(1971:194)는 周代의 詩賦에서는 「咸攝의
覃韻이 -â̗m>-əm과 통용된 면에서 上古音에서는 覃-əm과 侵-ï̭əm은 əm에 가까운 음이었
다.」고 추정하며 上古音의 반영으로 해석하였다. 李潤東(1997:226)은 -ɐm형은「韻鏡이나 切韻指
掌圖에서 2等에 배열된 字들로 止攝 //의 경우처럼 上古音 jəm의 介母音이 聲母音에 흡수
탈락되고 核母音만 위치를 낮추어 ɐ로 변한 것이 韓國漢字音에 투영된 것」이라고 해석하였
다. 최희수(1996:169)는 「漢語의 ə15)가 조선 한자음에서의 어음변화로 인정되며, 이는 조선어
모음 ə가 가운데로 이동한 뒤 漢語音의 영향을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河野六郎(1979a:475)는 介音 ï가 口蓋化된 聲母인 2等 齒上音의 영향으로 소실된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莊組의 -ɐm/-ɐp형은 「‘ṭṣï̭əm’의 ‘ï̭’가 聲母인 ‘ṭṣ’때문에 소실되어 ‘ṭṣəm’으
로 바뀐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추정하고, 河野六郎(1979a:502)에서는 b층의 -ïm/-ïp형에 대해 莊
組의 -ɐm/-ɐp형을 c층에 두었다. 반면, 伊藤智ゆき(2002:199)는 平山久雄(1993:107)가 『唱和圖』에
서 莊組細音이 介音을 잃고 直音化하였다는 논거16)를 들어 唐末宋初音으로 해석하고 있다17). 그리고
伊藤智ゆき(2002)는 莊組字만이 전부 新層의 한자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莊組에서의 이
러한 현상이 생긴 후에 韓國漢字音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견해이다. 金武林(2006:110)18)․李準煥
(2011:277)은 齒音의 경우에 나타나는 -ɐm/-ɐp형은 「齒音의 捲舌音化에 의한 近代 漢語音
의 반영」19)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侵韻 開口3等 을류는 秦音을 반영한 日本 漢音에서도 2等 齒上音이 [シム/シフ]로 반영
되어 있으며, 近世音을 반영한 唐音에서도 [シン/シ]20)로 나타나 主母音을 -i형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近代 漢語音의 반영으로 보기는 어렵다. 侵韻 을류의 재구음인 -ïəïm/-ïəïp은 韓國語에서
/으어음ïəïm/, /으엄ïəm/, /으ïɐm/과 같이 ï와 ə・ɐ가 1音節로 音韻結合이 되지 않기 때문에 ï나
ə・ɐ 중에서 어느 한 쪽만을 취한 결과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ɐm/-ɐp형은 吳音과 같이 主母音을
반영한다는 면에서 -ïm/-ïp형과 같은 층이거나 더 古層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예외자인 -um형으로 나타나는 [稟/品품]은 『訓蒙字會』, 『新增類合』을 비롯한 다른 자료에서도
모두 [품]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脣音의 圓脣性으로 인한 것이거나 韓國語 자체의 圓脣母音化로 인해
[픔]에서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21). 따라서 [稟/品품] 도 -ïm/-ïp형과 같은 시대인 秦音 이전의 층을
母胎로 한다고 볼 수 있다.

15) 中古音에 대해 王力과 董同龢는 主母音을 e로 추정하고 李方桂는 ə로 추정하였다.
16) 平山久雄(1993:107)에서는莊組 細音의 음절은 『唱和圖』에서는 介音 i를 잃어버려 直音化하고 있다고
하였다.
17) 伊藤智ゆき(2002:199)는『唱和圖』에 韓國漢字音의 [/]에 해당하는 음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韓國漢
字音의 母胎層이 唐末에서 宋初사이라고 한다면 [음/]을 동시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
는 견해이다.
18) 照2계의 介母가 탈락되어 核母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여 『韻會』의 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였고,
韓國漢字音의 母胎가 후기 中古音에서 조기 近代音에 이르는 체계적 近代性을 띄고 있음을 주장하는 근거
로 삼고 있다
19) 李準煥(2011:277)에서는 侵韻 을류 齒上音字는 [森/參/滲․澁]과 같이 母音이 ɐ로 대응하는데
이것은 漢語에서 正齒音의 捲舌音化에 따른 介音의 소실 및 核母音의 변화(Iem> əm)를 반영한 것
으로 해석하였다. 이 중 [簪]은 『新增類合』『光州千字文』에서도 [簪]으로 주기되어 있다.
『光州千字文』에 이 글자가 [빈혀]으로 주기되어 있음을 볼 때 동일한 의미를 지닌 莊母의 [簪
]에 類推된 것일 수도 있다. 그 근거는 李準煥(2006:57-81)에서 近代漢語에서 [簪]은〔tʂəm〕로
실현되었던 것을 참고하였다.
20) 沼本克明(1997:613-614) 參照
21) 한국어의 圓脣母音化는 17세기말에서 18세기에 걸쳐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이 예는 한국어의 圓脣母音化가 그 이전에 이미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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侵韻 開口3等 갑류의 韓國漢字音 -im/-ip형의 반영에 대하여 살펴보면, 朴炳采(1971:194)
는 「止攝과 같이 구개적인 -i̭가 강력히 유지된 까닭이며, 이는 日本 漢音이나 吳音과도 일치
한다」고 해석하였다. 李潤東(1997:226)은 介母 j의 영향으로 主母音이 高位化하고 介母와 합
병되어 i로 된 결과로 추정했다22).
韓國漢字音 -im/-ip형은 을류의 -ïm/-ïp형과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어 전체의 체계상 秦音 이전을
층을 母胎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ïm/-ïp형의 반영에 대하여 살펴보면, 河野六郎(1979a:501)는 [廩름/拾습]에 대해 음
절 편향의 예로 d층으로 해석하고 있다. 伊藤智ゆき(2002)는 河野六郎(1979a:501)의 의견에 기본
적으로는 찬성하지만, -ïm/-ïp형과 -im/-ip형이 서로 다른 시대의 중국음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
성도 있지만 入聲 韻尾가 탈락하지 않았다는 점과 악센트 대응의 측면 등에서 볼 때 시대 차이가
있었다고 해도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예외자 -ɐm/-ɐp형은 金武林(2006:110)은
齒音의 경우에 나타나는 -ɐm/-ɐp형의 반영은 齒音의 捲舌音化에 의한 近代 漢語音의 반영
으로 추정하였다. 韓國漢字音 -ïm/-ïp형은 侵韻 갑류의 재구음인 -iəïm/-iəïp은 韓國語에서 /이어
음iəïm/에서 i가 탈락된 어느 한 쪽만을 취한 결과로 秦音 이전의 층을 母胎로 한다고 볼 수 있다.
侵韻 開口3等 을류는 韓國漢字音에서 -ïm/-ïp형으로 나타나며, 갑류는 -im/-ip형으로 나타
난다. 을류에는 -ɐm/-ɐp형이 혼재하고 있지만, 따라서 -ɐm/-ɐp형은 吳音과 같이 前舌性을 반
영한다는 면에서 -ïm/-ïp형과 같은 층이거나 더 古層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侵韻 開口3
等 갑류는 -ïm/-ïp형은 을류의 -ïm/-ïp형과 구별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秦音 이전의
층을 母胎로 한다고 볼 수 있다.

結論
본고는 韓國漢字音 咸․深攝韻의 母胎별 層位에 대하여 日本 吳音 및 漢音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17>韓國漢字音 咸․深攝韻의 母胎별 層位

韻母
覃開1
談開1
銜開2
咸開2
嚴開3
凡開合3
鹽開3을
鹽開3갑

南北朝音
-ʌm/p
-ɑm/p
-am/p
-ɐm/p
-ïɐm/p
ïɐm/p
-ïam/p
-iam/p

切韻音
-ʌm/p
-ɑm/p
-am/p
-ɐm/p
-ïɐm/p
ïɐm/p
-ïam/p
-iem/p

秦音

吳音 漢音
-om/ɸ
-ɑm/b -am/ɸ -am/ɸ
-am/ɸ
-em/ɸ
-iem/b
-em/ɸ
-om/ɸ
ɑm/b
ɸam/ɸ
-iem/b -em/ɸ -em/ɸ
-iem/b -em/ɸ -em/ɸ

東音
-am/p
-ɐ m
-am/p
-am/p
-am/p
-əm/p
-əm/p
-əm/p
-jəm/p

母胎
C
AB
abC
abC
C
AB
AB
AB
C

22) 중국에서도 jəp-jep-ip, jəm-jem으로 변천했는데, 陳信雄(1972:1128,1130)에서는 原音 ə가 j介母의
영향으로 高位化하여 e가 되고 다시 j介音과 합병하여 i로 되었다고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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添開4 -em/p -iem/p -iem/b -em/ɸ -em/ɸ -jəm/p
侵開3을 -ïəïm/p -ïïm/p -iim/b -om/ɸ -im/ɸ --ïm/p
ɐm/p
侵開3갑 -iəïm/p -iim/p
-im/ɸ
-im/p

aBC
AB
A
AB

1) 開口1等 重韻인 覃․談韻은 1等 重韻의 ʌ와 ɑ의 대립으로 再構할 수 있다. 覃韻은 韓國漢
字音에서 談韻과 같은 -am/-ap형으로 나타난다. 즉 韓國語에서는 低位母音은 /아a/로, 中
位母音은 /ɐ/로 변별하여 수용했기 때문에, 覃韻의 -am/-ap형은 秦音의 -ɑm/ -ɑp을
수용한 결과로 覃韻의 韓國漢字音 -am/-ap형은 秦音을 母胎로 한다고 할 수 있다. 日本 漢
音에서는 覃韻의 主母音을 a로 반영하고 있지만, 吳音에서는 主母音을 a 이외에 o로도 반영
하고 있다. 이처럼 ʌ는 中位後舌母音이기 때문에 吳音에서는 a로도 o로도 代替하여 수용한
것이다. 開口1等 談韻도 -am/-ap형으로 나타나, 예를 들어 蟹攝 1等 重韻인 咍韻과 泰韻 開
口가 원칙적으로 구별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開口1等 重韻인 覃․談韻의 -am/-ap형
은 1等 重韻이 합류한 秦音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中古音 2等 重韻은 a와 ɐ의 대응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中古音 2等의 a는 低位前舌母音
으로, 韓國語에는 低位母音에 前舌 a와 後舌 ɑ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韓國漢字音에서는 /아
a/로 代替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銜韻은 韓國漢字音에서 中古音의 어느 시대음을 반영하더
라도 主母音을 /아a/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主母音을 /아a/로 반영한 것에 대한 母胎의
판별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韓國語에 低位母音과 中位母音의 구별이 있는 체계에서 銜韻 開
口2等의 主母音을 /아a/로 수용하여 -am/-ap형으로 반영된 것은 2等 重韻의 구별이 있던
切韻音까지의 반영일 가능성이 있지만, 開口1等과 동일하게 重韻이 합류한 秦音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咸韻은 韓國漢字音에서 -am/-ap형으로 나타나, 2等 重韻이 합류한 秦音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咸韻에는 -jəm/-jəp형, -ïm/-ïp형이 약간 혼재하고 있지만, 韓國漢字音
에서의 -jəm/-jəp형과 -ïm/-ïp형은 前舌性을 반영하였으며 吳音과 유사한 반영으로, 秦音이
전의 층을 母胎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3) 嚴韻 開口3等 을류의 韓國漢字音 -jəm/-jəp형은 갑류의 -jəm/-jəp형와 같은 형태이므로 秦音
을 母胎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凡韻 開合3等의 韓國漢字音 -əm/-əp형은 輕脣音化의 반영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秦音 이전의 층을 母胎로 한다고 볼 수 있다.
4) 鹽韻 開口3等 을류의 韓國漢字音 -əm/-əp형은 갑류의 -jəm/-jəp형과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어
秦音 이전의 층을 母胎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jəm/-jəp형은 갑류의 -jəm/-jəp형와 같은
형태이므로 秦音을 母胎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鹽韻開口3等 갑류의 -jəm/jəp형은 을류의
-əm/-əp형과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체계상 秦音 이전의 층을 母胎로 할 가능성이 크
다고 판단된다.
5) 侵韻 開口3等 을류의 韓國漢字音 -ïm/-ïp형의 반영은 갑류의 -im/-ip형과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
어, 秦音 이전의 층을 母胎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을류에는 -ɐm/-ɐp형이 혼재하고 있지만, 이것
은 吳音과 같이 主母音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南北朝音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6) 侵韻 開口3等 을류는 韓國漢字音에서 -ïm/-ïp형으로 나타나며, 갑류는 -im/-ip형으로 나
타난다. 侵韻은 갑을류의 구별이 명료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층을 이루고 있는 갑류의
-im/-ip형은 秦音이전의 층을 母胎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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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漢字音 咸․深攝韻의 母胎별 層位에 대하여’의 토론
송재한(동국대)

토론문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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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1분과)-6]

『三国史記』新羅本記の「倭」
裵貞烈(韓南大学校)

1. はじめに
本稿では、『三国史記』について、従来の研究をも含めながら、従来のように記録の史実性を求
めようとするのではなく、テキスト理解という立場から、各々の記事はテキストの中で、どのよ
うな役割を担っているのか、また、その記事によってどういうことを語っているのか、つまり、
どのような古代を作っているのかについて考察しようとする。

２. 『三国史記』の「倭」
『三国史記』中の「倭」の用例について、まとめた先行研究を引用すると、
それらの記事のうち『三国史記』新羅本紀の倭関係記事は５９箇条、日本関係記事は１４箇
条、あわせて７３箇条である。また『三国遺事』の新羅と倭関係記事は２４箇条、日本関係記事は
８箇条、あわせて３２箇条であって、その総計は１０５箇条となる。それに『三国史記』列伝関係
記事２５箇条や同書雑志などの関係記事を加えれば、倭、日本と新羅との関係記事は圧倒的に
多くなる。もっとも日本と新羅との関係記事は、もちろん７世紀後半以後の統一新羅時代のもの
であるから、それに関する記事を差し引いても、朝鮮側の史料に残っている倭関係記事は、高句
麗、百済を圧している。（解説17.18ｐ、岩波文庫『三国史記倭人伝』佐伯有清編訳、1988、3）
『三国史記』で倭に関する史料は、新羅本紀では炤知麻立干22（500）年までに47個の記事がみ
られ、1例を除いてすべて固有の史料である。次に文武王５（664）年から同11（671）年までの
記事に、6例の倭関係記事がみられる。これらはいずれも中国史料の引用か、唐への国書の中に
みえるものである。その後、倭関係記事が消えて、日本国記事があらわれてくるが、哀荘王3
（802）年に1例だけ倭国記事がみえる。次に百済本紀では阿莘王6（397）年から毗有王2（42
8）年の間に、7条の倭国関係記事があり、次いで武王9（608）年から竜朔2（663）年の間に５
個の倭国記事をみることができる。前者は百済の固有史料によるものであるが、後者は主として
中国記事によるものである。さらに、列伝第五の昔于老伝、朴堤上伝がある。この両伝は三世紀
中葉と五世紀前半の倭と新羅との関係を伝える説話史料である。（井上秀雄「『三国史記』『三国
遺事』の史料的価値」470ｐ．『ゼミナール日本古代史』下、1980，1 光文社）
佐伯氏は倭、倭国、倭兵などの用例の数を数えたものであり、関連記事の中の重複する用例も
数えている。ひとつづきの記事をひとつとして数えた場合とは、用例の数の差が生じている。
つぎは本紀の中で、三国と倭との関係記事を全体的にまとめて見よう。倭関係の記事は新羅、
百済との戦争、外交の面に限って表れるという特徴がある。新羅本紀１巻から１２巻までの戦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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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外交記事は以下のようになる。(『三国史記の研究』 申瀅植 1981.1を参考しして作成したもの
である)

＜新羅本紀の中の倭＞
▷第1巻（ＢＣ５７――）
戦争：百濟 8, 伽倻 6, 靺鞨 5, 倭 4, 樂浪 4, 華麗 1.
外交 : 百濟 3, 馬韓 2, 倭 2, 伽倻 2, 貊 2, 沃沮 1.
▷第2卷 (AD154--)
戰爭: 百濟 20, 倭 9, 靺鞨 1, 伽倻 1, 高句麗 1.
外交: 倭 6, 百濟 3, 伽倻 2, 高句麗 1.
▷第3卷 (356--)
戰爭: 倭 19, 高句麗 12, 靺鞨 3, 百濟 1.
外交: 百濟 8, 高句麗 5, 倭 2, 前秦 1, 伽倻 1.
▷第4卷 (500--)
戰爭: 百濟 16, 高句麗 6, 伽倻 1, 于山國 1.
外交: 隋 12, 唐 10, 陳 9, 北齊 3, 梁 2, 伽倻 1, 百濟 1.
▷第5卷 (631--)
戰爭: 百濟 15, 高句麗 6.
外交: 唐 32, 高句麗 1.
▷第6,7卷 (661--)
戰爭: 唐 16, 百濟 11, 靺鞨 5, 高句麗 3.
外交: 唐 25.
▷第8卷 (681--)
戰爭: 日本 1 (聖德王), 靺鞨 1.
外交: 唐 49, 日本 2 (孝昭王, 聖德王).
.▷第9卷 (737--)
戰爭: 記錄 無
外交: 唐 34, 日本 2 (景德王).
▷第10卷 (785--)
戰爭: 唐 1.
外交: 唐 30, 日本 5 (哀莊王、１例は倭国の誤り), 渤海 2.
▷第11卷 (839--)
戰爭: 記錄 無.
外交: 唐 19, 日本 3 (景文王1,憲康王2), 北國 1.
▷第12卷 (897- 935)
戰爭: 後百濟 11, 泰封 2, 靺鞨 1.
外交: 高麗 15, 後唐 5, 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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引用文から確認できるように第１巻から第３巻まで、集中している。第３巻の最後の年である
５００年の倭人の攻めをもって、倭関係の記録はみえなくなる。第４，５巻は新羅国が成長し、
仏教国家として繁栄した時代であり、５巻は中国の唐と連携して、三国統一の基礎作りをした時
期であるが、倭との戦争または外交の間係記録がひとつもみえない。
第６，７巻は統一を達成した文武王の時代で、引用文からは外されているが、以下の用例があ
る。
▷

百済の先王、逆順に迷い、隣好をあつくせず、親姻にむつまず、高句麗と結託し、倭国と交
通し、共に残暴をなし、侵して新羅を削り、邑をおびやかし、城を屠る。（第6、文武王５年
８月）

▷是に於いて仁軌、我が使者および百済、耽羅、倭人の四国の使を領し、海に浮びて西に還り、
以って会して泰山を祀る。（同右条）
▷倭国、更めて日本と号す。自ら言う。日出づる所に近し。以に名となす。(第６、文武王１０
年１２月条)
▷竜朔３年に至り、惣管孫仁師

兵をを領してきたりて府城を救う。新羅の兵馬、亦発して同征

す。行きて周留城下に至る。此の時、倭国の船兵、来たりて百済を助く。倭船千艘、停まりて
白江にあり。百済の精騎、岸上にて船を守る。新羅の驍騎、漢の前鋒となり、先ず岸の陣を破
る。（第７、 文武王１１年条)
▷又、消息を通ずるに云く。国家、船艘を修理し、外、倭国を征伐するに託し、其の実は新羅を
打たんと欲すと、百姓之を聞き、驚懼して安からず。（第７、 文武王１１年条)
以上の記事は『旧唐書』『新唐書』からの書き写しであること、また中国の国書の中の記事である
こと、新羅と倭国との直接交渉でない（白江での戦争を除く）とのことで省略しているようで
ある。
もうひとつ第１０巻の 哀莊王の５例は１例が倭国の用例である。
▷均貞に大阿飡を授け、仮に王子となし、倭国に質と以さんと欲す。

均貞、之を辞す。（第１

０、哀莊王3年12月）

＜高句麗本紀＞
倭に関する記事が皆無である。高句麗本紀中の戦争と外交記事をまとめると以下のようになる。
戦争：総計 129-- 百済31、唐23、新羅 17、燕１５、漢１２、隋５, 夫餘、魏 4, 樂浪、玄莵
契丹 3, 靺鞨、北沃沮 鮮卑、王奔、沃沮、肅愼、 西安平、帶方、突厥
1.
外交: 總計 225--

後魏86, 唐30, 隋21, 東魏13, 梁11, 燕11, 北齊8, 陳7, 夫餘6, 漢5, 新羅
5, 魏、秦、晋、宋 3, 肅愼、吳、後趙、周 1.

＜百済本紀の中の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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戦争：總計 124-- 新羅55, 高句麗34, 靺鞨２5, 中國(樂浪)6, 馬韓2, 魏,唐1.
外交: 總計 89-- 唐23, 新羅15, 隋12, 倭7(3卷 阿莘王3, 腆支王2, 毘有王1, 6卷 義慈王1,
梁,東晉 7, 馬韓,樂浪,後周,陳 2, 高句麗,靺鞨,後魏 1.
百済本紀では、外交の記事だけに集中しているし、それも385年から475年までの第3巻にほぼ集
中しているという特徴がある。
以上三国と倭との関係記事の特徴は、新羅に集中していること、それも戦争記事は500年以前
に集中していることである。その後、しばらくしてから

第8巻の聖徳王30年（７３１）4月条に

「日本国の兵船三百艘、海を越えて我が東辺を襲えり。王、将に命じて兵を出さしめ、大いに之
を破る」という日本との戦争記録を最後に戦争記事はみえなくなり、外交記事に変化するのであ
る。
新羅本紀の第6，7巻には倭との直接交渉がみられないが、『日本書紀』によれば、656年（斉武
2、武烈王３）以後中断していた新羅使の来倭が668年（天智７、文武８）に再開されている。
以後天智期に3回、天武期に15回の来倭（日）があり、続く持統期にも6回、新羅からの使が来
日している記録がみえる。もっと興味深い点は『三国史記』の倭関係記事は、『日本書紀』『続日本
紀』などからほとんど確認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また『三国遺事』とも多きく異
なる内容がみえる点である。
また、高句麗と倭との関係記事は『三国史記』の中には1例もみえないが、かの有名な廣開土王
碑文を通じ、倭と高句麗との戦いについて窺いしることができる。
以上の点などから『三国史記』編纂者の独特の歴史観や、『三国史記』というテキストが持つ独自
性について、考察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う。以下、新羅本紀中の倭関係記事を中心として、『三
国史記』というテキストの理解の面から考察する。

３. 「新羅本紀第１巻」の中の倭
王代別に区分して、倭関係の記事を考察する。倭に関する記事によって成り立つ新羅古代、特
に『三国史記』によって成立する各々の王代の性格について考察をする。

４．「新羅本紀第２巻」の中の倭
５．「新羅本紀第３巻」の中の倭
６．まと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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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1분과)-6 토론]

‘『三国史記』新羅本記の「倭」’의 토론
정효운(동의대)

토론문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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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1분과)-7]

日本 常用漢字表 通攝韻 所屬字의 字音 分類
1)李京哲*2)・宋在漢**

Ⅰ. 序論
일본에서는 1981년 이래 常用漢字 1,945字를 사용해 오다가 2010년 11월에 구 常用漢字
1,945자에서 5자를 삭제하고, 196자를 추가하여 2,136字의 새로운 常用漢字를 사용하고 있
다. 常用漢字는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자로, 기초적인 일본어 음운연구의 대상임
에도 불구하고 이 常用漢字의 字音별 분류에 대해서는 2010년의 2,136자에 대해서뿐만 아니
라 1981년의 1,945자에 대해서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常用漢字音에 해당하는
字音에 대해서조차 그것이 吳音인지 漢音인지 常用漢字表에 그 字音에 대한 규정이 실려 있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어떠한 해설서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더
욱 심각한 문제는 각 字音에 대한 규정이 일본에서 출간된 현행 漢和辭典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각각의 漢和辭典 또한 통일된 字音규정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다.
漢和辭典에 나타나는 字音規定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李京哲(2005・2006)과 李京哲・白惠
英(2008・2009・2011)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이 漢和辭典마다 字音규정이 다르게 나타
나는 이유는 1,945자 또는 2,136자에 대한 字音분류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吳音, 漢音, 唐音,
慣用音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고문헌을 통해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필요로 하는 막대한 시간과
치밀한 분석을

동반하는 작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먼저 常用漢字 2,136字의 2,352音에 대한 字音분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일본에서 사용되는 전체 漢字에 대한 字音분류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果・假・遇攝韻에 해당하는 常用漢字 267字 299音에 대해서는 졸고(2013a)에서, 流・效攝
韻에 해당하는 235字 258音에 대해서는 졸고(2013b)에서 고찰하였고, 본고에서는 通攝韻에
해당하는 常用漢字 153字 171音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吳音・漢音・唐音・慣用音으로 분류하여, 결과적으로 각 字音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
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각 漢字音마다의 字音분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실시한다.
1)常用漢字表 2,136字의 音讀 2,352音 중에서 通攝韻의 153字 171音을 대상으로 한다.
2)각 漢字를 各 攝韻별로 나눈다.

* 동국대학교(seoul campus) 일어일문학과 교수,(일본어음운론, 제1저자.화)
**2)동국대학교(seoul campus) 강사, 일본어음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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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각 攝韻별로 해당 常用漢字의 常用漢字音을 추출한다.
4)각 韻別로 해당 常用漢字音을 韻母의 반영과 聲母의 반영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字音별로 분류한다.
5)해당 韻이 吳音, 漢音, 唐音자료의 고문헌에서 어떤 자음형으로 출현하는지를 파악하
여, 해당 常用漢字音을 그 韻母별 자음형과의 비교를 통해 字音별로 분류한다.
6)해당 常用漢字音을 中古漢語의 聲母體系와 비교하여 그 聲母의 반영을 통해 字音별로
분류한다.
7)吳音과 漢音의 자음형이 동일할 경우, 또는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요하는 자음형에 대
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증자료를 통해 그 확인 작업을 거친다.
上代借字표기자료: 萬葉集, 古事記, 日本書紀3)
吳音자료: 法華經, 大般若波羅蜜多經, 新譯華嚴經, 光明眞言, 承曆音義, 類聚名義抄4)
漢音자료: 蒙求, 群書治要, 三蔵法師伝, 本朝文粋, 佛母大孔雀明王經5)
唐音자료: 金光明懺法, 小叢林略淸規, 觀世音菩薩普門品6)
8)記紀萬葉의 借字表記에 출현하는 자음형은 이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吳
音에 포함시킨다.

Ⅱ. 本論
이하 각 韻별로 해당 常用漢字의 字音을 吳・漢音동형, 吳音, 漢音, 唐音, 慣用音이라
는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왜 그렇게 분류했는지 그 분류의 방법, 절차, 이유
에 대해 논증해 가도록 한다.

1. 開口1等 東韻
<1等 東韻의 字音 분류>
h

呉漢(13):コク谷(見k)・穀(溪k )/オウ翁(影ʔ)/オク屋(影ʔ)/トウ東凍棟(端t)/ロウ弄籠(來l)/ロク
鹿(來l)/ソウ総(精ts)・送(心s)/ソク速(心s)
h

h

h

呉音(19):ク工功貢(見k)/クウ空(溪k )/ボク僕(並b)/モク木(明m)/ツ通(透t )/ツウ通痛(透t )/ドウ
同洞銅胴童瞳動(定d)/ドク独読(定d)/ゾク族(從dz)

3) 萬葉集은 大塚毅(1978), 古事記는 高木市之助・富山民藏(1974), 日本書紀는 大野晉(1953)를 사용한
다.
4) 法華經은 小倉肇(1995), 般若波羅蜜多經은 김정빈(2007), 新譯華嚴經은 榎木久薫(1988), 光明眞言은
榎木久薫(1989), 承曆音義는 小倉肇(1979), 類聚名義抄는 沼本克明(1995)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5) 蒙求・群書治要・三蔵法師傳・本朝文粋는 佐々木勇(2009)의 資料編에 실린 分韻表를, 佛母大孔雀明
王經은 李京哲(2005)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6) 沼本克明(1997:584-622)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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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漢音(12):コウ工公功攻貢(見k)・孔控(溪k )・洪紅(匣ɦ)/ボク木(明m)/トウ筒(定d)/トク読(定d)
慣用音(2):ク紅(匣ɦ)/ボク撲(滂ph)
開口1等 東韻은 40字 46音으로, 漢音에서는 일괄적으로 -ou/-oku형으로 출현하지만, 吳音에서
는 -ou/-oku형 이외에 -u형・-uu형이 출현한다. 吳音의 -u형・-uu형을 통해 東韻이 冬韻과 구
별된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 吳音에서 -u형・-uu형처럼 主母音을 -u로 반영한 이유는 東韻의 ʌ
u7)가 결합된 형태의 o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中位母音의 ʌ가 低位母音u에 흡수된 原音의
音像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u형・-uu형으로 출현하는 [ク工功貢/クウ空/ツ通/ツウ通痛]는 먼저 吳音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밖의 吳音・漢音에서 같은 자음형으로 출현하는 -ou/-oku형에 대해서는 그 聲母만이
자음판별의 기준이 된다. 즉 -ou/-oku형에서 濁字를 濁音으로 반영한 [ボク僕(並b)/ドウ同洞銅胴
童瞳動(定d)/ドク独読(定d)/ゾク族(從dz)]와 淸濁字를 鼻音으로 반영한 [モク木(明m)]는 吳音으
로, 濁字를 淸音으로 반영한 [コウ洪紅(匣ɦ)/トウ筒(定d)/トク読(定d)]와 淸濁字를 濁音으로 반영
한 [ボク木(明m)]는 漢音으로, 淸字・次淸字・來母字 등 그 聲母가 吳音과 漢音에서 동일하게 출
h

현하는 [コク谷(見k)・穀(溪k )/オウ翁(影ʔ)/オク屋(影ʔ)/トウ東凍棟(端t)/ロウ弄籠(來l)/ロク鹿
(來l)/ソウ総(精ts)・送(心s)/ソク速(心s)]8)는 吳・漢音동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コウ工公功攻貢(見k)・孔控(溪kh)]는 그에 대응하는 吳音形 [ク・クウ]9)를 발견할 수
h

있기 때문에 漢音으로 분류하였으며, [ク紅(匣ɦ)/ボク撲(滂p )]는 淸濁의 혼동에 해당하는 예
이므로 慣用音으로 분류하였다.

2. 開口1等 冬韻
<1等 冬韻의 字音 분류>
h

h

呉漢(8):コク告(見k)・酷(溪k )/トウ冬(端t)・統(透t )/トク督篤(端t)/ソウ宗踪(精ts)
呉音(2):ドク毒(定d)/ノウ農(泥n)
慣用音(2):ヨク沃(影ʔ)/シュウ宗(精ts)
開口1等 冬韻은 12字 12音으로, 吳音・漢音 모두 -ou/-oku형으로 출현하기 때문에 聲母만이 자
음판별의 기준이 된다.
h

h

淸字와 次淸字에 해당하는 [コク告(見k)・酷(溪k )/トウ冬(端t)・統(透t )/トク督篤(端t)/ソウ宗
踪(精ts)]는 吳・漢音동형으로, 濁字를 濁音으로 반영한 [ドク毒(定d)]와 淸濁字를 鼻音으로 반영한
[ノウ農(泥n)]는 吳音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ヨク沃(影ʔ)/シュウ宗(精ts)]는 일반적인 吳音・漢音形10)과 다르며 唐音에서도 찾을

7) 李京哲(2003a:119-120)은 主母音과 韻尾 사이에 介音을 설정하여, 東韻을 -ʌuŋ/ʌuk, 冬韻을
-ɑuŋ/ɑuk으로 재구하였으며, 이미 平山久雄(1967:154)와 三根谷徹(1994)도 東韻을 -ʌuŋ/-ʌuk, 冬韻
은 -ɑuŋ/-ɑuk으로 재구하고 있다.
8) 吳音자료에서도 入聲字는 -uku형이 출현하지 않고 모두 -oku형으로만 출현하며, 陽聲字 중에서
[オウ翁)/トウ東凍棟/ロウ弄籠/ソウ総送]도 -u형과 -uu형은 찾을 수 없으며, -ou형으로만 출현한다.
宋在漢 (2012:129-130)을 참조하기 바란다.
9) 본 연구에서 사용한 吳音자료에서는 [公攻貢控]에 해당하는 音注는 찾을 수 없지만, [工功孔]에
[ク・クウ]가 音注되어 있으며, 牙喉音字의 陽聲字는 대부분 -u, -uu형을 이루고 있다. 宋在漢
(2012:129)을 참조하기 바란다.
10) [沃]은 吳音・漢音자료에서 모두 [ヲク]로 출현하며, [宗]은 漢音에서는 [ソウ]로만 출현하며, 吳音
에서는 [シウ, シュ, ソウ]의 音註를 발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吳音도 -ou/-oku형으로 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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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어 慣用音으로 분류하였다.

3. 開口3等 東韻 乙類
<開口3等 東韻 乙類의 字音 분류>
呉漢(7):キク菊(見k)/シュク縮(山ʃ)/フク福腹幅複(非f)・覆(敷fh)
呉音(5):ク宮(見k)/フ風(非f)/フウ風(非f)/ム夢(微ɱ)/モク目(明m)
h

漢音(12):キュウ弓宮(見k)・窮(群g)/ユウ雄(于'∅)/ホウ豊(敷f )/フク伏服復(奉v)/ボク牧(微ɱ)・目
睦(明m)/スウ崇(牀ʤ)
慣用音(1):グウ宮(見k)
開口3等 東韻 을류는 22字 25音으로, 吳音에서 陽聲韻은 -u(u)형으로 출현하지만, 入聲韻의 경
우 牙音字는 -iku형11), 明母字는 -oku형, 明母字 이외의 脣音字는 -uku형으로 출현하며, 漢音의
경우 기본적으로 -iu/-iku형으로 출현하지만, 明母字는 -ou/-oku형, 明母字 이외의 脣音字는
-ou/-uku형12)으로 출현한다.
먼저 陽聲韻 을 -u(u)형으로 반영된 [ク宮(見k)/フ 風(非f)/フウ風(非f)/ム夢(微ɱ)]과 明母字의
-oku형에서 淸濁字를 鼻音으로 반영한 [モク目(明m)] 는 吳音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陽聲韻의
脣音字를 -ou로 반영한 [ホウ豊(敷fh)]와 脣音字 이외의 陽聲韻을 -iu형으로 반영한 [キウ>キュウ
弓宮(見k)・窮(群g)/イウ>ユウ雄(于'∅)], 濁字를 淸音으로 반영한 [フク伏服復(奉v)], 淸濁字를 濁音
으로 반영한 [ボク牧(微ɱ)・目睦(明m)]는 漢音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머지 入聲字에서 明母 이외
의 脣音字의 -uku형인 [フク福腹幅複(非f)・覆(敷fh)]과 脣音字 이외의 -iku형인 [キク菊(見k)/シ
ク>シュク縮(山ʃ)]은 吳・漢音동형으로 분류하였다.
[崇(牀ʤ)]은 漢音形이라면 [シウ>シュウ]로, 吳音形이라면 [ズウ・ジウ>ジュウ]로 나타날 것
이 기대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漢和辭典에서 [スウ]를 慣用音으로 분류하고 있다13). 그러
나 이는 일본어 サ行子音의 口蓋性에 따른 直拗의 混同으로 인해 출현한 자음형으로 보이는
데, 실례로 [スウ]는 『蒙求』와『群書治要』에서 그 예를 확인할 수 있으며14), 이로 인해 佐々木
勇(2009b:207)도 이를 漢音의 자음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グウ宮(見k)]는 吳音에서 유래하지만, 淸濁의 혼동에 해당하는 예이므로 慣用音으로
분류하였다.

4. 開口3等 東韻 甲類

고 있어, [シウ>シュウ]는 그 출현배경을 확인할 수 없다.
11) 단지 齒音字는 –iku형이 -juku형으로 長母音化하여 [シク]는 [シュク]로 변화한다.
12) 일본 漢音에 걸친 輕脣音化의 반영에 대해서는 李京哲・李相怡(2013:63)을 참조하기 바란다.
13) 다음과 같은 일본의 대표적인 漢和辭典에서 [スウ崇(牀ʤ)]를 慣用音으로 분류하고 있다.
鎌田正․米山寅太郎(2001), 『漢語新辭典』大修館書店.
長澤規矩也․原田種成․戸川芳郎(1990),『新明解漢和辞典』三省堂.
小林信明(2003),『新選漢和辞典』小學館.
藤堂明保․松本昭․竹田晃․加納喜光(2003),『漢字源』學習硏究社.
竹田晃․坂梨隆三(1997),『漢和辞典』講談社.
諸橋轍次(1984),『大漢和辞典』大修館書店.
14) 佐々木勇(2009a:14, 280)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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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口3等 東韻 甲類의 字音 분류>
呉漢(15):ユウ融(喩'j)/イク育(喩'j)/チュウ中忠衷(知ṭ)/チク竹築(知ṭ)・畜蓄(徹ṭh)/リュウ隆(來
l)/シュウ終(照tɕ)/シュク祝(照tɕ)・宿粛(心s)・叔(審ɕ)
呉音(6):ジク軸(澄ḍ)/ロク六(來l)/シュ衆(照tɕ)/ジュク塾熟(禪ʑ)/ニク肉(日ņʑ)
漢音(7):チュウ仲沖虫(澄ḍ)/チク逐(澄ḍ)/リク陸(來l)/シュウ衆(照tɕ)/シュク淑(禪ʑ)
h

慣用音(3):ジュウ中(知ṭ)・充銃(穿tɕ )
開口3等 東韻 갑류는 29字 31音으로, 吳音・漢音 주로 -iu/-iku형으로 출현하지만, 예외적으로
直音形인 [ロク六(來l)]와 1拍形인 [シュ衆(照tɕ)]가 출현한다. 기본적인 반영인 -iu/-iku형은 聲母
만이 자음판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濁字를 濁音으로 반영한 [ヂク>ジク軸(澄ḍ)/ジク>
ジュク塾熟(禪ʑ)]와 淸濁字를 鼻音으로 반영한 [ニク肉(日ņʑ)]는 吳音으로, 濁字를 淸音으로 반영
한 [チウ>チュウ仲沖虫(澄ḍ)/チク逐(澄ḍ)/シク>シュク淑(禪ʑ)]는 漢音으로, 그밖에 淸字・次淸
字・喩母字・來母字 등 聲母가 吳音과 漢音에서 동일하게 출현하는 [イウ>ユウ融(喩'j)/イク育(喩
'j)/チウ>チュウ中忠衷(知ṭ)/チク竹築(知ṭ)・畜蓄(徹ṭh)/リウ>リュウ隆(來l)/シウ>シュウ終(照
tɕ)/シク>シュク祝(照tɕ)・宿粛(心s)・叔(審ɕ)]는 吳・漢音동형으로 분류하였다.
來母의 入聲字에 해당하는 [ロク六(來l)]와 [リク陸(來l)]는 漢音資料에서는 주로 [リク]로 출
현하며, 吳音資料에서는 [リク]와 [ロク]가 혼재하지만 [ロク]의 출현比率이 높아 [ロク六(來l)]
는 吳音으로, [リク陸(來l)]는 漢音으로 분류하였다15).
>>>

이는 來母 入聲에서 해당하지만 양성운은

[シュ・シュウ衆(照tɕ)]는 같은 [衆]字에 [シュ]와 [シュウ]라는 두 가지 자음형이 존재하는
형태로, 주로 虞韻・尤韻에서 출현하듯이 原音의 二重母音인 [iu]로 인식했건 鼻音韻尾를 포
함한 [iuŋ]으로 인식했건 일본한자음에서는 기본적으로 -iu형으로 수용하고 있다. 단지 サ行의
경우에는 [シウ>シュウ] 이외에 [シュ]표기가 공존하고 있는데, 오래된 시기에는 [シュ]와 [シ
ウ>シュウ]표기가 공존하가다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다른 子音과의 체계적 통일의 필요성에
따라 [シウ>シュウ]표기가 우세해진다16). 즉 실제로는

[シュ]와 [シュウ]가 吳音과 漢音을 구

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吳音이 漢音보다 오래된 자료가 많고, 역
사적으로 오래된 資料에 [シュ]表記가 우세하다는 점으로 인해, [シュ]를 吳音으로, [シウ>シュ
ウ]를 漢音으로 분류하였다.

5. 合口 3等 鍾韻 乙類
<合口3等 鍾韻 乙類의 字音 분류>
呉音(4):ク供(見k)/ゴク獄(疑ŋ)/フウ封(非f)/ブ奉(奉v)
h

h

漢音(16):キョウ共供恭(見k)・恐(溪k )・凶胸(曉h)/キョク曲(溪k )・局(群g)/ギョク玉(疑ŋ)/ヨ
h

ウ擁(影ʔ)/ホウ封(非f)・峰蜂(敷f )・奉縫俸(奉v)

15) 필자의 관견으로는 拗音의 정착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데, ロク는 직음, リク는 요음의 대체표기
로 판단된다. 한국한자음 역시 「륙>육」來母는 다른 聲母와 달리 요음 정착이 어려운데. 으로 변
화한 것과 같이 륙,룍,략 과 같이 치음인 來母의 요음형은 실제로 발음의 난이도가 쉽지 않으며, 이
로 인해 음운으로 정착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16)일본한자음에 나타나는 ウ列 直音・割音・融合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李京哲・白惠英
(2013:119-138)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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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口 3等 鍾韻 을류는 17字 20音으로, 吳音에서는 -(u)u/-oku형으로 출현하며, 漢音에서는 牙
喉音字는 -wijou>jou/-wijoku>-joku형으로, 脣音字는 唐代의 輕脣音化를 반영하여 -ou형17)으로
출현한다. 따라서 -(u)u/-oku형으로 출현하는 [ク供(見k)/ゴク獄(疑ŋ)/フウ封(非f)/ブ奉(奉v)]는
吳音으로, 牙喉音字를 -wijou>jou/-wijoku>-joku)형으로 반영한 [クヰヨウ>キョウ共供恭(見k)・
恐(溪kh)・凶胸(曉h)/クヰヨク>キョク曲(溪kh)・局(群g)/グヰヨク>ギョク玉(疑ŋ)/ヰヨウ>ヨウ擁
h

(影ʔ)]와 脣音字를 -ou형으로 반영한 [ホウ封(非f)・峰蜂(敷f )・奉縫俸(奉v)]는 漢音으로 분류할
수 있다.

6. 合口 3等 鍾韻 甲類
<合口3等 鍾韻 乙類의 字音 분류>
呉漢(7):ヨク浴欲(喩'j)/ショク嘱(照tɕ)・触(穿tɕh)/ソク足(精ts)・促(淸tsh)・束(審ɕ)
呉音(13):ユウ勇湧(喩'j)/ジュウ重(澄ḍ)・従(從dz)/リュウ竜(來l)/ロク緑録(來l)/シュ種腫(照tɕ)/
ジュ従(從dz)/ゾク俗続(邪z)・属(禪ʑ)
漢音(15):ヨウ用容庸溶踊(喩'j)/チョウ重(澄ḍ)/リョク緑(來l)/ショウ鐘(照tɕ)・衝憧(穿tɕh)・従
(從dz)・松訟(邪z)/ジョウ冗(日ņʑ)/ジョク辱(日ņʑ)
慣用音(2):ノウ濃(娘ṇ)/ジュウ縦(精ts)
合口 3等 鍾韻 갑류는 33字 37音으로, 漢音에서는 -jou/-joku형으로 출현하지만, 吳音에서는 陽
聲韻은 -iu형으로, 入聲韻은 -joku형으로 다르게 출현한다. 따라서 吳音과 漢音에서 다르게 출현하
는 陽聲韻은 그 자음형으로 쉽게 吳音과 漢音을 구별할 수 있지만, 같은 -joku형으로 출현하는 入
聲韻은 그 聲母만이 자음판별의 기준이 된다.
먼저 陽聲韻에서 -iu형으로 출현하는 [イウ>ユウ勇湧(喩'j)/ヂウ>ジュウ重(澄ḍ)・従(從dz)/リ
ウ>リュウ竜(來l)/는 吳音으로, -jou형으로 출현하는 [ヨウ用容庸溶踊(喩'j)/チョウ重(澄ḍ)/ショ
h

ウ鐘(照tɕ)・衝憧(穿tɕ )・従(從dz)・松訟(邪z)/ジョウ冗(日ņʑ)]는 漢音으로 분류할 수 있다.
入聲韻에서는 吳音・漢音 모두 -joku형으로 출현하지만, サ行의 경우 サ行子音의 口蓋的 성격으
로 인하여 -oku형으로 출현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oku형・-joku형에 대해서는 그 聲母만
이 자음판별의 기준이 된다. 즉 濁字와 淸濁字에 해당하지 않는 [ヨク浴欲(喩'j)/ショク嘱(照tɕ)・
h

h

触(穿tɕ )/ソク足(精ts)・促(淸ts )・束(審ɕ)]는 吳・漢音동형으로, 濁字를 濁音으로 반영한 [ゾク
俗続(邪z)・属(禪ʑ)]는 吳音으로, 淸濁字를 濁音으로 반영한 [ジョク辱(日ņʑ)]는 漢音으로 분류하
였다. 來母字의 경우 [ロク緑録(來l)]와 [リョク緑(來l)]의 경우처럼 直音形의 [ロク]와 拗音形의
[リョク]라는 두 가지 자음형이 공존하는데, 시기가 오래된 자료일수록 拗音形의 미정착으로 인한
直音形의 표기가 출현하며, 주로 吳音資料에서의 출현빈도가 높기 때문에 [ロク]는 吳音으로, [リョ
ク]는 漢音으로 분류하였다.
[シュ種腫(照tɕ)][ジュ従(從dz)]의 경우도, 漢音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ショウ]로 출현하며, 吳音
이 漢音보다 오래된 자료가 많고, 역사적으로 오래된 자료에 [シュ]表記가 우세하다는 점으로
인해, [ジュ従(從dz)]뿐만 아니라 [シュ種腫(照tɕ)]까지 吳音으로 분류하였다.

17)漢音의 鍾韻에 나타나는 輕脣音化의 반영에 대해서는 李京哲・李相怡(2013:60-61)를 참조하기 바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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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小結
지금까지 常用漢字 중에서 通攝韻에 해당하는 153字 171音을 대상으로, 이를 吳・漢音동
형, 吳音, 漢音, 唐音, 慣用音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

攝

通

韻
東(開1)
冬(開1)
東(開3을)
東(開3갑)
鍾(合3을)
鍾(合3갑)

合計

吳漢同
13
8
7
15
0
7
50

吳音
19
2
5
6
4
13
49

漢音
12
0
12
7
16
15
62

唐音
0
0
0
0
0
0
0

慣用音
2
2
1
3
0
2
10

合計
46
12
25
31
20
37
171

1)위의 표와 같이 通攝韻에 해당하는 153字 171音 중에서 吳・漢音동형이 50音, 漢音이
62音, 吳音이 49音, 慣用音이 10音이라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2)開口1等 東韻은 漢音에서는 일괄적으로 -ou/-oku형으로 출현하지만, 吳音에서는 -ou/-oku
형 이외에 -u형・-uu형이 출현하기 때문에 -ou/-oku형에 대해서는 吳音자료를 통해 일일이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3)開口3等 東韻 을류의

[スウ崇(牀ʤ)]는 대부분의 漢和辭典에서 慣用音으로 분류하고 있지

만, 일본어 サ行子音의 口蓋性에 따른 直拗의 混同으로 인해 출현한 자음형으로, 실제 漢音자
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漢音으로 분류할 수 있다.
4)開口3等 東韻 갑류의 [シュ・シュウ衆(照tɕ)]는 [シュ]와 [シュウ]가 吳音과 漢音을 구별하
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吳音이 漢音보다 오래된 자료가 많고, 역사적
으로 오래된 資料에 [シュ]表記가 우세하다는 점으로 인해, [シュ]를 吳音으로, [シウ>シュウ]
를 漢音으로 분류하였다.
5)合口 3等 鍾韻 갑류의 [ロク緑録(來l)]와 [リョク緑(來l)]처럼 來母字에 直音形의 [ロク]와 拗
音形의 [リョク]라는 두 가지 자음형이 공존하는데, 시기가 오래된 자료일수록 拗音形의 미정착으로
인한 直音形의 표기가 출현하며, 주로 吳音資料에서의 출현빈도가 높기 때문에 [ロク]는 吳音으로,
[リョク]는 漢音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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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1분과)-7 토론]

「日本 常用漢字表 通攝韻 所屬字의 字音 分類」에 대한 토론문

동국대학교 이시야마 데쓰야
우선 상용한자표에 나와 있는 한자음에 한해서 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용한자표는 어디까지나 일상생활 속에서 쓰이는 것을 예시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발표하신
부분에도 상용한자표에 나와 있는 한자음에 대해서만 언급하셨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18). 상용한자표 안에 제시된 한자음 중 얼마나 많은 문
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관용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서 사전 편찬자 사이에서 견해의 불일치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토론자로서는 상용
한자표의 독음만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Ⅱ. 1. 마지막 부분에서 “[ク紅(匣ɦ)/ボク撲(滂ph)]는 淸濁의 혼동에 해당하는 예이므로 慣
用音으로 분류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紅와 같은 경우는 한음 コウ와 대립되는 오음
으로서는 グ가 나와야 되는데 관용음인 ク가 상용한자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탁
의 혼동이라 보아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撲자와 같은 경우는 僕(ボク)에서 온 유추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그리고 『新字源』은 撲자에 대해서 한음에 두 가지의 음
(通攝屋韻의 ホク와 江攝覺韻의 ハク)이 있다고 기재했고 『新漢語林』은 오음 バク, 한음 ハク
로, 즉 江攝覺韻으로만 기재했습니다. 오음 자료에 バク가 어느 정도 관찰되며, 한음 자료에
서는 ハク, ホク, ボク 중 어떤 것이 제일 많이 관찰되는지 궁금합니다.
沃자의 관용음이 나온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옛날 자료를 보면 필
사 상 오류 때문에 원본과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는데 혹시 이 ヨク와 같은 경
우도 ヲク의 필사 상 오류가 아닌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8) 몇 가지 예를 들자면 公자, 牧자, 宮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상용한자표에 훈독만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여기서 거론되지 않은 한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서 熊자는 분명히 음독이
있는데 상용한자표에는 훈독만 제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東韻에 속함에도 여기서 거론되지 않
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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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1분과)-8]

정약용의 『周易四箋』에 보이는 한자자형에 대한 인식 연구
서한용(徐漢庸)1)

[ 目 次 ]

Ⅰ. 緖論
Ⅱ. 字形構造
Ⅲ. 字形變遷
Ⅳ. 字形關係
Ⅴ. 結論
Ⅰ. 緖論
河永三은『「六書策」에서 보이는 朴齊家와 李德懋의 文字觀에 대한 比較』에서 박제가와 이덕
무에 대해 논하면서 “朝鮮後期實學史에 있어 그들의 思想體系는 後代에 秋史[金正喜，
1786-1856]의 金石學과 茶山[丁若鏞，1762-1836]의 經學 그리고 五州[李圭景，1788－未詳]의
言語學에 影響을 주었다. 이 점 만으로 볼 때도，楚亭과 雅亭 두 사람의 문자관에 대한 研究는
重要한 學術價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2)라고 하여 朴齊家, 李德懋, 金正喜, 丁若鏞, 李圭景
의 문자언어학적 학문의 價值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茶山의 학문이 韓國文字學史
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楊沅錫은『朝鮮 後期 文字訓詁學 硏究』에서 “조선 후기 實學의 거두로 평가받는 茶山
丁若鏞(1762〜1836)은 평생을 학문 연구에 몰두하여 학문 제반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저술을 남
겼으며, 특히 經學 연구에 있어서 걸출한 업적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문집『與猶堂全書』에서 문
자훈고학의 효용 및 의의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또 경학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문자
훈고학적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였다.”3)라고 하여 茶山의『與猶堂全書』에 문자학에 대한 견해가
있음을 밝히고,「字說」,「茯菴李基讓墓誌銘」,「蒙學義彙序」,「千文評」,「敎穉說」등에서 보이는 茶山
1)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硏究敎授, shuhy@hanmail.net
2)
“在朝鮮後期實學歷史上，他們的思想體系影響了後代秋史(金正喜，1786-1856)之金石學和茶山(丁若
鏞，1762-1836)的經學·五州(李圭景，1788－未詳)的語言學，僅從這一點而言，對楚亭和雅亭二人的文
字觀的研究，也有其重要的學術價值.”- 河永三,「『六書策』所見朴齊家與李德懋之文字觀比較」,『國際中
國學研究』第６輯, 한국중국학회, 2003, 358p.
3) 楊沅錫,『朝鮮 後期 文字訓詁學 硏究』, 高麗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06년12월, 7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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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文字學에 대한 견해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茶山이 문자학적 방법론을 적극 활용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與猶堂全書』에 수록되어 있는 방대한 저술과 韓國經學資料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檀弓箴誤』,『讀尙書補傳』,『尙書知遠錄』,『論語手箚』등의 경학 저술에서 보이는 茶山의 문자학적
면모를 밝히기에는 기존의 연구 성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茶山의 문자훈고학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글자의 뜻을 밝힌 훈고학적 내용이 주로 연구되었고, 字形構造, 字形變遷,
字形關係 등의 문자학적 내용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許慎이『說文』에서 풀이한 字形 설명과의 비교를 위주로 茶山의『周易四
箋』에서 보이는 漢字字形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여 이후 茶山 저술에 대한 문자학 연구에 기여
하고자 한다.

Ⅱ. 字形構造
『周易四箋』에서 한자의 字形構造를 풀이한 예를 살펴보면, 指事字를 풀이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다음에서 象形字, 會意字, 形聲字의 3가지 글자 풀이를 통해『周易四箋』에 보이는
漢字字形構造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象形字
『周易四箋』에 보이는 象形字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丁若鏞과 그의 맏아들 丁學淵 그리고
둘째아들 丁學游가 朱子의『周易本義』에 있는 글자풀이와 中國 字書의 古文字 풀이를 참고하거
나 혹은『周易』의 卦 모양에 따라 풀이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구체적 면모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 屯
朱子는『周易本義·屯』에서 ‘屯’字에 대해 “屯字, 象屮穿地始出而未申也. [‘屯’字는 ‘屮’이 땅을
뚫고 비로소 나와서, 아직 펴지 못한 것을 象形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丁若鏞은『周易四箋·
屯』에서 朱子의 말을 인용하고 “屯之字義, 本然, (丿象遇險也, 乚象屮形勾曲) 故春字從屯也.
(古作旽.) [‘屯’字의 뜻은 본래 이러한 것이니 (‘丿’은 험난함을 만난 것을 象形한 것이고, ‘乚’은
‘屮’의 모양이 굽은 것을 象形한 것이다) 이 때문에 ‘春’字가 ‘屯’을 따르는 것이다. (예전에는
‘旽’으로 썼다)]”라고 하여 ‘屯’字의 字形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許慎은『說文·屮
部』에서 ‘屯’字에 대해 “

, 難也. 象艸木之初生, 屯然而難. 从屮貫一. 一，地也. 尾曲.『易』

曰：‘屯，剛柔始交而難生.’ [‘

’은 ‘곤란’을 뜻한다. 艸木이 처음 나와 곤란에 처한 것을 상형

한 것이다. ‘屮’이 ‘一’을 꿰뚫은 것을 따른다. ‘一’은 땅이다. 꼬리부분이 굽었다.『易』에서 ‘屯은
강함과 부드러움이 만나기 시작함에 나오기 어려움을 뜻한다.’라고 하였다.]”라고 풀이하고,「艸
部」에서 ‘春’字에 대해 “

, 推也. 从艸从日，艸春時生也. 屯聲. [‘

’은 밀 ‘推’의 뜻을 갖고

있다. ‘艸’와 ‘日’을 따르는데, 풀이 봄에 생겨남을 뜻한다. ‘屯’聲이다. ]”라고 풀이하였는데, 이
를 통해 丁若鏞이『說文』의 풀이를 토대로 朱子의 풀이를 한층 심화시켜 ‘丿’과 ‘乚’의 字形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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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春’字와의 관련성까지도 설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生
丁若鏞은『周易四箋·坤』에서 “衆萬之生根, 皆著土, (古文生作

, 象

만물이 뿌리를 낼 때 모두 흙에 의지하기 때문에 (古文의 ‘生’은 ‘

出土) 萬物資生也. [뭇

’으로 쓴다. ‘ ’이 흙에서

나오는 것을 象形한 것이다.) 萬物이 그것을 바탕으로 생겨난다고 한 것이다.]”라고 하여 ‘生’의
古文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說文·生部』에서 ‘生’字에 대해 “
上. [‘

, 進也. 象艸木生出土

’은 ‘나오다’의 뜻이다. 艸木이 흙 위로 나온 것을 상형한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의 ‘生’字에 대한 풀이가『說文』의 풀이에 토대를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3) 疒
丁學淵은『周易四箋·巽』에서 “疾病爲字, 象人倚牀. (字從人, 從牀) [‘疾’과 ‘病’은 글자를 만든
방법이 사람이 平床에 기댄 모습을 象形한 것이다. (글자가 사람을 따르고, 平床을 따른다.)]”라
고 하여 ‘疾’과 ‘病’의 部首字인 ‘疒’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說文·疒部』에서 ‘疒’字에
대해 “

, 倚也. 人有疾病，象倚箸之形. [‘

’은 ‘기대다’의 뜻이 있다. 사람이 疾病에 걸려 기

대고 있는 것을 상형한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丁學淵의 풀이가『說文』의 풀
이에 토대를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說文』의 풀이에서는 사람만을 언급하고 平床에 대해서
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丁學淵이 평상을 따르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풀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疒’의 古文字形으로 ‘ ’4)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字形에 따르면 丁學淵의 풀이가 매
우 정확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出
丁若鏞은『周易四箋·說卦傳』에서 “出字, 象屮出凵中. [‘出’字는 ‘屮’이 ‘凵’ 속에서 나오는 것을
象形한 것이다.]”라고 하여 ‘出’字의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說文·出部』에서 “
也. 象艸木益滋，上出達也. [‘

, 進

’은 ‘나오다’의 뜻이다. 艸木이 번식하여 위로 올라온 것을 상형

한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의 ‘出’字에 대한 설명이 許慎의『說文』과 기
본적으로 일치하지만 그 풀이가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中國 字典에서도
丁若鏞과 같이 풀이한 경우를 찾을 수 없는데, 이를 통해 丁若鏞의 글자 풀이가 中國 字典의
것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 풀어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丁若鏞은 앞의 ‘生’字
에 대한 풀이에서도『說文』의 ‘象艸木生出土上’과 다르게 ‘象

出土’로 풀이하였는데, ‘艸木’에

해당하는 ‘ ’ 字形을 직접 제시하여 풀이하는 방식이 ‘出’字의 풀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求
丁學游는『周易四箋·屯』에서 “『易』例, 艮爲求. (字從
[『易』例에 艮은 求함의 뜻이 된다. (글자가 ‘

中有丨) 故「雜卦」以觀爲求. (觀大艮)

’ 가운데 ‘丨’이 있는 것을 따른다.) 이 때문에「雜

卦傳」에서도 觀卦를 ‘求’라고 한 것이다. (觀卦는 大艮이다.)]”라고 하여 ‘求’字의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說文·裘部』에서 “

, 皮衣也. 从衣求聲. 一曰象形，與衰同意. 凡裘之屬皆

4)『古文字詁林』, 第7券, 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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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裘.

, 古文省衣. [‘

’는 가죽옷이다. ‘衣’의 뜻을 따르고 ‘求’의 소리를 따른다. 象形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衰’와 조자 뜻이 비슷하다. ‘裘’에 속하는 것들은 모두 ‘裘’를 따른다. ‘

’는

古文으로 ‘衣’가 생략된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의 ‘求’字에 대한 설명
이『說文』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說文』은 ‘求’가 ‘裘’字에서 ‘衣’를 省略한 글자라고
설명하였는데, ‘裘’에 대해 ‘从衣求聲’라고 하고 ‘一曰象形’이라고 한 것을 보면 許慎이 ‘求’의
造字方法에 대해 象形으로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丁學游는『說文』의 풀이와 달리 ‘求’가
『周易』의 艮卦 符號인 ‘

’를 따른다고 풀이하였는데, 이러한 설명은『周易』의 괘 모양과 관련시

키고자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 會意字
『周易四箋』에 보이는 會意字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丁若鏞 父子의 字形 풀이가 許慎이『說
文』에서 한 풀이와 거의 일치하지만 다르게 설명한 것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許慎이
『說文』에서 小篆 字形에 따라 글자를 설명한 것과 달리 丁若鏞은 楷書 字形에 따라서도 글자를
풀이하였고, 특히 會意字에 대한 풀이 방식에 있어 許慎이 ‘從’으로 그 字形을 설명한 것과 달
리 丁若鏞은 ‘從’ 뿐만 아니라 ‘象’으로도 會意字의 構成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丁若鏞
은『說文』이후 字典에 보이는 글자 풀이도 참고하였는데, 아래에서 그 구체적 면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章
丁學淵은『周易四箋·坤』에서 “章者, 樂之一終也. (『說文』云) 震爲音樂之卦, 故震則爲章也.
(字從音, 從十) [章은 音樂이 한번 마친 것이다. (『說文』에서 말하였다) 震은 音樂의 卦이기
때문에 震이 章의 뜻이 된다. (글자가 ‘音’을 따르고, ‘十’을 따른다)]”라고 하여 ‘章’의 뜻과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說文·音部』에서 ‘章’字에 대해 “
十，數之終也. [‘

, 樂竟爲一章. 从音从十.

’은 음악이 한번 마치게 되는 一章을 뜻한다. ‘音’과 ‘十’을 따른다. ‘十’은

數의 끝이다.]”라고 풀이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丁學淵이『說文』의 뜻을 풀어 설명하고 字形에
대해서도『說文』과 동일하게 풀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天, 至
丁若鏞은『周易四箋·乾』에서 “大哉者, 天德也. (天字從大, 又至字從土) [‘大哉’라고 한 것은
하늘의 덕을 말한 것이다. (‘天’字는 ‘大’를 따르고, ‘至’字는 ‘土’를 따른다)]”라고 하여 ‘天’과
‘至’字의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說文·一部』에서 “
[‘

, 顚也. 至高無上，从一、大.

’은 머리 ‘顚’과 뜻이 같다. 지극히 높아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一’과 ‘大’를 따른

다.]”라고 풀이하고,「至部」에서 “
至，下來也. [‘

, 鳥飛从高下至地也. 从一，一猶地也. 象形. 不，上去；而

’는 새가 날아 위에서 땅 아래로 내려 온 것을 뜻한다. ‘一’을 따르는데, ‘一’

은 땅을 뜻한다. 象形한 것이다. ‘不’이 위로 올랐다가 아래로 내려온 것을 뜻한다.]”라고 풀이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의 ‘天’字에 대한 설명은『說文』과 같지만 ‘至’字에 대한 설명은
『說文』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說文』에서 ‘至’字에 대해 ‘一’과 ‘不’의 會意字로 풀
이한데 반해 丁若鏞은 ‘一’이 아닌 ‘土’를 따르는 字形으로 풀이하였는데, 이러한 丁若鏞의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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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古文字 字形이 아닌 楷書 字形에 따라 풀이한 결과로 볼 수 있다.
3) 明, 行
丁若鏞은『周易四箋·履』에서 “明者, 雙明也. (字從日, 從月) 行者, 雙行也. (左彳而右亍) 一
目旣眇, 不足有明也. 一足旣跛, 不足有行也. [明은 두 눈의 밝음이고, (글자가 ‘日’을 따르고,
‘月’을 따른다) 行은 두 다리의 다님이다. (왼쪽발로 걷고 오른쪽발로 걷는다) 한 눈이 멀면,
밝음이 부족하게 되고, 한 다리를 절면 다님에 부족함이 있게 된다.]”라고 하여 ‘明’과 ‘行’字
의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說文·明部』에서 ‘明’字에 대해 “
之屬皆从朙.

, 古文朙, 从日. [‘

속하는 것은 모두 ‘朙’을 따른다. ‘
部」에서 ‘行’字에 대해 “

, 照也. 从月从囧. 凡朙

’은 ‘비추다’의 뜻이다. ‘月’과 ‘囧’의 뜻을 따른다. ‘朙’에
’은 古文의 ‘朙’으로 ‘日’을 따른다.]”라고 풀이하고,「行

, 人之步趨也. 从彳从亍. [‘

’은 사람이 걷는 것을 뜻한다. ‘彳’과

‘亍’을 따른다.]”라고 풀이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의 ‘明’과 ‘行’字에 대한 풀이가『說文』
과 기본적으로 같지만 그 뜻풀이에 있어 두 字形으로 이루어진 會意字의 뜻을 잘 살려서 설
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明’의 字形 풀이에 있어서도 小篆의 ‘囧’字形이 아닌 古文과
楷書의 ‘日’字形에 따라 글자를 풀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師
丁若鏞은『周易四箋·師』에서 “師者, 以一而帥衆也. (字從一, 從帥) 弟子群集. 以一人而帥之,
則名之曰師也. 卒伍衆盛, 以一人而帥之, 則名之曰師也. 周制, 五百人爲旅, 五旅爲師. (二千五
百人) [‘師’는 여러 사람을 통솔하는 한 사람을 뜻한다. (글자가 ‘一’을 따르고, ‘帥’을 따른다)
弟子가 모였을 때 통솔하는 한 사람을 ‘師’라고 하고, 병졸이 모였을 때 통솔하는 한 사람을
‘師’라고 한다. 周나라 제도에 따르면 오백 명을 ‘旅’라고 하고, ‘五旅’를 ‘師’라고 했다. (이천
오백 명)]”라고 하여 ‘師’字의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說文·帀部』에서 ‘師’字에 대해
“

, 二千五百人爲師. 从帀从. ，四帀，眾意也. [‘

’, 2500명의 사람을 ‘師’라고 한다.

‘帀’과 ‘’를 따른다. ‘’는 사방을 빙 두른 것으로 많다는 뜻을 나타낸다.]”라고 풀이하였는
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의 ‘師’字에 대한 풀이가『說文』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說
文』이 ‘師’字에 대해 ‘帀’과 ‘’를 따른다고 풀이한 것과 달리 丁若鏞은 ‘一’과 ‘帥’을 따른다
고 풀이한 것이다. ‘師’字의 小篆을 보면 그 字形이 ‘
形이 ‘

’로 오른쪽 편방인 ‘

(帀)’의 아래 字

(巾)’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許慎은 古文字 字形을 기준으로 글

자를 설명했기 때문에 ‘巾’이 아닌 ‘帀’을 따른다고 풀이한 것이고, 丁若鏞은 古文字 字形이
아닌 楷書 字形에 따라 풀이하여 ‘一’과 ‘帥’을 따르는 것으로 풀이한 것을 알 수 있다.
5) 安
丁若鏞은『周易四箋·安貞例』에서 “安貞者, 安靜之事也. 安之爲字, 象女在室中. [‘安貞’이라는
것은 安靜된 일을 뜻한다. ‘安’字는 女子가 집안에 있는 것을 象形하여 만든 것이다.]”라고 하
여 ‘安’字의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說文·宀部』에서 ‘安’字에 대해 “
在宀下. [‘

, 靜也. 从女

’은 조용하다의 뜻이다. ‘女’가 ‘宀’ 아래 있는 것을 따른다.]”라고 풀이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의 글자 풀이가 許慎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宀’을 常用字인 ‘室’로 바꾸
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中國의 字書를 살펴보면『字彙』에서 ‘安’에 대
해 “从女在屋中, 故云安. [여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따르는데, 이 때문에 편안하다고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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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라고 하였는데, 丁若鏞의 풀이가 ‘从’을 ‘象’으로 하고, ‘屋’을 ‘室’로 바꾸어 풀이한 것
임을 알 수 있다. 특히 會意字인 ‘安’을 풀이하는데 있어 ‘从’을 쓰지 않고 ‘象’으로 한 것은
會意字를 象形字와 같이 풀이한 것으로 글자풀이에 있어 象形字와 會意字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利
丁若鏞은『周易四箋·无妄』에서 “利者, 象以刀刈禾也. (字從禾, 從刀) [‘利’는 칼로 벼를 베는
모습을 상형한 것이다. (글자가 ‘禾’를 따르고 ‘刀’를 따른다.)]”라고 하여 ‘利’字의 字形에 대
해 설명하였다. 許慎은『說文·刀部』에서 ‘利’字에 대해 “
『易』曰：‘利者，義之和也.’ [‘

, 銛也. 从刀. 和然後利，从和省.

’는 ‘날카롭다’의 뜻이다. ‘刀’를 따른다. 화합한 연후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和’의 생략형을 따른 것이다.『易』에서 ‘이익은 의리가 화합한 것이다.’라고 하였
다.]”라고 풀이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의 글자 풀이가 許慎이 ‘利’字의 ‘禾’ 字形에 대해
‘和’의 省略形을 따른다고 풀이한 것과 달리 ‘禾’를 따른다고 설명한 것을 알 수 있다. 역대
中國字典을 찾아보면 모두 許慎의 설을 따르고 丁若鏞과 같이 ‘以刀刈禾’로 풀이한 경우를 찾
아볼 수 없는데, ‘象以刀刈禾也’의 풀이에 따라 ‘刀’와 ‘禾’의 결합으로 ‘利’字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은 丁若鏞의 독창적 견해로 볼 수 있다. 한편 ‘利’字 풀이에 있어서도 앞의 ‘安’字 풀이에
서와 마찬가지로 會意字를 설명함에 있어 象形字의 풀이 방식인 ‘象’으로 설명하였는데, 다만
‘利’字에 대해서는 ‘安’字와 달리 ‘從’으로도 字符를 설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困
丁若鏞은『周易四箋·无妄』에서 “困之爲字, 象木在囗中. (古文圍作囗) [‘困’은 ‘木’이 ‘囗’ 속
에 있는 것을 象形하여 만든 글자이다. (古文의 ‘圍’를 ‘囗’로 적는다)]”라고 하여 ‘困’字의 字
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說文·囗部』에서 ‘困’字에 대해 “

, 故廬也. 从木在囗中. [‘

’

은 옛날의 오두막집이다. ‘木’이 ‘囗’ 안에 있는 것을 따른다.]”라고 풀이하였는데, 이에 따르
면 丁若鏞이 ‘困’字에 대해서도 ‘从’을 ‘象’으로 바꾸어 會意字를 풀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丁若鏞은 ‘囗’ 字形에 대해서 古文의 ‘圍’字라고 보충 설명하였는데,『說文·囗部』에서 ‘囗’
字에 대해 “

, 回也. 象回帀之形. [‘

하고, ‘圍’字에 대해 “

’는 ‘回’의 뜻이다. 휘감는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라고

, 守也. 从囗韋聲. [‘

’는 ‘지키다’의 뜻이다. ‘囗’의 뜻을 따르고,

‘韋’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여 서로 다른 글자로 풀이한 것을 볼 때 丁若鏞의 ‘囗’字에 대
한 설명은『說文』을 따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說文』이후의 字書를 살펴보면 ‘囗’가 古文
의 ‘圍’라고 풀이한 예가『玉篇』의 “囗, 于非切. 回也. 古圍字. [‘囗’는 ‘于’와 ‘非’의 反切音이
다. ‘回’의 뜻이다. ‘圍’의 古字이다.]”에서 처음 보인다. 이를 통해 丁若鏞이 글자를 풀이함에
있어『說文』의 풀이 외에도 다른 字書의 풀이를 참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形聲字
『周易四箋』에 보이는 形聲字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丁若鏞이 字形이 지니는 뜻에 치중하
여 글자를 풀이하였기 때문에 그가 形聲字의 義符를 주로 하여 설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
고, 許慎이 聲符로 풀이한 字形 역시 義符로 풀이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字形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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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지니는 뜻을 연관 지으려 했기 때문에 字形을 풀이함에 있어 本義를 국한하지 않고, 假
借義에 따라서도 글자의 뜻을 지닌 義符로 설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의 會意字
와 마찬가지로 古文字 字形이 아닌 楷書 字形에 따라서도 글자를 풀이하였기 때문에『說文』과
다르게 字形을 해석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아래에서 그 구체적 면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鞶
丁若鏞은『周易四箋·訟』에서 “鞶帶者, 革帶也. (字從革) 革帶者, 韠帶也. [鞶帶는 革帶를 뜻
하고, (글자가 ‘革’을 따른다) 革帶는 韠帶를 뜻한다.]”라고 하여 ‘鞶’字의 字形에 대해 설명하
였다. 許慎은『說文·革部』에서 “
聲. [‘

, 大帶也.『易』曰：‘或錫之鞶帶.’ 男子帶鞶，婦人帶絲. 从革般

’은 큰 혁대이다.『易』에서 ‘큰 혁대를 하사하였다.’라고 하였다. 男子는 혁대를 차고,

婦人은 실을 찼다. ‘革’의 뜻을 따르고, ‘般’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풀이하였는데, 이에 따르
면 許慎이 ‘鞶’의 ‘革’과 ‘般’ 字形을 모두 풀이하였지만 丁若鏞은 그 義符 字形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聲符 字形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丁若鏞이 글자
字形을 설명함에 있어 뜻과 관련 있는 義符字形을 주로 하여 글자를 풀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氣
丁若鏞은『周易四箋·乾』에서 “乾則爲氣. (字從气) 是陽氣也. [乾은 氣인데 (글자가 ‘气’를 따
른다) 바로 陽氣이다.]”라고 하여 ‘氣’字의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說文·米部』에서
“

, 饋客芻米也. 从米气聲. [‘

’는 손님에게 대접하는 거친 쌀이다. ‘米’의 뜻을 따르고, ‘气’

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고, 「气部」에서 “

, 雲气也. 象形. [‘

’는 구름의 기운이다. 象形

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說文』의 풀이에 따르면 ‘氣’의 本義는 ‘饋客芻米’이기 때문에 ‘气’
는 뜻과 관련 없는 聲符일 뿐이다. 丁若鏞은『周易四箋』에서 ‘字從’을 씀에 있어 뜻을 나타내
는 義符를 설명할 때 사용하였는데, 여기서도 ‘氣’에 대해 그 뜻을 나타내는 ‘气’를 따르는 것
으로 풀이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丁若鏞이 글자의 字符를 이용하여 글자의 뜻을 풀이할 때
許慎과 같이 글자의 本義에 따른 것이 아니라 本義 외의 假借義와도 字符의 뜻이 관련되면
‘字從’으로써 그 字符의 뜻과 일치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丁若鏞의 글자풀이
는 本義에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聲符를 假借義에 따른 義符로 풀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離, 禽
丁若鏞은『周易四箋·乾』에서 “离則爲雉, (「說卦」文) 飛鳥之卦也. 離字從隹, 禽字從离, 荀九
家之离爲飛, 其有徵矣. [离는 꿩을 뜻하기 때문에 (「說卦」에 나오는 문장이다.) 나는 새를 상
징하는 卦이다. ‘離’字는 ‘隹’를 따르고, ‘禽’字는 ‘离’를 따른다. 荀九家가 离를 ‘飛’의 뜻으로
본 것은 근거가 있다.]”라고 하여 ‘離’와 ‘禽’字의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說文·隹部』
에서 “

, 黃倉庚也. 鳴則蠶生. 从隹离聲. [‘

’는 黃倉庚이다. 울면 누에가 생긴다. ‘隹’의 뜻

을 따르고, ‘离’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여 ‘離’字가 ‘隹’의 뜻을 따른다고 풀이하였다. 하지
만「厹部」에서 “

, 走獸緫名. 从厹，象形，今聲. 禽、离、兕頭相似. [‘

’은 들짐승을 통틀어

말한다. ‘厹’의 뜻을 따르는데, 象形한 것이다. ‘今’의 소리를 따른다. ‘禽’, ‘离’, ‘兕’의 머리는
비슷하다.]”라고 하여 ‘禽’과 ‘离’의 머리 부분의 古文字形이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하고 ‘禽’이
‘离’를 따르는 것이 아닌 ‘厹’와 ‘今’의 字形을 따르는 것으로 풀이하였는데, 이것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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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若鏞이 ‘禽’字를 설명함에 있어『說文』과 같이 古文字形에 따라 풀이하지 않고 楷書 字形에
따라 풀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巡
丁若鏞은『周易四箋·坤』에서 “川者, 順之義也. 順馴等字, 皆從川, 其實從巛也. (流字從巛, 則
川本巛也) 故周行中土, 謂之巡, (字從巛) 而音與馴同也. [‘川’은 順의 뜻이다. ‘順’과 ‘馴’ 등의
글자는 모두 ‘川’을 따르지만 실제로는 ‘巛’을 따르는 글자들이다. (‘流’字가 ‘巛’을 따르는 것
으로 볼 때 ‘川’도 본래 ‘巛’이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天子가 中原의 땅을 둘러보는 것을
‘巡’이라 한다. (글자가 ‘巛’을 따른다) 또한 발음도 ‘馴’字와 같다.]”라고 하여 ‘巡’字의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說文·辵部』에서 “

, 延行皃. 从辵川聲. [‘

’은 줄지어 가는 모습을

뜻한다. ‘辵’의 뜻을 따르고, ‘川’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여 ‘巡’의 ‘川’을 聲符로 풀이하였
는데, 丁若鏞은 ‘巡’의 ‘巛’ 字形에 대해 義符를 뜻하는 ‘從’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그 音이
‘馴’과 같다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 볼 때 丁若鏞이 ‘巡’의 ‘巛’이 원래 ‘川’과 같은 글자였기
때문에 ‘馴’의 ‘川’과 같은 발음을 나타낸다는 것도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和
丁若鏞은『周易四箋·乾』에서 “和字, 象以口食禾. [‘和’字는 입(口)으로 곡식(禾)을 먹는 것을
象形한 글자이다.]”라고 하여 ‘和’字의 字形에 대해 會意字로 설명하였다. 許慎은『說文·口部』
에서 “ , 相譍也. 从口禾聲. [‘ ’는 서로 응하는 것이다. ‘口’의 뜻을 따르고, ‘禾’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여 ‘和’에 대해 形聲字로 풀이하였다. 歷代 中國字典을 찾아보면 모두『說文』
과 같이 풀이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和’字에 대해 ‘以口食禾’와 같이 會意字로 풀
이한 것이 丁若鏞의 독창적 인식임을 알 수 있다.
6) 需
丁若鏞은『周易四箋·需』에서 “又其爲字, 從雨從天. (天古文作
는 ‘雨’를 따르고 ‘天’을 따른다. (‘天’의 古文은 ‘

) 雨在天則雲也. [또 그 글자

’으로 적는다) 비가 하늘에 있으면 구름이

된다.]”라고 하여 ‘需’字의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說文·雨部』에서 “
不進，止 也. 从雨而聲.『易』曰: ‘雲上於天，需’. [‘

,

也. 遇雨

’는 ‘기다리다’의 뜻이다. 비를 만나 가지

못하고 멈춰 기다리는 것이다. ‘雨’의 뜻을 따르고, ‘而’의 소리를 따른다.『易』에서 ‘하늘에 구
름이 올라가 있으면 기다린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여 ‘需’의 ‘而’를 聲符로 풀이하였는데, 이
에 대해 徐鉉은 “李陽冰據『易』‘雲上於天’云: ‘當从天’，然諸本及前作所書皆从而，無有从天者.
[李陽冰이『易』의 ‘하늘에 구름이 올라가 있다.’에 근거하여 ‘天을 따라야 마땅하다.’라고 하였
다. 하지만 여러 판본과 이전에 지은 책이 모두 ‘而’를 따르는데, ‘天’을 따르는 것은 없다.]”
라고 하여 李陽冰이 ‘需’字에 대해 ‘天’을 따른다고 풀이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하
지만 丁若鏞은 ‘天’의 古文 字形을 근거로 李陽冰의 설과 같이 ‘需’字에 대해 ‘天’을 따르는
會意字로 설명하였다.

Ⅲ. 字形變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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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易四箋』의 文字註釋에는 象形字, 會意字, 形聲字 등의 六書에 관한 풀이뿐만 아니라 字形
變遷에 대한 풀이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아래에서 ‘乾’, ‘舟’, ‘晉’, ‘鼎’, ‘豐’ 등의 5자에 대한
文字註釋을 통해 丁若鏞의 漢字字形變遷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乾
丁若鏞은『周易四箋·乾』에서 “乾者, 氣也. 古篆, 氣作
轉隷也. (古文氣早二字皆作

) 乞者,

뜻한다. 옛 篆書에서는 ‘氣’를 ‘ ’, ‘

, 作

, 又作

, 作

.

者,

之

之轉隷也. (篆又作 , 此以卦爲字也.) [‘乾’은 氣를
’, ‘

’, ‘

’ 등으로 적었다. ‘ ’은 ‘

어 隸書로 된 것이다. (古文에서 ‘氣’와 ‘早’ 두 글자 모두 ‘

’와 ‘

’가 바뀌

’로 적는다.) ‘乞’는 ‘

’와 ‘

’

가 바뀌어 隸書로 된 것이다. (篆書에서 ‘ ’로 적기도 하는데, 이 字形은 卦를 글자로 삼은
것이다.)]”라고 하여 ‘乾’의 좌우 글자 모두 원래 ‘氣’字였는데, 隸書로 바뀜에 따라 ‘ ’와 ‘乞’
로 변한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許慎은『說文·乙部』에서 ‘乾’字에 대해 “
物之達也. 倝聲.

, 籒文乾. [‘

’은 위로 나오는 것이다. ‘乙’의 뜻을 따르는데, ‘乙’은 사물

이 도달하는 것이다. ‘倝’의 소리를 따른다. ‘

’은 籒文의 ‘乾’이다.]”라고 하여, ‘乾’字가 ‘乙’

과 ‘倝’이 결합된 形聲字로 풀이하였다. 또한「倝部」에서 ‘倝’字에 대해 “
从旦㫃聲. [‘

, 上出也. 从乙，乙，

, 日始出，光倝倝也.

’은 해가 뜨기 시작하여 빛나는 모습을 뜻한다. ‘旦’의 뜻을 따르고, ‘㫃’의 소

리를 따른다.]”라고 하여 ‘倝’字를 ‘旦’과 ‘㫃’이 결합된 글자로 풀이하였다.『甲骨文編』과『金文
編』모두 ‘乾’字를 수록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乾’을 비교적 나중에 만들어진 形聲字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乾’에 대해 원래 ‘氣’字가 변한 ‘ ’와 ‘乞’이 결합된 會意字로 풀이
한 丁若鏞의 풀이가 古文字 字形에 따라 임의로 해석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丁若鏞의
이러한 풀이를 통해 그가 古文字 字形에서 隸書로 변하는 隸變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2) 舟
丁若鏞은『周易四箋·恒』에서 “此之謂恒也. (古文恒與亘通. 象舟竟兩岸也.) [이것을 ‘恒’이라
고 한다. (古文에서는 ‘恒’字와 ‘亘’字가 통용되었다. 배가 양쪽 언덕을 오가는 것을 象形한 것
이다.]”라고 하여 ‘恒’字의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說文·二部』에서 “
从舟在二之閒上下. 心以舟施，恆也.

, 古文恆从月.『詩』曰：‘如月之恆.’ [‘

, 常也. 从心,
’은 ‘항상’의 뜻

이다. ‘心’의 뜻을 따르고 ‘舟’가 ‘二’ 사이에서 위 아래로 오가는 것을 따른다. 마음을 배로
표현하였으니 영원한 것이다. ‘

’은 古文의 ‘恆’으로 ‘月’을 따른다.『詩』에 ‘달과 같이 영원하

다.’의 구절이 있다.]”라고 하여 ‘心’과 ‘舟’가 ‘二’ 사이에 있는 글자로 분석하였을 뿐 ‘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았다.『正字通』의 ‘恒’에 대한 풀이를 보면 “徐鍇傅會舟竟兩
岸之說, 非也. [徐鍇가 牽强附會하여 배가 양쪽 언덕을 오가는 것으로 풀이하였는데, 잘못이
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이 徐鍇의 풀이를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丁若鏞
은 ‘恒’의 ‘亘’ 字形에 대해 겉으로 보이는 楷書體에 따라 ‘二’와 ‘日’이 결합된 字形으로 보지
않고, ‘日’이 ‘舟’字가 변해서 된 것이라는『說文』과 徐鍇의 說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3) 晉
丁若鏞은『周易四箋·晉』에서 “鏞案, 晉者, 兩至之日也. 古作㬜, 可驗也. 卦自觀來. 巽一陰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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始生者, 夏至也. 又自小過來, 震一陽之始生者, 冬至也. [내가 살펴보면, ‘晉’은 두 ‘至’의 날이
다. 古字를 ‘㬜’로 적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卦가 觀卦에서 왔는데, 巽은 一陰이 처음으
로 생겨난 것이니 夏至에 해당한다. 또한 小過卦에서도 왔는데, 震은 一陽이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니 冬至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晉’字의 古字를 근거로 ‘夏至’와 ‘冬至’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로 풀이하였다. 許慎은『說文·日部』에서 ‘晉’字에 대해 “
『易』曰：‘明出地上，㬜.’ [‘

, 進也. 日出萬物進. 从日从臸.

’은 ‘나아가다’의 뜻이다. 해가 뜨면 萬物이 나아가게 된다. ‘日’

와 ‘臸’의 뜻을 따른다.『易』에서 ‘광명이 땅 위로 나오게 되는 것을 㬜이라 한다.’라고 하였
다.]”라고 하여 ‘日’과 ‘臸’을 따르는 글자로 풀이하고,「至部」에서 ‘臸’字에 대해 “
二至. [‘

, 到也. 从

’은 ‘도달하다’의 뜻이다. 두 ‘至’를 따른다.]”라고 하여 ‘도달하다’의 뜻으로 풀이하

였다. 丁若鏞의 뜻풀이가 許慎의 뜻풀이와 다르지만 ‘晉’의 上部 字形이 ‘臸’에서 變遷된 것이
라고 풀이한 점에 있어서는 일치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丁若鏞이『周易四箋』에서 글자
의 뜻을 풀이함에 있어 古文字 字形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글자 字形이 變遷된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鼎
丁若鏞은『周易四箋·鼎』에서 “鼎字, 象目在股上, 卽离巽之合也. (巽爲股) [‘鼎’字는 눈이 허벅
지 위에 있는 것을 象形한 것으로 离와 巽이 결합된 것이다. (巽은 허벅지이다.)]”라고 하여 ‘鼎’
字에 대해 ‘目’字가 결합된 것으로 풀이하였다. 許慎은『說文·鼎部』에서 ‘鼎’字에 대해 “
兩耳，和五味之寶器也.

, 三足

昔禹收九牧之金，鑄鼎荆山之下，入山林川澤，螭魅蝄蜽，莫能逢之，以

協承天休.『易』卦：‘巽木於下者爲鼎’，象析木以炊也. 籒文以鼎爲貞字. [‘

’은 세 개의 다리와

두 개의 귀를 가진 五味를 조화시키는 보배로운 그릇이다. 옛날에 禹임금이 아홉 개의 청동을
모아 荊山 아래에서 솥을 주조하여 山川에 들어갔는데, 도깨비들이 당해내질 못했다. 이것으로
천하가 태평하도록 협력하여 받들었다.『易』卦에서 ‘아래에 나무를 넣어 鼎을 만들었다.’라고 하
였는데, 나무를 쪼개 불을 때는 것을 상형한 것이다. 籒文에서는 ‘鼎’으로 ‘貞’字를 대신해 썼
다.]”라고 하여, ‘鼎’字에 대해 솥을 象形한 글자로 풀이하였는데, 丁若鏞이『說文』의 풀이를 따
르지 않고, ‘鼎’字의 楷書體에 따라 풀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鼎’字가 字形變遷에 따라 그
일부 字形이 ‘目’과 같이 변했는데, 이러한 變遷 字形에 대해 丁若鏞이 임의로 해석한 것이다.
5) 豐
丁若鏞은『周易四箋·豐』에서 “豐之爲字, 象兩丰隆高. (高如山) 古文作
也. (『說文』云‘草盛’者, 其根必深, 故字從 , 上下達.) 亦作

. (皆從豆) 丰者, 艸盛

. (古文也) 豐滿曰丰也. (鄭風云:

‘子之丰兮.’) 豆與㪷通. (古斗豆字同) 象量器之上黍稷盛滿也. [‘豐’字는 두 개의 ‘丰’이 높이 솟아
오른 것을 象形한 것이다. (산처럼 높다.) 古文은 ‘

’으로 적는다. (모두 ‘豆’를 따른다.) ‘丰’은

풀이 무성한 것이다. (『說文』에서 ‘풀이 무성하다.’라고 한 것은 그 뿌리가 분명 깊을 것이기 때
문에 ‘ ’을 따르게 하여 위와 아래를 통하게 한 것이다.) ‘ ’으로도 적는다. (古文이다.) 豐滿
한 것을 ‘丰’이라 한다. (「鄭風」에서 ‘그대의 풍만함이여!’라고 하였다.) ‘豆’字와 ‘㪷’字는 통용된
다. (옛날에 ‘斗’字와 ‘豆’字는 같았다.) 용기 위에 곡식을 가득 담은 것을 象形한 것이다.]”라고
하여 ‘豐’字의 뜻을 풀이함에 있어 ‘高如山’과 같이 하여 마치 ‘豐’字가 ‘山’字를 따르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許慎은『說文·豐部』에서 ‘豐’字에 대해 “

, 豆之豐滿者也. 从豆，象形. [‘

’은 제

기 그릇이 가득 찬 것을 뜻한다. ‘豆’를 따르는데，象形한 글자이다.]”라고 하여, ‘豆’를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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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象形字로 풀이하였다.『說文』과 마찬가지로 이후 中國의 역대 字典에서도 ‘豐’字가 ‘山’을
따른다고 풀이한 예를 찾을 수 없는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이 ‘豐’의 위 테두리 字形에 대해
임의로 풀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豐’의 위 테두리 字形이 단지 풍만함을 象形한 글자인
데, 字形 변천에 따라 ‘山’字와 같이 변하여 丁若鏞이 그 變遷된 字形에 따라 해석한 것이다.
『甲骨文編』에 수록된 ‘豐’의 甲骨文 字形 ‘ ’에 따르면 위 테두리 字形 역시 ‘그릇’을 象形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說文』의 풀이가 실제에 부합한 것이었을 알 수 있다.

Ⅳ. 字形關係
『周易四箋』의 文字註釋을 살펴보면 丁若鏞이 字形構造와 字形變遷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字形關係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래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同聲符同源字
『周易四箋』의 文字註釋을 살펴보면 丁若鏞이 同聲符同源字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戔(殘), 淺, 錢, 綫, 賤, 俴
丁若鏞은『周易四箋·賁』에서 “案, 字書云: ‘戔, 委積貌.’ 此因漢儒誤解此文, 而承訛不改也. 戔
者, 薄小也. 水薄小則爲淺, 金薄小則爲錢, 絲薄小則爲綫, 財薄小則爲賤, 人薄小則爲俴. (多不能
悉指) 其爲殘薄之意審矣. 子夏傳戔作殘. [살펴보면, 字書에서 ‘戔’은 ‘겹쳐 쌓아 올린 모양’이라
고 하였는데, 이는 漢儒들이 이 文章을 오해한 것으로 잘못을 거듭하여 고쳐지지 않고 있다.
‘戔’은 ‘얇고 작은 것’을 뜻한다. 물이 얕고 적은 것이 ‘淺’이고, 쇠가 얇고 작은 것은 ‘錢’이며,
실이 가늘고 미세한 것은 ‘綫’이고, 재물이 적은 것은 ‘賤’이고 사람이 왜소한 것은 ‘俴’인데,
(많아 일일이 지적할 수 없다.) 그 얇고 작은 뜻을 잘 살펴야 한다.『子夏傳』에는 ‘戔’이 ‘殘’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여 ‘戔(殘)’이 갖고 있는 공통 뜻에 대해 설명하고 그 뜻을 갖고 있는 ‘淺,
錢, 綫, 賤, 俴’ 글자들을 나열하여 그 뜻을 풀이하였다. 許慎은『說文·水部』에서 ‘淺’字에 대해
“

, 不深也. 从水戔聲. [‘

’은 깊지 않은 것이다. ‘水’의 뜻을 따르고, ‘戔’의 소리를 따른다.]”

이라고 하여, ‘깊지 않다’의 뜻으로 풀이하였고,「人部」에서 ‘俴’字에 대해 “
[‘

, 淺也. 从人戔聲.

’은 엷은 것이다. ‘人’의 뜻을 따르고, ‘戔’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여, ‘淺’으로 ‘俴’의 뜻

을 풀이하였는데, 이러한『說文』의 풀이를 근거로 王力은『同源字典』에서 ‘淺’과 ‘俴’을 同源字로
설명하였다. 殷寄明은『語源學槪論』에서 “王子韶가 먼저 ‘右文說’을 주장했는데, ‘戔’字를 例로
들어 ‘작다’의 뜻이 있음을 말하고 ‘작다’의 뜻을 가진 ‘淺, 錢, 殘，賤’ 등의 글자들을 모두 열
거하여 4글자의 ‘작다’ 뜻의 내원을 밝혔다.”5)라고 하여 ‘淺, 錢, 殘，賤’ 등의 글자가 모두 ‘小
義’의 뜻을 갖고 있는 풀이가 王子韶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의 설명
5) “王子韶首創‘右文說’, 以‘戔’字為例, 云有小訓, 然後列擧‘淺, 錢, 殘，賤’皆有小義，以明四字中小義之來
由.” - 殷寄明,『語源學槪論』, 上海教育出版社，2000, 6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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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王子韶의 것에 근거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丁若鏞이 王子韶가 제창한 ‘右文
說’의 영향을 받아 同源字에 대한 인식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孚, 郛, 莩, 脬, 浮
丁若鏞은『周易四箋·中孚』에서 “邑虛中曰郛, (外城也) 葭虛中曰莩, (中皮也) 腹虛中曰脬. (又
物之虛中者, 入水剛浮) 中孚者, 虛中也. [邑이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것을 ‘郛’라고 하고, (外城
을 뜻한다.) 갈대가 속이 비어 있는 것을 ‘莩’라고 하고, (가운데 껍질을 뜻한다.) 배가 가운데
비어 있는 것을 ‘脬’라고 한다. (또 사물 가운데 속이 빈 것은 물에 들어가면 ‘浮’하게 된다.)
中孚는 가운데가 빈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고,「說卦傳」에서 “虛中曰孚, 虛中而入於水, 則其
物爲浮. (字從孚) 虛中而圍於邑, 則其名爲郛. (字從孚) 莩脬亦然. (亦虛中) [가운데가 빈 것을
‘孚’가고 한다. 가운데가 비어있어 물에 들어가면 물건은 ‘浮’하고, (글자가 ‘孚’를 따른다.) 가
운데가 비어 있고 읍을 둘러싸고 있어 ‘郛’라고 하였다. (글자가 ‘孚’를 따른다.) ‘莩’와 ‘脬’
역시 마찬가지이다. (역시 가운데가 비어 있다.)]”라고 하여 ‘郛’, ‘莩’, ‘脬’, ‘浮’ 등의 글자들
이 모두 가운데가 빈 ‘孚’의 뜻을 따른다고 설명하였다. 劉熙는『釋名·釋形』에서 “脬, 鞄也.
鞄, 空虛之言也. 主以虛承水汋, 或曰膀胱, 言其體短而橫廣也. [‘脬’는 ‘鞄’의 뜻이다. ‘鞄’는 속
이 빈 것을 말한다. 빈 것을 주로 하여 물을 내보내는 것이다. 膀胱이라고도 하는데, 그 형체
가 짧지만 폭이 넓은 것을 일컬은 것이다.]”라고 하여 ‘脬’의 뜻에 대해 빈 공간의 뜻을 가진
‘鞄’字의 뜻으로 풀이하였는데, 丁若鏞의 뜻풀이가 이에 기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蔣禮鴻은
『漢語語源學·序』에서 “漢代 劉熙가 지은 『釋名』은 사물 이름의 유래를 탐구하고자 한 책으로
이미 어원문제를 다루었다.”6)라고 하여 劉熙의『釋名』에 대해 사물명의 유래를 밝혀 語源에
대해 탐색한 책으로 소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이『釋名』에서 밝힌 ‘脬’字의 語源을 기
반으로 ‘脬’字와 語源이 같은 글자들을 한층 더 나아가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王力은『同源字典』에서 ‘浮’의 同源字에 대해 ‘泭’, ‘桴’, ‘人’ 3자만 예로 들었고, 殷寄明은
『漢語同源字詞叢考』에서 ‘孚’를 취하는 글자로 ‘桴’, ‘莩’, ‘郛’, ‘浮’ 등의 글자를 예로 들고 그
語源義를

‘外表，外層’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를 통해 丁若鏞의 설명이 후대 中國학자들의 일

반적 견해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章太炎이『文始·幽東侵緝類』에서 “『說文』：‘勹，裹也. 象人曲形有所包裹.’ 一孳乳為包，
妊也. 再孳乳為孚，卵孚也. 三孳乳為胞，兒生裹也. 四孳乳為脬，旁光也. ……四孳乳為郛，郭
也. [『說文』에서 ‘勹는 “싸다”의 뜻이다. 사람이 몸을 굽혀 싸고 있는 모습을 상형한 것이다.’라
고 하였다. 한 번 파생되어 ‘包’가 되는데, ‘임신하다’의 뜻이다. 다시 파생되어 ‘孚’가 되는데,
‘알이 부화하다’의 뜻이다. 세 번째로 파생되어 ‘胞’가 되는데, ‘아이를 싸다’의 뜻이다. 네 번
째로 파생되어 ‘脬’가 되는데, ‘방광’의 뜻이다. ……네 번째로 파생되어 ‘郛’가 되는데, ‘성곽’
의 뜻이다.]”라고 하여 ‘孚’, ‘脬’, ‘郛’를 同源詞로 설명하고, 그 語源義를 ‘싸여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싸여 있는 것’과 ‘가운데가 빈 것’의 뜻이 서로 일맥 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제 학자들의 풀이를 종합해 보면 殷寄明은 그 공통된 뜻을 ‘外表，外層’으로 보았기 때문에
‘桴’, ‘莩’, ‘郛’, ‘浮’의 同源字에서 ‘脬’를 배제하였고, 章太炎은 ‘싸여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孚’, ‘脬’, ‘郛’의 同源字에서 ‘莩’와 ‘浮’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郛’, ‘莩’,
‘脬’, ‘浮’ 등의 글자들을 ‘가운데가 빈 것’으로 모두 포괄한 丁若鏞의 語源義가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6) “漢代劉熙著『釋名』一書，目的在探索事物得名的由來，已經涉及語源問題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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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夬, 缺, 決, 玦, 袂, 快
丁若鏞은『周易四箋·夬』에서 “鏞案, 夬者, 缺也. 缶夬爲缺, 水夬爲決, 玉夬爲玦, 衣夬爲袂,
心夬爲快, 其義一也. 卦形充滿, 而唯兌口微缺, (說卦兌爲決) 此其所以得名也. [내가 살펴보면,
‘夬’는 이지러진 것을 뜻한다. ‘缶’가 깨진 것을 ‘缺’이라 하고, ‘水’가 터진 것을 ‘決’이라 하
고, ‘玉’이 이지러진 것을 ‘玦’이라 하고, ‘衣’가 틔워진 것을 ‘袂’이라 하며, ‘心’이 트인 것을
‘快’라 하니 그 뜻이 모두 같다. 卦의 형태는 충만한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다만 兌의 입이
약간 이지러져 있으니, (「說卦傳」에서 兌는 ‘決’의 뜻이 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그러한 이름
을 얻은 까닭이다.]”라고 하고,「旅」에서 “又按, 夬者, 決也. 心夬爲快, 水夬爲決, (見夬卦) 兌
之德, 本決, (見說卦) 故兌則爲快. [다시 살펴보면, ‘夬’는 ‘決’을 뜻한다. ‘心’이 터진 것을
‘快’라 하고, ‘水’가 터진 것을 ‘決’이라 한다. (夬卦에 보인다.) 兌의 성격이 본래 터짐에 있으
므로 (「說卦傳」에 보인다.) 이러한 까닭에 兌는 곧 ‘快’의 뜻이 된다.]”라고 하여 이지러진 뜻
을 갖고 있는 ‘缺’, ‘決’, ‘玦’, ‘袂’, ‘快’ 등을 통해 ‘夬’의 뜻을 설명하였다.
章太炎은『文始·歌泰寒類』에서 “『說文』：‘夬, 分決也. 从又，象決形.’ 此合體指事字也．孳乳為
決，行流也. 決又變易為潰，漏也．潰孳乳為殨,
玦，玉佩也, 如環而缺．為

爛也．……夬又孳乳為缺，器破也．缺又孳乳為

，城闕其南方也, 為闕，門觀也．[『說文』에서 ‘夬은 “갈라지다”의 뜻

이다. 又를 따르며 갈라지는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다. 이 글자는 合體指事字이다.
파생되어 ‘決’이 되는데, ‘물이 흐르는 것’을 뜻한다. ‘決’은 또 變易되어 ‘潰’가 되는데, ‘새다’의
뜻이다. ‘潰’는 파생되어 ‘殨’가 되는데, ‘문드러지다’의 뜻이다. …… ‘夬’은 또 파생되어 ‘缺’이
되는데, ‘그릇이 깨진 것’을 뜻한다. ‘缺’은 또 파생되어 ‘玦’이 되는데, ‘玉佩’를 뜻하며 허리에
둘렀을 때 홈이 있게 되는 것과 같다. ‘

’로도 되는데, 성의 남쪽을 비워 궁문을 만들어 지켜

보기 위함이다.]”라고 하여,『說文』을 인용해 ‘夬’의 뜻이 ‘갈라지다’라고 설명하고 ‘決’, ‘潰’, ‘殨’,
‘缺’, ‘玦’, ‘

’ 등이 ‘夬’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王力은『同源字典』에서 “水缺爲‘決’,

玉缺爲‘玦’, 器缺爲‘缺’, 門缺爲‘闕’, 四字同源. [물이 터지면 ‘決’이 되고, 玉에 흠집이 생기면
‘玦’이 되며, 그릇이 깨지면 ‘缺’이 되고, 門이 터지면 ‘闕’이 된다. 이 4글자는 어원이 같다.]”
라고 하여, ‘決’, ‘玦’, ‘缺’, ‘闕’ 4자를 同源字로 설명하였으며, 殷寄明은『漢語同源字詞叢考』에
서 ‘夬’를 취하는 글자로 ‘缺’, ‘玦’, ‘決’, ‘抉’, ‘觖’, ‘䫼’, ‘䦼’, ‘䏐’, ‘䆕’, ‘䦑’, ‘
의 글자를 예로 들고 그 語源義를

’, ‘鈌’ 등

‘缺’로 설명하였는데, 이들이 예로 든 글자 중 ‘決’, ‘玦’,

‘缺’ 3자가 丁若鏞이 든 예와 일치하고, 그 語源의 또한 丁若鏞이 풀이한 뜻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章太炎, 王力, 殷寄明이 예로 든 글자에는 ‘袂’와 ‘快’ 2자가 빠져 있는데, 이 중 ‘袂’에 대
해 劉熙가『釋名·釋衣服』에서 “袂, 掣也. 掣, 開也. 開張之, 以受臂屈伸也. [‘袂’은 ‘掣’의 뜻인
데, ‘掣’는 ‘열다’의 뜻이다. 열어 확장시켜 팔을 굽히고 피게 한 것이다.]”라고 하여 ‘袂’의 뜻
이 ‘벌리다’와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였는데, ‘벌리다’의 뜻이 ‘트이다’의 뜻과 상통하는 것으로
볼 때 ‘袂’ 역시 ‘決’, ‘玦’, ‘缺’ 등과 語源이 같은 同源詞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丁若鏞이 예로 든 글자 중 ‘決’, ‘玦’, ‘缺’ 3자가 語源義와 글자 관계에 대한 설명
모두 中國 제 학자들과 같고, ‘袂’는 그 語源義에 대한 설명만이 中國 학자와 같으며, ‘快’는
語源義와 글자 관계에 대한 설명 모두 丁若鏞의 설명에서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快’를 ‘缺, 決, 玦, 袂’ 등의 글자들과 같은 뜻으로 설명한 것으로 볼 때 사물에 국한되지 않
고 감정을 나타내는 글자까지 포괄해 글자관계를 설명하려고 한 丁若鏞의 특징을 엿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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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或體字, 通假字
丁若鏞의『周易四箋』文字註釋을 보면 ‘或作’, ‘通作’, ‘與~通’ 등을 통해 관련 글자를 제시하여
글자의 뜻풀이에 활용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丁若鏞이 或體字와 通假字에 대한
인식을 갖고『周易四箋』의 뜻풀이에 적극 활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관련 예를 들
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禴,

, 瀹

丁若鏞은『周易四箋·萃』에서 “禴者, 礿也. (王制疏) 酌損之義也. (龠勺皆量器之名.) 舊本禴,
或作

. (劉瓛本)

與瀹通. (薄熟也) 瀹菜之祭也. 王制, 春祭曰礿, 周禮以禴夏享, (宗伯文) 蓋

以春夏, 時物鮮薄, 務從約略也. (互見損旣濟) 王弼以禴爲春祭. [‘禴’은 ‘礿’을 가리키는데, (「王
制」편의 疏) 참작하여 간소하게 한다는 뜻이다. (‘龠’과 ‘勺’은 모두 용량을 재는 그릇의 이름
이다.) 舊本에서는 ‘禴’을 ‘

’으로 적었고, (劉瓛本) ‘

’은 ‘瀹’과 通假해서 적었다. (살짝 익

힌다는 뜻이다.) 나물을 삶아 올리는 제사를 가리킨다.「王制」에서는 봄제사를 ‘礿’이라고 하였
고,『周禮』에서는 ‘禴으로 여름에 제사지낸다.’고 하였다. (「宗伯」文) 대개 봄과 여름에 産物이
드물어 힘써 간소함을 따른 것이다. (損卦와 旣濟卦에 모두 보인다.) 王弼은 ‘禴’을 봄제사로
보았다.]”라고 하여, ‘禴’의 뜻을 설명함에 있어 ‘禴’의 或體字인 ‘

’과 通假되는 ‘瀹’字를 제

시하여 ‘禴’이 ‘나물을 삶는 뜻’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朱駿聲은『說文通訓定聲·小部』에서 ‘礿’의 聲訓 用例에 대해 “[聲訓]『公羊·桓』八傳注, 麥始
孰可汋, 故曰礿.『春秋繁露』, 祭義, 夏約故曰礿, 貴所初約也.『爾雅·釋天』, 夏祭曰禴, 注, 新菜
可汋. 孫注, 禴, 薄也. 夏時百穀未登可薦者薄也. [『公羊傳·桓』의 여덟 번째 傳 注에 보리가 익
기 시작하면 삶을 수 있기 때문에 ‘礿’이라고 한 것이다.『春秋繁露』에서 ‘제사의 뜻이다. 여름
에는 간소하게 하기 때문에 礿이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爾雅·釋天』에서 여름 제사를 ‘禴’
이라 한다고 하였는데, 그 注에서 ‘새로 난 채소는 삶을 수 있다.’라고 하였고, 孫注에서 ‘禴
은 薄의 뜻이 있다. 여름에 모든 곡식이 익지 않아 올릴 수 있는 것이 드물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여 ‘礿’이 ‘삶다’의 뜻을 지닌 ‘汋’과 ‘간략함’의 뜻을 지닌 ‘約’으로 聲訓된다
는 것을 밝혔는데, 朱駿聲이 설명한 ‘삶다’의 뜻과 ‘간략함’의 뜻 모두 丁若鏞의 설명에서도
볼 수 있다.
다만 朱駿聲이『公羊傳』注를 통해 ‘礿’이 ‘삶다’의 뜻을 가진 ‘汋’과 연관된다는 것을 밝힌
데 반해, 丁若鏞은 ‘禴’의 或體字인 ‘

’과 通假되는 ‘瀹’字를 제시하여 그 뜻의 연관성을 설

명하였고, 朱駿聲이 ‘삶다’와 ‘간략함’의 뜻을 분리하여 설명한 것에 비해 丁若鏞은 ‘살짝 익
힌다.’는 뜻으로 설명하여 ‘간략함’의 뜻도 가진 ‘삶다’의 뜻으로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康熙字典·火部』에서 ‘

’에 대해『集韻』을 인용하여 “本作礿, 夏時祭也. 同禴

‘礿’으로 적었다. ‘여름에 지내는 제사’의 뜻이다. ‘禴’, ‘

. [원래

’과 같다.]”라고 하였고, 「示部」에서

‘礿’에 대해『禮記·王制』의 疏를 인용하여 “礿, 薄也. 春物未成祭品鮮薄. [‘礿’은 ‘드물다’의 뜻
이다. 봄에 만물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사로 쓸 수 있는 것이 드물기 때문이다.]”이라고 하였는
데, 이에 따르면 ‘간략함’의 뜻에 대해 朱駿聲이『春秋繁露』과『爾雅』孫炎의 注를 근거로 설명
한 것에 비해 丁若鏞은『禮記·王制』의 疏의 풀이에 따라 설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臲卼, 㓷

, 㓷杌, 嵲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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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若鏞은『周易四箋·困』에서 “案, 臲卼, 高險貌, 或作㓷

, (『說文』然) 或作㓷杌, (薛仁貴之

本) 通作嵲屼, (山高貌) 許愼云, 臲卼, 不安也. 總之, 爲艮山 峗之象. (或曰, 臲卼者, 門臬之
名. 艮亦爲門也. 臬, 橛也) [살펴보면, ‘臲卼’은 ‘높고 험한 모습’의 뜻인데, ‘㓷

’로 적기도

하고, (『說文』이 그렇다.) ‘㓷杌’로 적기도 하며 (薛仁貴本) ‘嵲屼’로 通假해서 적기도 한다.
(산이 높은 모습이다.) 許愼은 ‘臲卼’에 대해 ‘不安하다’의 뜻으로 풀이하였는데, 정리하자면
艮의 산이 험준한 象이 된다. (혹은 ‘臲卼’을 ‘문지방’의 이름으로 풀이하는데, 艮은 또한 ‘門’
이 되며, ‘臬’은 문지방이 된다.)]”라고 하여, ‘臲卼’에 대해 或體字로 적은 ‘㓷

’, ‘㓷杌’ 등과

通假字로 적은 ‘嵲屼’을 제시하여 ‘臲卼’의 ‘높고 험한 모습’의 뜻을 보충 설명하였다. 특히 높
은 산의 뜻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山’을 部首로 취하는 ‘嵲’과 ‘屼’을 通假字로 제시한 것
을 보면 그가 글자를 설명함에 있어 漢字의 表意 기능을 적극 활용하려한 것을 알 수 있다.
3) 險, 巖, 碞
丁若鏞은『周易四箋·豫』에서 “又坎, 險也. 險與巖碞, 本相通用. [또한 坎은 ‘險’을 뜻하는데,
‘險’과 ‘巖’, ‘碞’은 본래 서로 通用된다.]”라고 하여 ‘險’, ‘巖’, ‘碞’ 3字가 通用된다고 하고,
「坎」에서 “又坎者, 險也. 物之險者, 莫如巖石, 故巖之與險, 義本相通. [또한 坎은 ‘險’을 뜻하
는데, 사물 중에서 險難한 것이 巖石만 한 것이 없는 까닭에 ‘巖’과 ‘險’은 뜻이 본래 서로 통
한다.]”라고 하여, ‘險’과 ‘巖’이 서로 공통된 뜻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丁若鏞이 ‘險’
과 ‘巖’을 그 語源이 같은 同源詞로 보았고, 이 글자들이 서로 통용된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
다. 즉 丁若鏞은 坎卦의 險難함을 설명함에 있어 ‘險’과 뜻이 통하는 ‘巖’을 통해 險難한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면서 ‘險’과 ‘巖’ 뜻이 통할 뿐만 아니라 通用된다고까지 설명한 것이
다.
하지만 朱駿聲의『說文通訓定聲·謙部』를 찾아보면 ‘巖’에 대해 “岸也. 从山嚴聲. 字亦作壧,
與碞略同. [‘岸’의 뜻이다. ‘山’의 뜻을 따르고, ‘嚴’의 소리를 따른다. 글자를 ‘壧’으로 적기도
한다. ‘碞’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한 설명을 통해 ‘巖’이 ‘碞’과 同字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巖’과 ‘險’이 서로 通用되어 쓰인 例를 찾아볼 수 없는데, 기타 字書에서도 역시 두 글자
가 通用되어 쓰인 例를 찾아볼 수 없다.
『說文』에서는 朱駿聲의 풀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巖’의 뜻을 ‘岸也’로 설명하였다. 王力
은『同源字典』에서 이러한『說文』의 풀이를 근거로 ‘巖’의 同源字를 ‘岸’으로 설명하였는데, 殷
寄明의『漢語同源字詞叢考』와 章太炎의『文始』에서는 ‘險’과 ‘巖’의 同源字에 대한 설명이 보이
지 않는다.
劉熙의『釋名』에서도 ‘險’과 ‘巖’에 대해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朱駿聲이 ‘巖’에 대한
풀이에서 “「西京賦」: ‘巖峻崷崪’, 注險也. [「西京賦」‘바위가 높고, 산이 험준하다.’의 注에서
‘험준하다’의 뜻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여 ‘巖’을 ‘險’으로 풀이한 예가 있음을 밝혔는데, ‘險’
을 ‘巖’의 聲訓字로 본다면 두 글자의 뜻이 서로 통하는 것으로 설명한 丁若鏞의 풀이가 타당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結論
이상으로『周易四箋』에 보이는 丁若鏞의 漢字字形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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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확인한 丁若鏞의 문자학적 특징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丁若鏞은 글자를 풀이함에 있어 楷書體의 보이는 字形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근원자
형인 古文字도 참고하여 글자를 풀이하였기 때문에 漢字의 字形 구조와 그 변천 字形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풀이를 할 수 있었다.
둘째, 丁若鏞은『周易四箋』의 뜻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 글자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 글자 풀이에는 音에 대한 풀이는 거의 없고 뜻에 대한 풀이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形
聲字를 설명함에 있어 聲符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고, 義符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는데, 이
는 그가 글자 자체를 설명하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安, 利, 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丁若鏞이 會意字에 대해 ‘象’으로 풀이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丁若鏞이 글자풀이에 있어 象形字와 會意字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
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丁若鏞이 同源字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그의 설명이 中國學者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계승 발전시킨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周易四箋』에는 ‘戔’, ‘孚’, ‘夬’의 경우와 같은 同聲符同源字에 대해 풀이한 예가 많
지 않은데 반해, ‘禴’, ‘臲卼’, ‘險’과 같은 通字에 대한 例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險’과
‘巖’에 대한 풀이를 통해 丁若鏞의 通字 풀이에서도 그의 同源字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후 丁若鏞의 通字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그의
同源字에 대한 인식을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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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1분과)-8 토론]

‘정약용의 『周易四箋』에 보이는 한자자형에 대한 인식 연구’의 토론
허선영(안산대)

본 논문은 다산 정약용의 『周易四箋』에 보이는 漢字字形에 관한 서술들을 고찰하여 정
약용의 한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였는지를 연구한 논문이다. 우리 선현들의 저술 속에서
한자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발굴하여 연구하였다는 데에 본 논문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조리 있는 분류를 통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점 역시 높이 평가된다. 본 논문에
대한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왜 정약용의 『周易四箋』을 텍스트로 삼았는지 이유를 서론에서 언급해 준다면 논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2. “주역연구”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저서를 통해 정약용의 정확한 문자학적 인식을 살펴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실제 논문 속의 내용에 있어서도 밝힌 바처럼 정약용은 대
부분의 글자를 고문자에 근거한 풀이보다는 해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주역의 설명과 맞추
어 풀이한 것이 많다. 즉, 한자를 문자학적으로 풀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역을 더 정
확하게 설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때까지의 연구방향은 자형연구보다
는 정약용이 한자를 어떤 관념으로 살펴보았나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문자훈고학적 방법
에 관점을 맞추었을 것이다.
3. 연구자께서는 결론에서 정약용이 글자를 풀이함에 있어 해서체뿐만 아니라 고문도 참고
하였기 때문에 한자의 자형구조와 변천자형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풀이를 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논문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그러했나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연구자께서도
“대부분 해서에 근거하여 풀이하였다”라고 설명하여 놓았으니 이 결론과 서로 부합되지 않
는다.
4. 논문의 전체 내용이 『周易四箋』의 정약용이 제시한 한자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예로
들어 풀이하고 그것을 『설문』이나 다른 중국의 저서를 참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설명이 정확히 인식되지 않는다. 만약 도표화를 하여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적어도 『周易四箋』안에 있는 정약용의 자형풀이 글자만이라도 도표화하고 그 경향성에 대
하여 통계를 낸다면 좀 더 체계적인 논문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5. 본 논문은 쉽게 읽히는 가독성 높은 서술로 독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다만,
가운뎃점(․)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을 대부분 쉼표(,)로 처리하여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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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1분과)-9]

한국 고대국가와 사생관
-『삼국사기』 용례를 중심으로정효운(동의대학교)

1.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고령화사회로 들어서면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 ‘인간은 왜
죽는가’라든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등등 죽음과 관련
된 고민은 현대한국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서양이란 공간과 고대부터 현대란 시간을 초월하
는 문제이며, 인간의 삶이 지속되는 한 반복되는 질문이 될 것이다. 종래 죽음에 대해서는 철
학이나 종교의 분야에서 주로 관념적으로 다루어졌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인문학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및 醫科學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융합학문적 성격
을 띠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죽음을 ‘死生學’이나 ‘生死學’이란 신생
학문분야로 확장하여 연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양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한 관념을 ‘死生觀’이나 ‘生死觀’으로 표현하여 왔다. 죽음
을 삶과 동일시하여 ‘生死一如’라든지 ‘生死不二’, ‘生死不異’ 등으로 인식하려는 관념은 노장
사상이나 불교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인의 죽음인식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한국인’의 사생관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교이며, 불교를 믿는 사
람은 현세회귀성이 높고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내세지향성이 두드러진다고 한다2). 이런 현
상은 불교와 기독교가 가진 내세관 차이의 영향일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종교를 불교,
개신교, 천주교로 한정한 조사였기에 한국 전통 죽음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 유
교와 도교 외에 무속신앙도 그 저변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3). 하지만 한국이란 국가의
식을 가진 현대한국인이라 하더라도 사생관에 있어서는 종교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죽음에 대한 관념과 사상은 민족과 종교,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학문적 영
역에서 본다면 철학과 종교학, 문학, 역사 등의 인문학적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4). 또한 ‘고대한국인’의 ‘사생관’과 ‘생사관’의 문제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접근5)도 있었다. 본고에서는 사생과 생사의 용어 사용례의 검토와 고

1)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동반된 현상으로 보아진다.
2) 박재현 외(2011), 「한국인의 사생관에 대한 실증적 조사 연구」, 『조사연구』 12-3, 117쪽. 이 조사에
서는 사생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종교 외에 성별, 연령 등도 포함하였는데, 여성이 남성보
다 내세지향성과 죽음관여도가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세회귀성과 죽음 불안은 낮아지는 반
면, 죽음관여도는 높아진다고 한다.
3) 종교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현대의 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유교나 도교는 내세관이 없다고 보는 견
해도 있고, 무교를 종교로 해석하지 않는 관점도 존재한다고 본다.
4) 정효운(2009), 「韓國 死生學의 現況과 課題 -‘호모후마니타스사생학’ 구축을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21, 167쪽. 그 외 민속학, 고고학, 미술사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학문분야에서도
연구되었다.
5) ‘고대한국인’이란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역사적 입장에서 통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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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종교 사상에 내포되어 있는 사생관의 검토를 통해 고대한국인의 사생관을 역사적 관점에서
특히, 『三國史記』에 보이는 고대국가의 관점6)에서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가에 중점을 두고 살
펴보고자 한다.

2. ‘사생’과 ‘생사’ 용어
먼저, 고대 종교사상과 사생관 문제 검토에 앞서 왜 죽음 용어를 ‘死生’이나 ‘生死’란 용어
로 표현하여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사생’이나 ‘생사’의 한자 용어는 ‘죽음과 삶’이
나 ‘삶과 죽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를 죽음에 대한 관념 즉, 죽음관으로 표현할 경우에
는 ‘死觀’이란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사생관’ 혹은 ‘생사관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현재 사
용되고 있는 ‘사생학’과 ‘생사학’이란 용어는 1960년대 서구에서 죽음문제를 臨床分野에서 시
작하여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Thanatology’란 용어를, deathstudies, death
education 등으로 번역하면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용어를 한국어로 직역하면 死學,
死亡學, 죽음학 등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1990년대에 ‘Thanatology’란 학문이 대만과 일본
으로 수용되는 과장에서 동양적 정서를 고려한 ‘생사학’ 이나 ‘사생학’이란 용어로 각각 번역
되어 사용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 말 ‘Thanatology’란 신생학문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죽음학’회, ‘생사학’연구소, 호모후마니타스‘사생학’ 등으로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deathstudies, death education’란 영어
용어의 경우도 직역하자면 ‘죽음연구’, ‘죽음교육’이 되지만 ‘죽음 준비교육’이란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표현은 현대 한국사회의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회피하려는 문화
적 요인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생학’이나 ‘생사학’으로 표현되는 신생 학문인 ‘죽음학’ 연구의 한 축을 형성하는 인문학
적 분야의 과제를 ‘생사관’이나 ‘사생관’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한국과 일본사회에
서는 보다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어 왔다. 일본의 경우, ‘사생관’이란 학술용어는 加藤咄堂의
『死生觀』(1904, 井洌堂)이란 서적에서 처음 사용하였다고 하며, 이후 태평양전쟁시기에 이르
러 ‘사생관’과 ‘생사관’이란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7). 한국의 경우에는 1950
년대부터 ‘생사관’과 ‘사생관’이란 용어가 학술용어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오늘날 한국사회에
서 두 학술용어의 사용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을 이용하여 검색
해 보면 ‘사생관’의 경우는 148개의 관련 자료가, ‘생사관’의 경우는 167개가 추출된다. 사용
빈도로 본다면 ‘생사관’이란 용어가 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생관’과 ‘생사관’에서의 ‘사생’과 ‘생사’라는 용어의 사용은 시대적으로 보다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지만, 통시적 사용예의 조사는 본고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검토
대상인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관련 예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먼저 『삼국사기』에서 ‘사생’이
란 용어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백결선생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무릇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 있고 부귀는 하늘에
라시대 이전에 한반도에서 거주하였던 종족을 지칭하기로 한다.
6) 관련 선행연구로는 윤종갑(2004, 「신라불교의 신체관과 영혼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15, 289-322쪽.)과 나희라(2008, 『고대 한국인의 생사관』, 지식산업사)를 들 수
있지만 전자는 철학적 관점에서, 후자는 한국사회란 관점에서의 연구로 고대국가의 관점에서의 접근
은 아닌 듯하다.
7) 島薗進(2006), 「解說 死生學硏究と死生觀」, 『加藤咄堂著 死生觀』, 水心肆書, 245 25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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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 있기에, 그것이 와도 막을 수 없고 그것이 가도 좇을 수 없는 법이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마음
상해하는가? 내가 당신을 위하여 방아소리를 내어 위로하겠소.”(『삼국사기』권 48 열전 8 百結先生)
② 장사를 지내려 하는데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죽고 사
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아아! 돌아가십시다.” 드디어 관을 들어 묻을 수 있었다. 대왕이 이를
듣고 비통해하였다.(『삼국사기』권 45 열전 5 溫達)
③ 유신이 대답하였다. “전쟁의 승부는 세력의 대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민심에 달려있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주(紂)에게는 억조의 백성이 있었으나, 인심이 떠나고 덕이 떠나버려 주(周)의 열
명의 신하가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진 것만 못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뜻이 되어 죽고 사는 것
을 같이 할 수 있으니 저 백제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④ 춘추가 당에 들어가 병력 20만을 얻기로 하고 돌아와 유신을 만나 말했다. “죽고 사는 것이 천
명에 달려서인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소. 다시 공과 만나게 되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오?”(이상
『삼국사기』권 41 열전 1 金庾信 상)
⑤ 이달에 임금이 병으로 오랫동안 앓아눕게 되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 이제
갑자기 병이 나서 다시 회복하기 어렵게 되었다.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렸으니 다시 무엇을 원
망하겠는가? 죽은 후에는 불교의 법식대로 화장할 것이며 유골은 동해에 뿌리도록 하라.”(『삼국사
기』권 9 신라본기 9 宣德王 6년 봄 1월)

이상과 같이 5예가 보이고 있다. 첫 번째는 碓樂의 유래를 전하는 설화인데, 자비왕대에 백
결선생으로 불리는 인물이 다른 사람은 설을 쇠기 위해 방아를 찧는데, 우리는 어찌하면 좋은
가 하는 아내의 질문에 대해 ‘死生의 운명과 富貴는 하늘에 있기에 어쩔 수 없다 하며, 대신
노래로 위로하였다는 이야기(사료①) 속에 나온다. 두 번째는 594년 아단성 전투에서 고구려
의 온달장군이 사망한 후 장례를 치를 때 관이 움직이지 않자 공주가 관을 쓰다듬으며 죽음이
정해졌으니 돌아가라는 말에 장사를 치를 수 있었다는 설화(사료②)에 보인다. 내용상 ‘죽음이
결정되었으니’라고 하여도 무방하지만 ‘死生’으로 표현하고 있다. 세 번째는 진덕왕 2년(648)
에 김유신이 大梁州 전투의 보복을 위해 진덕왕에게 군사를 요청하였을 때, 왕이 백제의 군사
력을 염려하여 “작은 힘으로 큰 세력을 건드리면 그 위태로움을 어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유신이 “군사들과 ‘死生’을 같이 할 수 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사료③)는 결의를 표하
는 데 사용되고 있다. 네 번째는 같은 시기에 김춘추가 당에 들어가 병력 20만을 보낼 것이라
는 허락을 얻고 돌아와 유신과 만났을 때 “死生은 하늘에 달려 있기에 만날 수 있었다”(사료
④)는 표현에서 보인다. 다섯 번째는 선덕왕 6년(785) 봄 정월에 왕이 병으로 위독하게 되자,
“死生은 하늘에 달렸으니 죽은 후에는 화장을 하여 동해에 유골을 뿌리라”(사료⑤)는 조서에
나타나 있다.
이에 반해 ‘생사’라는 용례는 1례가 기록되어 있다.
⑥ 19년 가을 9월, 임금이 병이 들자 유언의 조서를 내렸다. …… 살고 죽는 것과 시작하고 끝맺는
것은 만물의 위대한 기약이요,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천명이 부여하는 정해진 몫이다. 세상을
뜨는 자는 하늘의 이치에 이르는 것이니, 세상에 남는 자가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는 없다. 여러 신
하들은 힘을 다하여 충성할 것이며, 가는 사람을 장례 지내고 살아있는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혹시
라도 예절을 어기지 말 것이다. 나라 전체에 포고하여 나의 뜻을 밝게 알게 하라!”(『삼국사기』 권
11 신라본기 11 文聖王)

문성왕 19년(857)에 왕이 병이 들자 유언 조서를 내렸는데, 그 내용에 “生死와 시작과 끝은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에 보이고 있다. 이들 사료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죽음을 ‘죽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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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死生)’으로 표현하든 ‘삶과 죽음(生死)’이라 표현하든, 핵심은 인간의 목숨(人命)이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天命)에 달려 있다고 하는 유교적 표현8)에서 유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같은 표현이지만 용례 면에서 본다면 『삼국사기』에서는 ‘생사’
라는 표기보다 ‘사생’이라는 표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삼국유사』
에는 ‘사생’과 ‘생사’라는 표현이 각각 3례씩 보이고, 『일본서기』의 경우에는 ‘생사’라는 용례
는 보이지 않고 ‘사생’이라는 용례가 2번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죽음관을
‘사생관’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3. 사생관과 고대 종교사상
2012년 종교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인의 종교 비율은 無敎가 46.48%, 불교
22.8%, 개신교 18.32%, 천주교 10.94%, 기타 1%9) 순이라고 한다. 박재현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한국인의 사생관은 종교적 영향을 받으며, 불교인의 경우는 현세회귀성이, 개신교인의 경
우에는 내세지향성이 높다고 한다. 현세회귀성은 죽으면 현세로 다시 태어나거나 현세의 사람
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고, 내세지향성은 죽은 후에도 행복하고 정의
로운 사후세계에서 인간의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신념을 의미한다10)고 한다. 이것은 불교의
윤회사상과 기독교의 천국내세관이 현대인의 사생관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
울러 반 정도의 한국인이 無敎인 점을 고려한다면, 현대한국인의 사생관이나 내세관은 보다
복잡성과 다양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생관은 삶보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며 생각이
라고 할 수 있다. 종래 이들 문제는 전자를 영혼관, 후자를 내세관이란 관점에서 검토하여 왔
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독교는 19세기 말에 한국사회에 전래되었기 때문에, 고대한국인의
사생관에 영향을 미친 종교로는 巫敎11)와 유교, 불교, 도교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종교의
사생관을 살펴보면서 고대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영향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巫敎의 사생관
무교는 외래종교인 유교, 불교, 도교가 고대한국에 전래되기 이전에 신앙되었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2대왕 南解의 王號인 次次雄은 慈充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무당을 가리키는 말이며 백성들은 무당이 鬼神을 모시고 제사를 받들기 때문에 무당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다가 마침내 존경받는 사람을 자충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기록으로
볼 때 무교가 초기 고대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당이 鬼神을
모시고, 제사를 받드는 행위를 행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존재인 동시에 존경 받는 존재였다는
것은 무교가 고대한국인의 사생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근거가 된다.
한편, 생명과 죽음의 정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
성되었다고 보는 사고는 모든 종교에 공통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삶이란 육체와
8) 『論語』 顔淵 第十二의 五에 子夏가 “死生有命, 富貴在天”이라고 한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9) 고병철 외(2012), 『한국의 종교현황』,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 15쪽(통계는 2005년도 자료 사용).
10) 박재현 외(2011), 앞의 논문, 106쪽. 그리고 이 조사는 1,59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무교 41.15%,
불교 24.83%, 개신교 23.83%, 천주교 9.44%, 기타 0.75% 순이었다고 한다.
11) 일반적으로 巫敎는 무속, 무속신앙, 민간신앙, 샤머니즘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서구적 종
교의 정의에 따른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그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유․
불․도에 상응하는 의미로 무교로 표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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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 결합이며, 죽음이란 이들 요소의 분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영혼의
본질을 靈으로 규정하거나 魂과 魄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는 영

․魄․肉의 삼원론적 입장

견해이고, 후자는 魂

12)이라

․육의

이원론적

이해할 수 있다.

무교의 영혼관은 사람이 죽은 후에 魂은 승천하고, 魄은 땅으로 스며든다고 보는데 비해,
鬼는 공중에 떠돌다가 제사에 참석하게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혼
귀

․백의 삼원론적인 입장

13)이라고

․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고대중국인의 혼백관념에서

도 보이고 있다. 先秦시대의 문헌인 『左傳』 昭公 7년조에 “인간이 죽어서 鬼가 되는데, 귀를
이루는 것은 魂魄이며 魄이 먼저 생기고 魂은 나중에 생긴다.”라고 하고, 秦漢시대의 문헌인
『禮記』 「禮運」에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의 魄은 내려가고 知氣 곧 魂은 위로 간다.”고 하였
으며, 「郊特牲」에서는 “魂氣는 하늘로 돌아가고 形魄은 땅으로 돌아간다.”14)라고 기록하고 있
다. 이로 볼 때, 무교의 영혼관이 고대중국의 혼백관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
만 중국에서는 이미 漢代에 혼과 백을 엄격히 구분하는 법이 사라졌다15)는 지적에서 본다면,
시기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자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설정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무교의 내세관은 현실세계인 ‘이승’과 사후세계인 ‘저승’이라는 2界의 개념으로 이해하며,
저승을 이승의 연장선상으로, 죽음을 새로운 삶의 시작16)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
분법적 세계관은 이승에서의 육체는 죽더라도 영혼은 저승이란 다른 공간에서 다시 살아난다
는 영혼불멸의 관념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교적 영혼관과 내세관이 고대한
국인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들 兩界를 이어주는 巫覡이 존재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고 생각한다. 무격의 기능이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존재임과 동시에 귀신을 불러내어 점을
쳐서 예언을 하는 등 그 중개자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무교의 관념은, 죽음이란 ‘天壽를 다한 최종점’에서 발생한다고 믿고,
‘천수’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운명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인공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다17)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늙어 병으로 죽더라도 그것은 천수에 가까울 뿐 천수
를 모두 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죽음도 모두 불행한 사건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이것이 무교가 죽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죽음 자체는 불행하다고 믿어
도 사후 세계를 이승보다 좋은 세계로 설정하는 불교18)와는 차별되는 사생관이라 할 수 있다.

2) 유교의 사생관
무교가 고대한국의 전통사상이라고 한다면 유교는 불교, 도교와 더불어 중국에서 전래된 외
래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가 고대한국에 전래된 시기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경우, 소수림
왕 2년(372)에 ‘대학’을 세워 자제를 교육하였다고는 기록이 있고, 백제의 경우는 근초고왕(재
위 346∼375) 때에 박사 高興이 國史인 『書記』를 편찬하였던 기록과 『日本書紀』와 『古事記』
에 阿直岐와 박사 王仁을 일본에 파견하여 유교 경전을 전하였다는 기록을 참고한다면 늦어
12) 황필호(1992), 「죽음에 대한 현대 서양철학의 네가지 접근과 한국인의 접근」, 『죽음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창, 265 266쪽
13) 박태상(1994), 『한국 문학과 죽음』, 문학과 지성사, 책머리 ⅳ쪽.
14) 余英時(1985), 「中國古代死後世界觀的演變」, 『中國哲學史硏究』 4, 65쪽, 나희라(2008), 「영혼에 대
한 관념」, 『고대한국인의 생사관』, 지식산업사, 23쪽 참조.
15) 余英時(1985), 앞의 논문 69쪽.
16) 이상목(2005),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생명윤리」, 석당학술총서 11 『한국인의 죽음관과 생명
윤리』, 세종출판사, 3 4쪽.
17) 최길성(1994), 『한국 무속의 이해』, 예전사, 300쪽.
18) 최길성(1994), 앞의 책, 301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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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세기 이전에는 전래되었을 것이다. 신라의 경우에는 신문왕 2년(682)에 ‘국학’이 설치되었
다고 하지만, 진흥왕 6년(545)에 『國史』를 편찬하였던 기록을 참고로 하자면, 그 전래의 하한
은 6세기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유교사상은 고대삼국의 국가 운영과 사
회질서를 정착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유교의 기층사상을 이루는 공자의 사생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유
교가 현세적 사생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근거로는 『論語』 先進篇의 공자와 제자인 季路
와의 문답에서 찾고 있다.
계로가 귀신 섬기는 일을 묻자, 공자는 “살아 있는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
길 것인가.”라고 대답하였다. (또 계로가) “감히 죽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라고 하니. “아직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

사람과 귀신, 삶과 죽음의 질문에 대해 공자는 귀신[죽은 사람]과 죽음보다는 삶과 사람[산
사람]이 우선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장은 공자가 사람 섬기는 법과 삶에 관하여 먼저 알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죽음을 논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19)고
본다. 공자는 죽음을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天命’ 이나 ‘命’으로 보았기 때문에 죽음
속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삶 속에서 죽음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죽음을 ‘명’으로 보는 사고는 雍也篇에 보이고 있다.
伯牛가 병에 걸리자 孔子가 방문하여 창문에서 그 손을 잡고 “죽는구나 이것도 命인가?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라고 말하였다.

제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명’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여기서의 命
은 天의 의지가 아니고 일종의 필연성20)으로, 죽음은 천체의 운행, 사계절의 바뀜, 만물의 생
장 등과 같이 인간이 도저히 간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연의 규율로 보았던 것이다. 이 규율
을 ‘천명’이나 ‘명’이라 표현한 것은 천명의 범위는 넓어 세상의 일체 사물을 포함하는 의미이
고, 명의 의미는 비교적 좁아 인간의 수명을 말한다21)고 볼 수 있다.
공자는 죽음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短命’에 대해서는 불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哀公이 “제자 중에서 누가 배움을 좋아했는가”라고 물었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顔回란 자가 배움
을 좋아하였습니다. 노하여도 옮기지 않고 허물을 두 번하지 아니하였으나 불행히도 명이 짧아 죽
었습니다. 이제 없으니 배움을 좋아하는 자를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雍也篇)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죽음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보는 사상은 무교의 사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공자는 내세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
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배움을 통한 道의 달성을 죽음의 극복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19) 이기동(2012), 「유학에서 보는 삶과 죽음」, 정현채 외 『삶과 죽음의 인문학』, 석탑출판, 121쪽.
20) 詹萬生(1996), 『中國傳統人生哲學』, 中國工人出版社, 742쪽. 박문현(2002), 「고대 중국인의 죽음에
대한 사유」, 인문연구논집 7 『죽음과 문화』, 동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77쪽.
21) 박문현(2002), 앞의 논문,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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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里仁篇)

도를 듣는다는 것은 도를 안다는 것이고, 도를 알면 죽어도 좋다는 것은 도를 알면 죽음이
해결된다는 뜻22)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유교가 내세관이 없다고 해석하
기 보다는 충실한 현생의 삶을 강조하는 사생관이 존재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도’라는 목표가 죽음을 극복하는 사생관의 기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 이를 ‘왕, 국가, 가
족’ 등의 주변 관련 집단을 지키기 위한 ‘忠’이나 ‘孝’란 목표로 대체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그럴 경우 이러한 유교의 사생관은 전쟁이 빈번하였던 고대한국에서 ‘충’이란 국가적으로 요
구되는 사상으로 변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3) 불교의 사생관
유교와 더불어 고대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불교는 유교보다 늦게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대한국의 불교는 중국을 통해 전래되었으나 중국의 전통종교였던 유교나 도교와
달리 중국이 수용한 외래종교였다. 따라서 중국을 통해 수용된 불교는 원시불교나 부파불교가
아니라 중국화한 대승불교였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의 불교 전래는 소수림왕 2년(372) 前秦王 苻堅이 승려 順道를 파견하여 불상과 불
경을 가져옴으로써 시작되었고, 고국양왕 9년(392)에는 불교 숭배의 교서를 내려 적극 적으로
불교를 수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백제의 경우, 침류왕 원년(384)에 東晉의 사신과 함께 온 인
도 승려 摩羅難陁에 의해 佛法이 시작되었다. 이에 비해 신라는 법흥왕 15년(528)에 불교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그 수용과정이 고구려, 백제와는 달랐다. 즉, 눌지마립간(재위
417~458) 때 고구려로부터 온 墨胡子가 일선군(지금의 선산)지역으로 들어와 전파를 시도하였
으나 실패하였고, 이어 소지마립간(재위 479∼500) 때 고구려 승려 阿道에 의해 전래를 시도
했으나 이 역시 수용되지 못하다가, 법흥왕 대의 異次頓의 순교에 의해 정착하게 되었다고 기
록되어 있다.
신라의 경우, 이처럼 불교 수용에 있어 갈등을 유발하였던 원인은 첫째,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중국과의 정치, 문화적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화한 불교의 수용에 있
어서도 거부감이 적었지만, 신라의 경우는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해 중국과의 교류가 적었기
때문에 새로운 외래 종교인 불교를 수용함에 있어 거부감 때문에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추정된다. 둘째, 고구려와 백제가 중국의 전진과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던데
비해, 신라의 경우 고구려화한 불교의 수용에 거부감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니는 당
시의 신라와 고구려와의 관계가 군사적 긴장 상황이 지속되었던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한편, 불교에서도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주장되고 있으며,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세계인 현
세와 사후세계인 내세가 설정되어 있다23)고 한다. 또한 삶과 죽음의 과정을 中有, 生有, 本
有, 死有의 四有24)로 나누고 있으며, 반복되는 윤회에 의해 사람이 살고 죽는다고 하였다. 따
라서 삶과 죽음은 초월해야 할 대상임과 동시에 도달하여야 할 최고의 목적인데 이 상태를 涅

22) 이기동(2012), 앞의 논문, 121쪽.
23) 이상목 외(2005), 앞의 논문, 5쪽.
24) 중생의 輪廻轉生 과정을 母胎期의 生有, 죽음 전까지의 本有, 죽음 순간의 死有, 그리고 다시 삶을
받을 때까지의 中有의 4개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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槃이라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독특한 인식방식은 生死輪廻와
生死卽涅槃에서 찾을 수 있는 것25)이다. 이러한 사고가 불교의 독특한 사생관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生이라 해도 영원한 삶이 아니며 死라 하더라도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관점
은 이전부터 인도의 여러 종교나 사상에 전래되어 오던 윤회전생설을 불교가 수용26)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이 불교의 윤회전생설은 業因果報 사상이 근거가 되며 선

․악과 생․사의 業說은 반복되는

苦이기 때문에 四聖諦27)와 八正道28)의 파악과 수행을 통해 생사의 괴로움을 뛰어넘을 때, 윤
회에서 벗어나 涅槃의 세계29)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사성체와 팔정도의 수행을 통
해 생사의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욕망 속에 산다면 중생은 자신의 몸과 입 및 생각[마음]으
로 지은 業의 질과 양에 따라 六道30)의 세계에서 생

․사를 거듭하는 윤회전생을 반복하게 된

다31)고 설명하고 있다.
죽음과 삶의 문제를 이처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불교의 사생관이 고구려나 백제, 신
라 등의 지배계층과 지식인들에게 전래되었을 때에는 중국사회에 수용되었을 때보다 더 큰 정
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그 충격의 양상은 무엇보다도 불교의 복잡한 세
계관이 고대 한국인의 사고를 뒤흔들고, 한층 더 심오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특
유의 현세 중심적 세계관이 三世에 걸치는 무한정한 세계관으로 바뀌었고, 그 삼세를 관통하
는 업보설(karma theory)에 대한 이해, 唯識學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 대한 철저
한 분석, 대승 보살이 말하는 자비와 구원의 개념 등은 동아시아의 종교에서는 거의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불교는 이미 중국에서 한 번 漢文化圈의 틀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중국 문화에 익숙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훨씬 수월했을 것이란 지적32)은 참고할 만하다.

4) 도교의 사생관
유교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발생하여 고대한국에 전래된 도교는 중국 고유의 토착적 종교
사상이 집대성되어 민족종교로서 정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시 도가란 노자와 장자의 사상
을 중심으로 한 학파를 의미하며, 도교는 중국의 여러 민간 신앙들을 체계화 조직화33)한 것이
다. 즉, 유교와 같이 정돈된 사상체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중국인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巫祝

․讖緯說․陰陽五行說 등 잡다한 원시신앙과 혼합되어 불로장생의 신선이 되는 것을 목

표로 한 현세이익적인 신앙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도교는 종교인데 비해 도가는 철학으로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34)
중국 도교가 고대한국에 공식적으로 전래된 사실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영류왕 7년(624)

25)
26)
27)
28)
29)
30)

이상목(2000), 「한국인의 죽음관」, 『석당논총』 29,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06쪽.
박선영(1986), 「한국인의 죽음의식(불교) -죽음 앞에 초연한 불교적 삶-」, 『전통문화』 9, 59쪽.
苦聖諦, 集聖諦, 滅聖諦, 道聖諦를 말함
正見, 正思, 正語, 正業, 正命, 正勤, 正念, 正定을 말함
후대에는 서방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는 사상으로 변용됨.
天·阿修羅·人間·畜生·餓鬼·地獄을 지칭하며, 천·아수라·인간을 三善道라 하며, 축생·아귀·지옥을 三惡
道라 한다.
31) 이상목(2000), 앞의 논문, 110쪽.
32) 이상목(2000), 앞의 논문, 116쪽. 곽만연(2005), 「불교의 죽음관」, 석당학술총서 11 『한국인의 죽음
관과 생명윤리』, 세종출판사, 69쪽.
33) 중국에서는 유교가 관학적 성격이 강하였던데 비해, 도교는 민간신앙으로서 저변을 확대해 나갔다고
한다.
34) 정효운(2006), 「일본서기와 고대사상」, 『일어일문학』, 29, 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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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당나라에서 刑部尙書 沈叔安을 보내어 왕을 上柱國遼東郡公高句麗國王으로 책봉하고,
道士에게 명하여 天尊의 화상과 道法을 가지고 고구려에 가서 ‘老子’를 강의하게 하였다. 임
금과 백성들이 이 강의를 들었다.”라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보장왕 2년(643)에 연개
소문이 도교의 수용을 왕에게 건의하여 당 태종으로부터 叔達 등 도사 8인과 노자의 『도덕
경』을 얻어와 사찰에 머물게 하고 도교를 장려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고구려 말기에 도교가
성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라와 백제에도 비슷한 시기에 전래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도교신앙은 고구려에서만 성행하
였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天祭 ·巫俗 ·山岳 신앙 등의 지리적 여건으로 종교적 의식이 강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적극 수용 권장한 데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백제와 신라의 경우, 종교적 신앙보다는 老子, 莊子의 서적을 통한 無爲自然사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자체사상과 융합하면서 仙道·仙風 의식을 심화시켜 나가는 양상을 보였
다35)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도교신앙에 앞서 도가사상은 보다 빠른 시기에 고대한국에 전래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근구수왕조에 따르면, 근구수왕이 태자 시절 고구려에 진격하여
크게 이기고 달아나는 병사를 추격하려고 하자 장수인 莫古解가 “일찍이 道家의 말에 ‘만족할
줄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얻은 바도 많은
데 어찌 더 많은 것을 구하려고 하십니까?”라고 간언하자 추격을 중지하였다는 기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신라의 경우에도 도가사상과 관련된 기록이 보이고 있다. 『삼국사기』 41 열전 1 김유신 상
에 김유신이 중악석굴에서 難勝을 만나 “저는 신라인입니다. 나라의 원수를 보니 마음이 아프
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와서 만나는 것이 있기를 바랄 따름이었습니다.
엎드려 빌건대 어르신께서는 제 정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方術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기록
이라든지, 『삼국사기』 43 열전 3 김유신 하에 김유신의 庶孫인 巖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
하며 方術 익히기를 좋아하였다. 젊었을 때 이찬이 되어 당에 들어가 宿衛하면서 간간히 스승
을 찾아 가서 陰陽家의 술법을 배웠는데, 한 가지를 배우면 세 가지를 이해하였다. 저 혼자
遁甲立成法을 지어 스승에게 바치니 스승이 놀라서 말했다.”라는 예에서 신라에도 도가사상이
전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도가는 삶과 죽음의 근원을 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영혼에 대
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의 긍정적 조화를 추구하는 仙眞
人이 되어서 천상의 仙界로 올라가 不老長生함으로써 죽음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이 있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도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간을 무한하게 연장하면 육체를
가지고 죽지 않은 채로 영생 또는 불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36)하였던 것이다. 도교의 선계
는 현세의 지리적 개념을 가진 특정지역으로서의 蓬萊山, 蓬萊島, 方丈山 등과 같이 상정37)되
기도 하였다.
老壯사상에서는 현실세계만 중시하고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 즉 내세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
았다. 사후세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혼백이라든지 영혼 불멸도 인정하지 않는다
는 의미가 된다. 한편, 도가는 기의 聚散이 반복되는 선계를 현실세계와 구별되는 다른 세계

35)

두산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2688&cid=40942&categoryId=31604:
2014.1.25. 검색)
36) 최준식(1992), 「신선설에 나타난 장생불사관」, 『죽음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창, 166쪽.
37) 이인복(1979), 『한국문학에 나타난 죽음의식의 사적 연구』, 열화당,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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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에 따르는 심판의 관념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도가
의 세계관은 도교로 발전되면서 변모되어, 萬物轉變의 원리를 깨달아 장생불사의 신선이 되는
것을 전일적 목표로 삼고, 현실세계의 연장선상에서의 타계인 仙界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생불사의 신선이 사는 세계는 사후세계와 다르며 현실세계와도 다른 성격38)으로 보았다.
이상에서 고대한국 국가의 사생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무교, 유교, 불교,
도교의 영혼관과 사생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러한 각 종교의 사생관이 『삼국사기』
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관련 용어의 용례를 검토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4. 『삼국사기』에 보이는 사생관
1) 용례로 본 고대한국인의 영혼관
『삼국사기』에는 죽음과 죽임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다. 역사서라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대 삼국이 정립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전쟁이라는 속성 때문이기도 하다. 『삼
국사기』는 역사적 기록이라는 성격 때문에 죽음 문제에 대해서도 한반도를 공간으로 하는 3인
칭의 관점에서 서술되었으며, 당대가 아닌 후대라는 시간적 성격 때문에 타자화하여 기록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죽음과 죽임의 많은 부분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지만 지진,
기아 등의 자연재해에 따른 죽음도 보이고 있고, 왕이나 무사 등 지배층의 죽음에 대해서도
많은 서술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기록에 보이는 고대국가와 고대한국인의 죽음
관념인 사생관을 죽음과 밀접하게 관련성을 가지는 영혼관과 내세관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
기로 한다.
죽은 사람의 존재 관념39)을 표현하는 용어로는 魂靈, 靈魂, 鬼神, 魂魄40) 등이 사용41)되고
있다. 영혼과 혼령은 동일한 의미이고, 혼백은 고대중국인들이 사후의 인간의 영혼을 하늘로
가는 혼과 땅으로 가는 백으로 구분42)한데서 유래하였다. 즉, 혼과 백이 조화상태에서는 육체
에 생명력을 넣어 주고 그 육체가 유지될 때 인간이 살아 있는 것이고, 혼
요소가 분리되면

죽는다43)고

․백․육체의 이 3

보았던 것이다. 또한 魄이 살아 있는 사람들의 세계로 돌아온 영

혼 또는 귀신을 ‘鬼’라고 하였는데, 이는 귀향을 의미하는 ‘歸’와 同音異義의 의미44)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영혼을 혼과 백의 2요소로 엄격히 구분하는 방법은 漢代에 이미 사라졌다45)고
보기 때문에 이후 고대 한국에서도 그 구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한다46).
한편, 이들 용어는 혼, 령, 귀, 신 등의 글자를 합쳐 사용한 복합어라 할 수 있다. 이들 용
례가 고대한국에서는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고대한국인도 사람이 죽
은 후에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魂47)이나 靈, 鬼, 神 등으로 표현되는 존재 관념을 가지고
38) 이상목(2000), 앞의 논문, 86쪽. 또한 시간의 연장을 통한 장생불사의 신선이 되기 때문에 신선의 선
계는 현실세계보다 축소된 시간관념으로 보고 있다.
39)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영혼불멸설이 저변을 형성하지만, 그와 반대로 모든 것이 살아진다고 보는 단
멸설(斷滅論, 斷見)도 있다.
40) 혼백은 고대중국인들이 영혼을
41) 그 외 靈神, 聖靈, 死靈, 幽靈, 遺靈, 幽魂, 幽鬼, 亡魂 등도 사용된다.
42) 하늘은 天이나 신선의 세계, 帝의 세계 등이며 땅은 黃泉 등의 세계로 이해할 수 있다.
43) 마이클 로이 저, 이성규 역(1993), 『고대중국인의 사생관』, 지식산업사, 42쪽.
44) 마이클 로이 저, 이성규 역(1993), 앞의 책, 43쪽.
45) 余英時(1985), 앞의 논문, 69쪽.
46) 나희라(2008), 앞의 책, 31쪽.
47) ‘魂’의 용례는 文武王 9년과 21년에 ‘幽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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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보았다.
우선 『삼국사기』에서는 ‘혼백’이란 용어의 사용례는 보이지 않고, ‘백’이란 용례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삼국시대의 영혼관에는 ‘백’이란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용
례에 한정하여 좀 더 추정해 보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한 고려 전기 시기(1145년[인
종 23])까지도 혼백을 구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 한대 이후 혼백의 구별 개념이 사라졌으며, 그 영향으로 이후 고대한국 사회에서
도 구별하지 않았을 것으로 주장한 상기의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혼’
의 경우는 신라본기 문무왕의 敎書에 2예가 보이고 있다.
전장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이미 모두 상을 주었고, 싸우다 죽은 幽魂에게는 명복을 빌 재물
을 추증하였다. (9년[669] 봄 2월 22일조)
헛되이 재물을 쓰고 書冊에 꾸짖음만 남길 뿐이요, 헛되이 사람을 수고롭게 하고 幽魂을 구원하는
것은 못된다. (21년[681] 가을 7월 1일조)

그리고 이는 단독 용어가 아니라 ‘幽魂’이란 복합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유혼의 용례가
『논어』에는 보이지 않고 문무왕 이전의 기록에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다 후대의 표
현48)으로 생각되며, 그 의미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靈’의 경우는 21개의 사례가 보이고 있는데, ‘仙靈’(신라본기 實聖尼師今 12년[413] 8월조),
‘巨靈’(신라본기 文武王 11년[671] 7월26일조), ‘宗廟之靈’(신라본기 神文王1년[681] 8월16일
조), ‘大王之靈’(신라본기 神文王 7년[687] 4월조), ‘靈禽’(신라본기 聖德王 32년[733] 12월조),
‘山海精靈’(신라본기 憲康王 5년[879] 3월조), ‘先祖神靈’(琉璃王 28년[9] 8월조), ‘三靈’(고구
려본기 榮留王 5년[622년]조), ‘霊輿’(고구려본기 寶藏王 4년[645]조), ‘靈化’, ‘皇靈’(이상 백제
본기 蓋鹵王 20년[474]조), ‘靈星’(雜志 祭祀조), ‘靈室’(열전 金庾信전), ‘靈柩’(列傳 金仁問
전), ‘生靈’(열전 甄萱전) 등과 같이 단독 표현 보다는 복합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위의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영’은 신격화한 존재로서의 의미인 신선(선령), 河神(거령)49),
정령, 천

․지․인의

삼령50)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종묘의 령, 대왕의 령, 선조의 령 등의

예와 같이 조상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영실’의 경우는 신령스럽거나 영험이 있는 방의 의미인
데 불당 즉, 불교와 연관51)시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영여’와 ‘영구’의 예와 같이 죽은 사
람을 지칭하기도 하고 ‘생령’과 같이 산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영수’와
같이 새 같은 짐승에게도 사용되고 있다52). 이로 볼 때, ‘영’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무교나 유교, 도교, 불교 등의 특정한 종교와 연관된 용어는 아니고, 영험
이 있는 존재나 죽은 사람의 영혼에 대한 긍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죽은 사람의 혼을 ‘鬼神’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귀신’이 5례 보이고 있지만, 本紀
에는 1례만 보인다. 앞서 인용한 남해차차웅 1년 3월조의 次次雄에 대한 주석에 보이고 있
다53). 김대문54)의 설명에 따르면 차차웅은 무당과 관련이 있고, 무당이 섬기고 제사를 받드는
48) 『舊唐書』에 용례가 보이고 있다.
49) 이병도(1986),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07쪽에 의하면, “巨靈은 河神으로 손과 발로 華山을
둘로 나누어 물이 흐르게 하였다.”고 한다.
50) 三靈을 日, 月, 星으로 보기도 한다.
51) 懸鼓岑 岫寺의 靈室로 되어 있고, 新羅本紀 善德王 4년(635)에는 靈廟寺를 완성했다는 기록이 있다.
52) 그 외 ‘靈星’은 농사를 담당하는 天田星이라고 보며, ‘靈化’는 중국의 덕화, ‘皇靈’은 중국 황제의 신
령함을 의미하는데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상표문의 표현이다.
53) 次次雄或云慈充 金大問云 方言謂巫也 世人以巫事鬼神尙祭祀 故畏敬之 遂稱尊長者 爲慈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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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귀신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초기 신라의 왕명이 무당과 관련이 있다면 이 시대의 신라
는 무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보이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란 의미의 ‘귀신’이란 표현은 8세기 대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용어가 이전 시기의 고대
한국에 통용된 용어라고는 단정하기는 어렵다55). 즉, 초기에는 ‘귀’와 ‘신’의 용례 구별이 있었
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귀’와 ‘신’의 용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단독 ‘鬼’의 용례는 7례가 보인다. 즉,
“鬼가 엿보는 꾸짖음을 끌어들이게 된다.”(신라본기 文武王 11년[671]조), “죽어서도 은혜를
배신하는 鬼가 될까 두렵다.”(신라본기 문무왕 12년[672]조), “사람들은 이를 鬼가 치는 북소
리라고 말하였다.”(신라본기 景德王 19년[760]조), “烽山에서 鬼가 울었다.”(고구려본기 烽上
王 8年[299]조), “밤에 궁궐 남쪽 길에서 鬼가 울었다.”(백제본기 義慈王 19年[659]조), “鬼가
하나 궁궐 안에 들어와서 큰소리로 ‘백제가 망한다. 백제가 망한다.’라고 외치다가 곧 땅 속으
로 들어갔다.”(백제본기 義慈王 20년[660]), “분명히 사람이 아니고 여우鬼일 것이다.”(列傳5
溫達3)이다.
이들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귀’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이고 나쁜 의미의 영혼[惡
鬼]이란 의미이며, 의자왕 20년 조를 참고로 한다면 ‘鬼’는 ‘魂’이 아니라 ‘魄’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神’의 용례는 『삼국사기』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용 예를 보면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왕의 이름에
‘神’이 들어 있는 경우이다. 신라본기에는 神文王, 神武王, 神德王 등이 보이고, 고구려본기에
는 大武神王 등이 보인다. 또한, 신라의 경우 시조신의 제사를 모시는 곳을 ‘神宮’으로 지칭하
였던 예에서도 추정 가능하다.
이상에서 『삼국사기』에 보이는 ‘혼’, ‘영’, ‘귀’, ‘신’의 용례 검토를 통해 고대한국인의 영혼
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늘날 죽은 사람의 존재를 관념화하여 일컫는 ‘영혼’이나 ‘귀신’이란
용어는 ‘영’과 ‘혼’, ‘귀’, ‘신’이라는 각각 다른 개념을 합성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대 중국과 달리 ‘혼’과 ‘백’을 나누는 개념이 없었던 듯하고, ‘혼’이란 의미도 단독
으로 사용되는 예는 보이지 않고 ‘유혼’이라는 복합 용어로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영’이란
개념은 ‘혼’보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무교, 유교, 도교, 불교 등의 특정 종교와 관련 지
어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귀’의 경우, ‘귀신’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일컫기는 하지만 긍정적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의 경우
왕명이나 ‘神宮’과 같이 시조의 영혼을 모시는 사당에 사용되는 용례로 보아 다른 용어보다
신격화하여 사용되는 용어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고대국가의 사생관을 알기 위한 또 하나
의 요소인 내세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2) 고대국가와 사생관
고대한국인의 관념에서도 사람이 죽은 후에는 ‘혼․영․귀․신’이 된다는 관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혼’들이 거처하는 공간인 내세에 대해서는 각 종교에서 다른 관념
을 가지고 있다. 무교의 경우 죽은 사람이 거처하는 곳으로 이승을 상정하고 있지만, 유교의
경우, 죽음을 氣의 응집과 발산으로 보기 때문에 사후세계를 상정하기 어렵고, 도교의 경우도
54) 생몰년은 알 수 없고 聖徳王 3년(704)에 漢山州 都督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55) 나머지 4례는 雜志1 祭祀9[『後漢書』云: 高句麗, 好祠鬼神 社稷 靈星], 祭祀11[『梁書』云: “高句麗,
於所居之左, 立大屋, 祭鬼神, 冬又祠零星 社稷.], 志1 樂11[手抱珠鞭役鬼神], 列傳 甄萱15[天地鬼神]
인데, 이것들도 중국 사료의 용례와 후대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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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仙界라는 표현이 있지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의 의미는 아니다. 또한 불교의 경우, 서
방정토나 극락 또는 그와 대응하는 지옥이란 관념을 상정하기도 하는데, 윤회를 거듭하며, 苦
集滅道를 끊을 때 비로소 열반으로 간다고 이해한다면, 열반은 극락과는 다른 관념의 세계라
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세관이 고대한국인들에게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삼국사기』의 용
례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삼국사기』에는 죽음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기록들이 어떤 상황에서 죽었
는지에 대한 죽음 현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기록에서 당시 한국인의 내세관을 도출하
기 어렵다. 이것은 역사서가 국가라는 3자적 입장과 후대라는 3인칭적인 서술의 산물이기 때
문에 태생적 한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죽음에 대한 태도나 관념을 엿
볼 수 있는 사료들이 있기에 이들 자료를 중심으로 고대한국인의 사생관에 대해 검토해 보기
로 한다.
먼저, 지배층의 사생관을 문무왕 21년(681) 왕이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남긴 조서를 통해 살
펴보기로 하자.
가을 7월 1일에 왕이 죽었다. …… 남긴 조서는 다음과 같다. “과인은 運이 어지러울 때에 속하
고 때는 다투어 싸울 때였다. 서쪽을 정벌하고 북쪽을 토벌하여 능히 영토를 안정시켰고 배반하는
자들을 치고 협조하는 자들을 불러 마침내 멀고 가까운 곳을 평안하게 하였다.
위로는 조상들의 남기신 염려를 위로하였고 아래로는 父子의 오랜 원한을 갚았으며, ㉮살아남은
사람과 죽은 사람에게 두루 상을 주었고, 중앙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벼슬에 통하게
하였다.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었고 백성을 어질고 오래 살게 하였다. 세금을 가볍게 하고 요역
을 살펴주니,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들이 풍족하며 민간은 안정되고 나라 안에 걱정이 없게 되었
다.
곳간에는 (양곡이) 언덕과 산처럼 쌓였고 감옥에는 풀이 무성하게 되니, ㉯귀신과 사람에게 부끄
럽지 않았고 관리와 백성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고 말할 만하다. 스스로 여러 어려운 고생을 무릅쓰
다가 마침내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렸고, 정치와 교화에 근심하고 힘쓰느라고 다시 심한 병이 되었
다.
㉰운명은 가고 이름만 남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갑자기 긴 밤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찌 한스러움이 있겠는가?
태자는 일찍이 밝은 덕을 쌓았고 오랫동안 태자의 자리에 있어서, 위로는 여러 재상에 나가고 아래
로는 뭇 관리들에 이르러 ㉱죽은 사람을 보내는 뜻을 어기지 말고 살아 섬기는 예의를 빠뜨리지 말
라. 종묘의 주인은 잠시도 비워서는 안 된다. 태자는 곧 관 앞에서 왕위를 이어 서도록 하라.
또한 산과 골짜기는 변하여 바뀌고 사람의 세대도 바뀌어 옮겨가니, 吳나라 왕의 北山 무덤에서
어찌 금으로 만든 물오리의 고운 빛깔을 볼 수 있을 것이며 魏나라 임금의 西陵 망루에서 단지 銅
雀이라는 이름만을 들을 뿐이다.
지난날 모든 일을 다루던 ㉲영웅도 마침내 한 무더기의 흙이 된다. 나무꾼과 목동은 그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여우와 토끼는 그 옆에 굴을 파니, 헛되이 재물을 쓰고 書冊에 꾸짖음만 남길 뿐이
요, ㉳헛되이 사람을 수고롭게 하고 죽은 사람의 넋을 구원하는 것은 못된다.
가만히 생각하면 슬프고 애통함이 그치지 않을 것이지만, 이와 같은 것은 즐기는 것이 아니다.
죽은 뒤 10일 뒤에는 곧 庫門 바깥의 뜰에서 ㉴西國의 의식에 따라 火葬을 하라. 상복의 가볍고
무거움은 정해진 규정이 있으니 장례를 치르는 제도는 힘써 검소하고 간략하게 하라. …
변경의 城·鎭을 지키는 일과 州縣의 세금 징수는 긴요한 것이 아니면 마땅히 모두 헤아려 폐지하고,
律令格式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곧 다시 고치도록 하라.
멀고 가까운 곳에 널리 알려 이 뜻을 알게 할 것이며 주관하는 자는 시행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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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료는 문무왕 21년 문무왕이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남긴 조서이다. 여기에서 당시 지배
층의 사생관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례에 있어서는 불교식 화장을 요구(㉴)하고 있지
만, 죽음에 대해서는 내세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산 사람(存)이나 죽은 사람(亡)에게 공평하게 상을 준다든지, 귀신(幽)
과 사람(顯)에게 부끄럽지 않았다(㉯)고 하는 사고는 무교적 관념에 가깝고, 죽음을 이름만 남
기고 긴 밤으로 돌아간다(㉰) 식으로 인식한다든지, 장례를 후하게 하라(㉱)든지 하는 표현은
유교식 관념의 소산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같은 문무왕의 같은 21년조 7월조에 따르면 왕이 죽어 용이 되었으며 동해 바다의
바위에 장사를 지냈기에 그 바위를 대왕석이라 하였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시호를 文武라 하고 여러 신하들이 유언에 따라 동해 입구의 큰 바위에 장사 지냈다. 민간에서 전
하기를, ‘임금이 변하여 용이 되었다.’라 하고, 또 그 바위를 가리켜 大王石이라 불렀다.

왕이 호국의 용으로 변하였다는 것은 윤회사상과의 관련성을 상정할 수 있으나, 고대중국의
민간신앙에서도 용신앙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불교적 사생관으로만 한정하여 생각할 필요는 없
는 듯하다. 즉, 용이 되어 국가를 수호한다는 관념은 유교적인 사생관이나 불교적 사생관으로
만 해석하기 어렵다. 용이 되고 싶다는 관념은 불교의 윤회사상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서방극락이나 아미타여래에의 귀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불교적 열반사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음은 열전에 나타난 지배층의 사생관을 살펴보기로 하자.
① 흠운이 말을 비껴 탄 채 창을 쥐고 적을 기다리는데, 大舍 詮知가 달래며 말했다. “지금 적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니 지척에서도 분간할 수 없고, 공이 비록 죽더라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공은 신라의 귀한 신분이며 대왕의 사위입니다. 만약 적의 손에 죽는다면 백제의 자랑거리
요, 우리에게는 크나큰 수치가 될 것입니다.” 흠운이 말했다. “대장부가 이미 몸을 나라에 바친 이
상 남이 알든 모르든 매한가지다. 어찌 감히 명예를 구하겠느냐?” 그가 꼿꼿이 서서 움직이지 않자,
종자가 말고삐를 쥐고 돌아가기를 권하였다. 흠운은 칼을 뽑아 휘두르며 적과 싸워 몇 명을 죽이고
자신도 죽었다. 이때에 대감 穢破와 소감 狄得도 함께 전사하였다. 步騎幢主 寶用那가 흠운이 죽었
다는 말을 듣고 말했다. “그는 혈통이 고귀하고 권세가 영화로워 사람들이 아끼는 처지인데도 오히
려 절개를 지키다 죽었다. 하물며 나 보용나는 살아도 이득될 것이 없고 죽어도 손해날 것 없지 않
은가!” 그는 곧 적진으로 달려가 적병 몇 명을 죽이고 자신도 죽었다.
② 유신은 비령자가 힘써 싸우고 깊숙히 들어갈 뜻이 있음을 알고, 불러서 이르기를 “날씨가 추워
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낙엽 짐을 알 수 있는데, 오늘의 일이 급하다. 그대가 아니면 누
가 용기를 내고 기이함을 보여 뭇 사람의 마음을 분발시키겠는가?”라고 하였다. 인하여 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간절함을 보였다. 비령자가 두 번 절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일을 저에
게 맡기시니, 저를 알아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마땅히 죽음으로써 보답하겠습니다.”고 하였
다. 나가면서 종 合節에게, “나는 오늘 위로는 국가를 위하여, 아래로는 나를 알아주는 분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나의 아들 擧眞은 비록 나이는 어리나 굳센 의지가 있어 반드시 함께 죽으려고 할 것
이다. 만약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죽으면 집사람은 장차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너는 거진과 함께
나의 해골을 잘 수습하여 돌아가 어미의 마음을 위로하라!”고 하였다.

③ 필부가 이 사실을 알고 칼을 뽑아 비삽의 머리를 베어 성 밖으로 던지고는 군사들에게 말했다.
“충신과 의사는 죽을지언정 굽히지 않는 것이니 힘써 노력하라! 성의 존망이 이 한번 싸움에 달렸
다.” 그리고는 주먹을 휘두르며 한바탕 호통을 치니, 병든 자들까지 모두 일어나 앞을 다투어 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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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올라갔으나 사기가 꺾이고 다해 죽고 다친 이가 반을 넘었다. 그때 적이 바람을 이용해 불을 지
르고 성을 공격하며 들이닥쳤다. 필부가 上干 本宿, 謀支, 美齊 등과 함께 적을 향해 활을 쏘았다.
그러나 빗발처럼 날아오는 화살에 온몸이 찢어지고 잘리어, 흐르는 피가 발꿈치까지 적시더니 끝내
쓰러져 죽었다.
④ 계백은 장군이 되어 결사대 5천을 뽑아 이를 막고자 하며 말하였다. “한 나라의 사람으로 당과
신라의 많은 병사를 당해내자니, 나라의 존망을 알기 어렵다. 내 처자식이 붙잡혀 노비가 될까 두렵
구나. 살아서 치욕을 당하는 것보다 흔쾌히 죽는 것이 나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처자식을 다 죽였
다. 黃山의 들에 이르러 세 개의 진영을 설치하였다. 신라 병사들과 맞닥뜨려 싸우려 할 때 여러 사
람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옛날 越王 句踐은 5천의 군사로 吳의 70만 대군을 격파하였다. 오늘 우
리는 마땅히 각자 분발해서 승리를 쟁취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리라!” 그리고 드디어 처절
하게 싸웠다. 백제군 한 명이 천 명을 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없으니, 신라군이 끝내 퇴각하였다.
이렇게 진퇴를 네 번이나 거듭하다가, 힘이 다해 전사하였다.

상기의 사료는 죽음이 전쟁이란 비일상적인 요인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전쟁은 국가나 가족을 위한 이타적 죽음을 요구하는 시스템이 기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
다. 이런 경우, 개인적 내세관이나 사생관은 전쟁의 승리라는 국가의 목적에 의해 매몰되고
이데올로기로 변용된다고 생각한다. 달리 표현하면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개인적 죽음의 대
가는 남은 자들의 삶의 평안이란 현실적 필요성으로 대체를 강요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김흠운은 절개를 위해, 보용나는 명예를 위해 죽음을 택하였으며(①), 비녕자는 자신을 알아
주는 사람을 위해(②), 필부는 忠과 義를 위해(③) 목숨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계
백의 경우에는 자신의 죽음은 충이란 목적을 위해 바친 것이 되지만, 동시에 다가올 ‘수치’라
는 덕목 때문에 가족의 죽음을 강요한 사례가 된다. 결국, 비일상적인 전쟁을 통해서는 개인
적 내세관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 저변에는 당시의 국가나 사회적으로 강요된 사생관이
개인의 사생관을 통제, 지배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예와는
다른 예도 보이고 있다.
선생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무릇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어, 그것이 와도 막을 수 없고 그것이 가도 좇을 수 없는 법이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마음 상해하
는가? 내가 당신을 위하여 방아소리를 내어 위로하겠소.” 이에 거문고를 타서 방아 찧는 소리를 내
었는데, 세상에 이것이 전해져 碓樂이라 하였다.

백결선생전에 보이는 사생관 즉, 죽고 사는 것이 하늘에 달려있다고 보는 관념은 유교적
사생관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고대 삼국시대의 사생관은 불교의 내세관이 영
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충과 효를 강요하는 유교적 사생관이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고 할 수 있다.

5. 결론
이상에서

『三國史記』에 보이는 용례와 고대국가의 관점에서 고대한국인의 사생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삼국사기』나 다른 사서의 용례를 통해볼 때, 선후

관계는 알 수 없으나 ‘생사’보다 ‘사생’의 용례가 보다 많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고대한국인의 사생관 형성에는 무교, 유교, 불교, 도교 등의 다양한 종교사상이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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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고 생각되지만, 불교의 도입 이전에는 무속과 정치적 윤리로서의 유교와 민간 신앙으로
서의 도교의 영향이 강하였다고 생각한다. 셋째,

『삼국사기』의 용례를 통해 볼 때, 고대 한국

인의 영혼관에는 혼백의 개념이 없었고, 오늘날의 영혼을 의미하는 영, 혼, 신, 령 등의 용어
는 각기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고대 삼국시대의 사생관
은 불교의 내세관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충과 효를 강요하는 유교의 현세적 사생관이 보
다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부언하자면, 『삼국사기』라는 사료를 통해 고대한국인의 사생관을 추출해 볼 때, 역사서라는
속성 때문에 개인의 죽음은 국가나 집단에 의해 통제되고 강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삼국이 고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각축하며 전쟁이
일상화하던 시기였기에 더욱 더 그러하였다고 생각된다. 왕을 정점으로 하는 고대국가의
사생관은 내세적 삶보다 현세적 삶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배층에 대해서는 忠의 실천을,
피지배층에 대해서는 義의 실천을 강요한 결과, 국가나 사회로부터 강제된 유교적 사상이
고대한국인의 사생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를 위해 전쟁에서 목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내세에 대한 관념보다 공적에 따른 현세적 관직과 토지의 보수 그리고
약탈에 따른 현실적 이익추구가 죽음에 대한 보상적 기제로 대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대한국인의 사생관 형성에는 동일한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속의 계층성과 지역성, 중층성 등의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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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1분과)-9 토론]

‘한국 고대국가와 사생관’의 토론
이상준(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정효윤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진지한 발표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문외
한으로 의문 나는 곳을 여쭤보는 것이 교수님의 옥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
어, 아래와 같은 두 가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1. 교수님께서는 무교의 영혼관이 고대중국의 혼백관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중
국에서는 이미 漢代에 혼과 백을 엄격히 구분하는 법이 사라져서 시기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
문에 양자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설정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고 하시는데, 선생님의 논지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인간의 삶=육체+영혼
영혼의 본질=령 ---영육이원론(영+육)
영혼의 본질=혼+백 --- 영육삼원론(혼+백+육)
②무교의 영혼(혼+백+귀)
사후의 혼: 승천, 백: 땅으로 스며든다. 귀: 공중에 떠돌다가 제사에 참석.
③고대중국인의 혼백관
사후 귀(백+혼) 『左傳』 昭公 7년조
사후 육체의 魄은 내려가고 知氣 곧 魂은 위로 간다.『禮記』 「禮運」
사후 魂氣는 하늘로 돌아가고 形魄은 땅으로 돌아간다.「郊特牲」
상기와 같기 때문에, 무교의 영혼관과 고대 중국인의 혼백관은 용어는 같지만, 혼·백·귀의 의
미는 상기와 같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쉽게 영향관계를 논할 수 있는지요?
2. 죽음에 대한 무교의 관념은 죽음이란 ‘天壽를 다한 최종점’에서 발생한다고 믿고, ‘천수’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운명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인공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다
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늙어 병으로 죽더라도 그것은 천수에 가까울 뿐 천수를 모두 누
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죽음도 모두 불행한 사건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이것이 무교
가 죽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죽음 자체는 불행하다고 믿어도 사후 세
계를 이승보다 좋은 세계로 설정하는 불교와는 차별되는 사생관이라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교수님의 설명은, 인간죽음이란 천수를 다한 종점에서 발생하고, 천수는 운명적
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천수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이러한 사생관은 불
교의 사생관과 다르다고 하신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교에서 천수를 다한 종점에서 죽
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죽는 것은 무교에서 말하는 죽음이 아닌 것이
되는데 이것은 올바른 이해인지요? 천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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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2분과)-1]

장희빈 관련 고전소설의 전개와 특징적 양상

이기대(고려대)

1. 서론
장희빈은 현대 사극 및 영화에서 거듭 등장하였기에 여성 역사인물 가운데 비교적 널리 알
려진 인물이다. 따라서 악녀의 배역이긴 하지만 여배우 가운데 누가 장희빈의 역할을 하는가
에 대해서는 관련 사극 및 영화가 제작될 때마다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최근에도 이러한 현상
은 반복되고 있다.1)
그런데 장희빈에 대한 이와 같은 관심은 현대적 사극 및 영화를 통해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장희빈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였으며, 대략적으로 판단하여 보더라도
여성 역사인물 가운데 우리의 고전소설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인물이 장희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장희빈이 등장하는 고전소설들은 박태보, 인현왕후, 장희빈, 숙종대왕 등의 이름을 제목으로
하면서 장희빈과 관련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들 작품들은 각각의 인
명 및 관직명 등이 바뀌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이본들이 산출되기도 하였다.
다만 작품에 따라 제명으로 제시된 인물들의 개별적 성격이 중시되었던 만큼, 이들 인물들
과 장희빈의 관계는 조금씩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희빈에 대한 형상 및
관련 사건의 양상에 대한 서술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이들 형상이 작품에 따라 구
체적으로 제시되거나 형상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작품에 따른 특징들이 드러난다. 따라서 악
녀로서의 형상이 분명한 장희빈이 등장하지만 동일한 인물이 고전소설의 작품들에서 차이가
나게 형상화되고 있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장희빈과 관련된 고전소설에 대해서는 작품에 따른 개별적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
다. 특히 <박태보전>과 <인현왕후전>을 중심으로 이본에 대한 조사 및 작품의 성격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고, 역사적 인물로서의 장희빈과 고전소설 작품에 형상화된 장희빈을 변
별짓기 위한 논의도 제기되어 왔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본 발표에서 주목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 작품에 나타난 장희
빈 형상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박태보전>이나 <인형왕후전>으
로 기존의 연구가 집중되면서, 관련 고전소설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은 아직 명확히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박태보전>과 관련된 <박한림전> 계열이나, <인현왕후전>에서

1) 장희빈 관련 영화 및 사극은 다음과 같다.
① 영화 : <장희빈>(1961), <요화장희빈>(1968)
② 사극 : <장희빈>(MBC, 1971), <여인열전 장희빈>(MBC, 1981), <조선왕조오백년 인현왕후>(MBC,
1988), <장희빈>(SBS, 1995), <장희빈>(KBS2, 2002), <동이>(MBC, 2010), <장옥정, 사랑에 살
다>(SB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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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된 <민즁젼실긔>와 <장희빈전>, 새롭게 발견된 <숙종대왕실긔> 가운데는 아직 소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작품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발표문에서는 장희빈을 중심으로 그녀가 고전소설에서 형상화된 작품의 양상과 특
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특정한 역사적 인물이 고전소설에 반복적으로 등
장하면서 작품에 따라 형상의 특징 및 성격이 점차 구체화되는 상화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
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가 장희빈을 기억하는 방식도 실제로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전개되어왔던 장희빈에 대한 형상의 맥락에 놓여 있다는 점이 보다 선명해지리라 예상할 수
있다.

2. 역사 기록에 나타난 장희빈의 특징적 형상
장희빈과 관련하여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폐비
시키는데 관여하였으며 숙종의 총애를 얻는 과정에서 개인적 권력을 강화하고 저주를 위한 무
속행위를 하는 등의 악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대한 증언은 <인현왕후전>,
<박태보전>과 같은 소설작품에서뿐만 아니라 숙종실록을 비롯한 연려실기술, 수문록 등
의 다양한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근래에 들어 장희빈의 악녀로서의 형상은 실제와 다르게 덧붙여진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녀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2) 이러한 논의들에서는 장희빈의 생애
와 그녀의 정치적 기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면서, 그녀에 대한 인식도 사실과 달랐을 가능성
을 제기한다. 즉 장희빈의 사후에 조선의 역사에서 서인 세력의 지배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
어 갔기에, 남인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던 장희빈은 부정적으로 서술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장희빈이 첩으로서 적처를 내쫓았으며 그녀가 낳은 아들이 적장자로 인정받아 숙종의 뒤를 이
어 왕위를 계승한 것이 서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특정한 정치적 세력이 장희빈의 생존시부터 그녀와 대립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고 이후 그
녀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점철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 따른다면, 역사상 그 인식이 뚜렷하였던 장희빈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시
각으로 상대화할 수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때문에 장희빈에 대한 역사적 실체를 확인해 보
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타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실제로 장희빈 관련 기
록을 통해 드러나는 그녀에 대한 서술에서 기록이 변경되었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검토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장희빈에 대한 기록이 바뀌었다는 점은 숙종실록과 숙종실록보궐정오의 비교 과정
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① 당초에 후궁(後宮) 장씨(張氏)의 어미는 곧 조사석(趙師錫)의 처갓집 종이었는데 조사석이 젊었
을 때에 사사로이 통했었고, 장가(張家)의 아내가 된 뒤에도 오히려 때때로 조사석의 집에 오갔었
다.
② 장(張)의 어미가 조사석의 처갓집 종이란 것은 전연 허황한 말이고, 사통(私通)했다는 말은 더
3)

2) 홍순민, ｢장희빈을 위한 변명｣, 역사비평 14, 역사비평사, 1991, 332-342면. 정두희 외, 장희빈,
사극의 배반, 소나무, 2004, 1-324면.
3) 初, 後宮張氏之母, 卽趙師錫妻家婢也. 師錫少時私通, 及爲張家妻後, 猶時時往來師錫家. 杭又師錫從
妹之子也. 及師錫拜相, 一世擧疑其由於奧援. 숙종실록, 13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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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理)한 말이다.

욱 무리(

4)

위의 인용문에서 ①은 숙종실록이고 ②는 같은 날짜, 같은 내용에 대한 숙종실록보궐정
오의 부분이다. 내용을 비교하면 숙종실록의 편찬이후 수정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숙종실록에서는 장희빈의 모친이 조사석의 처갓집 종이었으며 젊어서 조사석과 정을 통하였
고, 혼인한 이후에도 조사석의 집에 머물렀다하여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반면에 숙종실
록보궐정오에서는 숙종실록에서의 말들이 모두 허황하다고 하여, 장희빈의 모친이 부도덕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변호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숙종실록보궐정오에서는 역사를 찬수하던 사람들이 당동벌이(黨同
伐異)하기에 급급하여 억측(臆測)하고 부회(傅會)하여 억지로 어둠침침한 상태로 돌려놓은 것
이라고 평하고 있다.5) 즉 숙종실록의 편찬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 서인 노론이었기 때문에
장희빈을 악녀로 형상화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소론이 수정한 숙종실록보궐정오에선 장희빈
에 대한 부정적인 대목을 완화시키려 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숙종실록에서 장희빈에 대한 형상이 부정적으로만 일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장희빈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도 찾아볼 수 있
기 때문이다.

① 장씨는 일찍부터 아름다운 자태를 타고나고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었다. 상서(祥瑞)가 몽일(夢
日)에서 조짐을 보이매 요옹(姚翁)은 천하(天下)의 귀인(貴人)이라 감탄하고, 사책(史冊)에 사록(沙麓)
이 무너진 것이 적혀 있으매 건공(建公)은 원성(元城)의 성녀(聖女)를 점쳤다. 오직 그 의도(儀度)가
법칙에 맞으므로 명성이 향기를 드날리니, 계명(鷄鳴)에서 경계(儆戒)를 더욱 밝히면 이보다 덕(德)
이 더 나타남이 없고, 인지(麟趾) 에서 풍악을 울리면 하늘에서 녹(祿)을 받을 것이다
② 너 장씨는 늘 내칙(內則)을 따라서 덕이 후궁 중에서 으뜸이니, 성품이 그윽하고 고요하여 주
(周) 문왕(文王)의 후비(后妃)와 아름다움을 짝할 만하고, 몸소 문안하여 대비(大妃)를 섬기게 되더니,
6)

어찌 다행히도 시중들던 끝에 과연 이처럼 단장을 마치는 경사가 있게 되었는가?7)

위의 ①과 ②의 내용에서는 장희빈이 태어나면서 자질이 뛰어나고 자태가 아름답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일찍부터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성품도 그윽하고 고요하다고 되어 있다. 기
존의 장희빈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본다면 이러한 기록은 매우 낯설게 느껴진다.
물론 위의 인용문이 장희빈을 왕후로 책봉하면서 그녀를 돋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서술한 부
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점에서 장희빈에 대한 부정적 기록에도 의도적
인 부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장희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기

4) 張母之爲師錫妻婢, 專是謊說私通之言, 尤爲無理. 숙종실록보궐정오 13년 6월 16일.
5) 당초에 역사를 찬수(纂修)하는 사람들이 조사석을 사류(士流) 중의 한 사람으로 여긴 데에 지나지 않
았던 것인데, 정승으로 정하기를 처음부터 상례와 다르게 했었기 때문에, 당동벌이하기에 급급하여
억측(臆測)하고 부회(傅會)하여 억지로 어둠침침한 상태로 돌려놓은 것이다.(修初史者, 不過以師錫爲
士流中人, 而金甌之卜, 初異常格, 故急於伐異, 億逆傅會, 勒歸之於黯黮之地.) 숙종실록보궐정오,
13년 6월 16일.
6) 爾張氏, 夙稟令姿. 早擒芳訓, 祥徵夢日. 姚翁歎天下之貴人, 史記崩沙. 建公卜元城之聖女, 惟其儀度之
中矩. 是以惠問之揚芬, 申儆戒於鷄鳴. 不顯惟德, 播聲詩於麟趾. 受祿于天. 숙종실록, 숙종 16년 10
월 22일.
7) 爾張氏, 動遵內則. 德冠後宮, 性稟幽閑. 足儷美於南國, 躬候溫凊. 曾逮事於東朝, 何幸奉櫛之餘. 果有
完釵之慶, 宗社之重有托. 天佑家邦, 春秋之義可稽. 母以子貴, 適當中饋之曠. 允叶內壼之尊. 숙종실
록, 1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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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고 이를 남길 수 있었다면, 반대로 부정적인 서술 또한 고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 기록의 준거로 활용되는 숙종실록에서의 변화나 의도적 서술을 통해, 기
존의 기록을 통한 장희빈에 대한 인식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러한 점은 결과적으로 장희빈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까지 실제의 역사적 모습에 부합하는지
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은 장희빈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악녀로서 확정적
인 모습이 마련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추정하게 한다. 오히려 역사 기록에서와 같은 방식
으로 의도적인 서술이 덧붙여가면서 온전한 악녀로서의 장희빈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갔다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추정한다면 장희빈의 형상이 처음부터 고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기에 악녀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작품에 따라 장희빈의 형상은 균질
화되어 있기 보다는 작품 간의 틈새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장희빈은 악녀로서의 형상화되기에, 각 작품에 따른 근본적
인 의미의 차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작품 간에 나타난 서술상의 다각적인 차이
들은 장희빈의 형상을 악녀로서 공고화하기 위한 과정과 맞물린다고 할 수 있다.

3. 장희빈 관련 고전소설의 전개와 특징적 양상
장희빈 관련 고전소설 가운데 사건의 전개상 가장 앞선 작품은 <박태보전>이다. 이 작품은
인현왕후가 폐비되는 것을 반대하다 친국을 당한 이후에 귀양을 가다 죽은 박태보의 사적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인현왕후전> 등의 작품들은 박태보의 죽음 이후 전개되었던
왕실에서의 사건과 장희빈의 폐출 및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8)
따라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작품을 나열하면, 박태보의 사적을 중심으로 하는 작
품 이후에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관계가 본격화된 작품들이 소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작품들 간의 교섭을 통해 <박태보전>이라 하더라도 인현왕후의 사적을 부분적으로 차용한
작품이 등장하고, <인현왕후전>에서는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형상을 극대화한 작품이 나타났다
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숙종대의 전체적인 사적을 소설화한 <숙종대왕실긔>가 일제강점기에
등장하였고, 이 작품에는 박태보와 장희빈에 관련된 사건들이 대거 포함된다. 따라서 사건 전
개의 추이를 고려하면 장희빈 관련 고전소설의 전개 양상에 대한 추정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점에서 장희빈이 고전소설에 수용되는 초기적 과정을 보여주는 <박태보전>에서 이후 <숙종대
왕실긔>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작품을 토대로 장희빈이 고전소설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
지와 연계된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1) 장희빈의 소설적 수용
<박태보전>9)의 박태보는 박세당의 아들로 인현왕후의 폐비사건과 관련하여 상소를 올렸다
8) <박태보전>과 <인형왕후전>은 이본에 따라 작품명이 달라진다. 때문에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통용되는
제명으로 표기하였다.
9) <박태보전>은 이본에 따라 한문필사본, 한글필사본, 구활자본으로 나누어진다. 제목은 <박태보전>을
비롯하여 <박한림전>, <박응교전> 등 다양하며, 현재 밝혀진 것만 약 30여종에 이르며 창작시기는 명
확하지 않지만 대체로 숙종의 죽음이후부터로 판단되며 이후 이본들이 20세기초엽까지 지속적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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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문을 당하고 유배되어 가는 도중에 장독으로 죽은 인물이다. 그리고 <박태보전>에는 이
와 같은 박태보의 생애를 중심으로 그의 가문과 학문 수학 및 관료로서의 생활, 인현왕후 폐
비 문제와 관련하여 상소를 올려 반대하고 친국 과정에서 숙종과 대립하던 과정이 자세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박태보전>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은 박태보이며, 장희빈의 모습은 큰 비중을 차지하
지 않는다. 역사 기록을 보더라도 장희빈의 악행은 박태보가 죽게 된 상황에서는 아직 구체적
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박태보전>에서의 장희빈의 모습은 악녀로 본격화되고 있지
는 않다.
그렇지만 이 작품에서는 인현왕후의 폐비 과정으로 인해 장희빈을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인현왕후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지속되는데, 박태보는 상소문을 통해서 인현왕후가
덕을 잃지 않은 모후라 하고 있다.10) 이러한 서술은 장희빈이 부덕한 존재라는 것을 역설적으
로 드러내는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장희빈은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박태보전>에서는 인현왕후가 폐비되는 원인으로 장희빈을 총애하는 숙종의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한다.

① 항간에 처와 첩을 둘 다 둔 사람 중에 가장이 치우쳐서 집안 다스리기를 잘못하여 가정의 도

를 무너뜨린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후궁을 매우 사랑하시니 혹 그러하실까 싶습니
다.11)

② 이제 전하께서 전에 없던 잘못된 일을 하셔서 중궁께서 장차 기울어지게 되니 신하 된 자가

죽기를 무릅쓰고 간하여 들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12)

위의 인용문은 친국 과정에서 박태보가 숙종에게 항변하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숙종이 첩을
총애하여 집안을 잘못 다스렸다고 한다. 즉 인현왕후의 폐비와 관련하여 문제의 원인을 숙종
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태보전>에서는 장희빈의 악녀로서의 형상보다는 숙종을 대두시키고 있으며, 숙종
은 가정의 문제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왕으로서 그리고 충신인 박태보를 국문하여 죽게
한 왕으로 등장시킨다. 때문에 친국 과정에서 숙종의 모습은 매우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상이 더욱 노하여 압슬 형구는 없애고 화형 도구를 빨리 들이라 하고 말했다. “엄히 형추하고 또
압슬하고 또 화형을 할 것이다. 어찌 자백을 하지 않느냐.” 박태보공이 압슬한 다리를 간신히 꿇어
하교를 듣고 우러러 대답하여 고하였다. “전하께서 아무리 참혹한 형벌을 내리셔도 신은 본래 임금
을 업신여긴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로 업신여기겠습니까.” “끝까지 간악한 놈이로다. 자

…

백하지 못할까.”
상이 분고가 폭발하여 몸을 가만두지 못하고 몇 번이나 앉았다 섰다 하면서 소
리를 질렀다. “이놈이 더욱 독하다. 어서 빨리 화형을 하라.”
상이 말했다. “두 발을 두루두루 지

…

지라.” 이때 두 다리는 숯 같고 끓는 기름은 샘솟는 듯하였지만 박태보공의 말씀은 조리가 있고 예
를 잃음이 없었으니 다들 신기하게 여겼다.13)

10) 우리 모후께서 궁궐에 오신 지 이미 아홉 해째입니다. 대왕대비께서 친히 간택하셔서 우리 전하께
맡기시니, 전하께서도 대왕대비 삼년상을 함께하셨습니다. 덕을 잃은 일이 밖에 들리지도 않았고 신
하들과 백성의 우러름이 간절하였습니다. 서신혜 옮김, 박태보전, 문학동네, 2012, 65면.
11) 서신혜 옮김, 앞의 책, 90면.
12) 서신혜 옮김, 앞의 책, 91면.
13) 서신혜 옮김, 앞의 책, 110-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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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을 보면 숙종은 박태보 등에 대한 친국을 밤을 새워가며 진행한다. 역모죄가 아
닌 이상 밤을 세워가며 친국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숙종은 박태보가 상소를 올린 것에
대하여 역모죄와 같은 수준에서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친국의 과정에서 압슬형,
태형, 화형 등 갖은 고문을 시행하도록 시키면서도 분노를 참지 못하여 계속 다급하게 심문을
재촉한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숙종은 왕의 형상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성급하면서도 격정적으
로 그려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숙종에 대한 서술을 통해, 역설적으로 갖은 고문에도 숙종에게 충간하려 했던 박
태보의 충성스러움이 드러난다. 그리고 <박태보전>은 실제로 이러한 박태보의 모습을 극적으
로 형상화하기 위한 작품이다. 아울러 이러한 서술의 과정은 장희빈의 소설에 수용되는 과정
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박태보의 죽음을 통해 인현왕후 폐비에 따른 문제가 보다 선명
하게 부각되었고 그 원인으로서 장희빈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특히 박태보의 죽음이 왕에게 충간을 하다 고문을 받아 죽음에 이르렀기에 당시의 유교적
이념에서는 신하의 충성스런 모습으로 널리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박태보의 행
적은 널리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장희빈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그만큼 확산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희빈 관련 고전소설에서 <박태보전>은 장희빈이 소설에 수용되는
단초를 마련하면서, 자연스럽게 장희빈에 대한 인식이 내면화되는 계기가 된다.
2) 악녀로서 장희빈의 전형화
장희빈의 형상은 <인현왕후전>을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14) 즉 장희빈은 인현왕후와 대
립되는 과정을 통해 그 형상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와 상대적으로 인현왕후는 작품에서 더
욱더 숙덕이 지극한 인물로 그려진다. 때문에 인현왕후는 지극히 이상적인 인물로 형상화된
다.15) 이처럼 인물의 상반된 형상이 <인현왕후전>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대체로 장희빈이
왕자를 출산한 즈음부터이다.
희빈 장씨 처음으로 왕자를 탄생하니 상의 과애하심은 이르지 말고 후가 대열하사 어루만져 사랑
하시기를 기출같이 하시니 장씨 지분하여 있으면 그 영화를 어찌 측량하리요. 문득 참람한 뜻과 방
자한 마음이 불 이듯하니 중궁전 성덕과 용색이 일국에 솟아나고 인망이 다 돌아가니 간출시기하여
가만히 제어하고 대위를 엄습고자 하니, 그 참란한 역심이 더욱 심하여, 날로 기색을 살펴 중전을
참소하려 하는 말이“신생 왕자를 짐살하려 한다.”하고 또 “희빈을 저주한다”라여 궁모곡계 아니 미
친 곳이 없어, 간악한 후빈을 체결하여 말을 내고 자취를 드러내어 상을 듣고 보시도록 하니, 예로
부터 악녀을 의롭지 않게 돕는 자가 있는지라.16)

14) 이 작품의 창작 시기 및 작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대체로 인현왕후가 죽은
이후에, 인현왕후를 모시던 궁녀나 서인 후예의 남성이나 여성에 의해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다. 정은임 교주, 인현왕후전, 이회, 2004, 9-10면.
15) 후(인형왕후)가 즉위하사 양전대비를 효양하시매 출천한 성효 동동촉촉하시고, 상을 받들어 내조를
다스리시매 은위병행하사 선악과 친소를 사이두지 않으시고, 애인하시는 화기 봄동산 같으며, 만물이
부성하는 듯하여 예절과 법도가 엄숙강맹하시니 감히 우러러 뵈옵지 못하고, 궐중이 성덕을 흠탄하여
예도숙연하시며, 입궐하신 지 삼사 삭에 교화가 대치하여 화개애연하니, 양전 대비 극진히 애중하사
국가 복이라 축수하시고 상이 공경중대하시며 조야가 다 흠복하더라. 정은임 교주, 앞의 책, 24-25
면.
16) 정은임 교주, 앞의 책, 29-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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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에서 장희빈은 왕자의 탄생 이후에 숙종의 총애를 믿고 인현왕후에 대해 험담하
였다고 한다. 또한 인현왕후를 모해하기 위해 온갖 궁리를 하였다고 한다. <박태보전>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지만, <인현왕후전>에서는 장희빈의 악행이 어떻게 시
작되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희빈의 악행은 <인형왕후전> 이후 지
속적으로 소설에 수록된다.
하지만 바로 이 문제, 즉 왕자를 출산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숙종실록에 내용이 다르
게 기록되어 있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장희빈이 왕자를 낳자 오히려 인현왕후가 장희빈을
투기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妃

閔氏)는 화순한 성품이 부족하고 유한(幽閑)한 덕이 적었다. 대개 책봉(冊封)을 받은

비( ) 민씨(

처음부터 경계하고 삼가함을 생각하지 않았고, 궁중에서 질투하는 일을 드러내어 실로 허물이 많았

一朝一

다. 심지어는 꿈을 일컫기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더욱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일조 일석(

夕)에 생긴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오래 전부터이다. 선왕(先王)·선후(先后)의 말씀을 빙자하기까지 하
였으니, 이를 참을 수 있으랴? 생각하건대 내가 서른의 나이에 다행히 생남(生男)의 상서로움을 보
았으니, 인정으로 논하건대, 마땅히 자기 몸에서 낳은 것처럼 사랑을 더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불
평한 마음을 품어서 말에까지 나타내었으니, 마후(馬后)의 아기를 사랑하는 거룩한 덕성(德性)이 없
고, 곽씨(郭氏) 의 점점 분한(忿恨)하는 편성(偏性)을 돌이킬 수가 없었다.
17)

위의 인용문에서는 숙종이 보기에 인형왕후가 왕후로 책봉을 받은 처음부터 경계하고 삼가
함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궁중에서 질투하는 일을 드러내어 실로 허물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장희빈이 낳은 왕자에 대하여 자기 몸에서 낳은 것처럼 사랑을 더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불
평한 마음을 품었으며 이를 말로 직접 표현까지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렇게 기록된 인현왕후의 모습은 <인현왕후전>에 서술된 것과 완연히 다르다. 즉 
숙종실록과 <인현왕후전>에서 같은 대목을 견주어보면, 장희빈이 왕자를 낳은 것과 관련하여
전혀 상반되게 기록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장희빈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왕자의 출산이라
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희빈이 왕자를 낳지 않았다면, 이
와 같은 서술의 차이도 전개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에 따라 장희빈의 형상도 부정적으로 형상
화될 개연성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장희빈이 부정적으로 형상화되는 과정에서, 왕자의 출산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는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정치적 기반과 깊이
연관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희빈은 남인의 지지를 받던 인물인데, 그녀가 왕자를 출산함
으로 인해 왕실에서의 권력은 급격하게 장희빈 중심으로 재편되고 이는 당시 정치지형의 개편
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장희빈이 왕자를 출산한 것은 당시 인현왕후를 지지하던 서인의 입장
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때문에 왕자를 출산한 장희빈에 대하여, 그녀가 얼마나 악녀였는가를 강조하는 것은 가정
내적으로 처와 첩의 갈등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의 성격을 넘어선다. 즉 장희빈을 악녀
로 형상화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비화된다. 그리고
이는 남인의 세력 약화를 도모하면서 서인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당시의 정국과 연

17) 妃閔氏, 性欠和順, 德乏幽閒, 蓋自受冊之初, 罔念戒謹, 公肆入宮之妬, 實多諐尤. 至於夢寐之稱, 尤
非意慮所及. 非一朝一夕之故, 厥惟舊哉! 托生王先后之言, 是可忍也. 念予而立之歲, 幸覩斯男之祥. 論
以人情, 宜加猶己出之愛, 發乎辭語, 乃反懷不平之心, 馬后之顧復丁寧. 盛德蓋闕, 郭氏之輾轉恚恨, 偏
性難回. 숙종실록, 15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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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된다.
장희빈의 형상에 대해 이와 같이 정치적 국면을 토대로 해석하게 됨으로서, 숙종실록에서
의 장희빈과 <인현왕후전>에서의 장희빈 사이에서의 어긋난 시선이나 괴리에도 불구하고 이
후 악녀로서 장희빈의 형상만이 지속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장희빈 생시에는 그 평가가
다소 분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장희빈의 형상이 부정적으로 형상화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즉 장희빈의 죽음 이후 숙종대에서의 정치적 상황이 서인 중심으로 개편되고, 이후
경종과 영종으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의 과정에서 대체로 노론이 정국을 주도하게 된다. 그리
고 이러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당시의 정국에서 장희빈에 대한 다른 시선은 거의 용납될 수 없
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특히 노론 중심의 집권 체재 하에서 장희빈에 대한 태도는 더욱더
부정적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18)
이렇게 장희빈 형상이 부정적으로 강화되어 가는 가운데 작품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인물
들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즉 숙종에 대한 형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박태보전>에서 숙종
은 친국 과정에서 다혈질적이면서 성급한 모습을 나타내었다면, <인현왕후전>에서 숙종의 비
중은 소략하게 전개된다. 오히려 친국과정에서 감정적이던 숙종의 모습을 대체하기 위해 제3
의 인물이 친국을 주도하는 것처럼 서술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숙종의 모습은 <인형왕후전>
에서는 상당히 정제되어 나타나며, 이러한 형상의 변화는 이후의 다른 작품에서 그 정도가 더
해간다.
3) 장희빈 형상의 증폭과 확산
<인현왕후전>에서 장희빈이 악녀로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이후에 관련된 작품에서는 장희빈
의 형상이 더욱 부정적으로 증폭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연동하여 관련 작품의
제목들이 조금씩 달라진다. <박태보전>에서는 <박한림전> 등의 이본들이 산출되고 <인현왕후
전>에서도 다양한 이본과 함께 파생 작품이 전개되는 것이다.
우선 <박태보전>의 이본들의 경우에는 <박태보전>에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던 장희빈에 대
한 모습이 부분적이긴 하지만 보다 선명하게 제시되어 나온다. 예를 들어 <박태보전>에는 박
태보의 죽음과 함께 그를 기리는 글들로 결말을 맺고 있었지만, <박한림전>에서는 장희빈의
악행과 죽음이 결말에 새롭게 덧붙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장희빈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
대되면서, 박태보에 대한 서술에서도 이를 포함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장희빈의 형상이 전체적으로 다른 작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
와 관련하여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후궁 장시 미쳔 집 녀로 나라의 총이 과도야 일 즁젼 민시을 코더니
② 궁중의 일은 바깥사람이 알 바 아니되, 비망기 가운데 이른바 “핑계하여 사람을 속인다”는 말
19)

씀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20)

18) 그리고 이러한 시선은 이후 고착화될 수밖에 없으며 더욱 강화된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영조의 모가 숙빈 최씨였고, 그녀가 인현왕후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아울러
경종의 뒤를 이었지만 경종의 죽음에 대한 소문 속에서 장희빈에 대한 폄하는 영조 왕권의 정통성의
문제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장희빈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의 확산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19) 김기동 편, <박한림전>, 필사본고소설전집, 아세아문화사, 1982, 595면.
20) 서신혜 옮김, 앞의 책,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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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궁중의 일을 바깥사람은 알 바 아니라.

21)

위의 인용문 ①은 ＜박한림전>의 내용이다. 반면에 ②와 ③은 <박태보전>의 내용으로 각각
박태보가 올린 상소문과 친국 과정에서 박태보가 말한 내용이다. 우선 <박태보전>에서는 왕실
에서의 장희빈과 인현왕후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자신의 외부의 인물이기에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즉 장희빈이 투기한 것인지 인현왕후가 투기한 것인지를 명확히 서
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박한림전>에서는 장희빈의 형상에 대하여 처음부터 부정적인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박태보전>에 나타난 장희빈과 다르다. 따라서 장희빈의 형상이 악녀로서 강화된 <박한
림전>은 이전의 <박태보전>에서 파생된 하위 계열의 이본으로 정립이 되며, 여기서는 박태보
에 대한 생애와 함께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갈등이 중요하게 제시된다.22) 그리고 장희빈과 관
련하여 ① 장희빈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죽이는 부분, ② 그 음모에 인형왕후가 넘어가 폐비
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부분, ③ 숙종이 인현왕후에 대한 장희빈의 저주 행위를 목격한 뒤
에 장희빈을 처단하는 부분 등이 포함된다.23) 이러한 차이는 장희빈에 대한 형상이 <인현왕후
전> 등을 통해 전형화되면서 이후의 작품들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한편 <인현왕후전> 자체 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드러난다. 악녀로 형상화된 장희빈에
대하여 이후의 작품에서는 그녀가 얼마나 더 악녀인가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주안점이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물의 형상이 증폭되는 것은 인현왕후를 민중전으로 지칭한 구활자
본 <민즁젼실긔>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인현왕후전>과 비교하여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인물들의 형상은 더욱더 구체화되는 것이다.

① 셰자ㅣ 장씨의 압헤 나아가니 장씨 별안간 달려들어 셰자의 하초를 움겨쥐고 잡아늘이며 이를

밧삭〃 갈고 악을 발악〃 쓰는 말이 내 긔왕 죽는 바에 리가의 씨를 젼하여 줄 것이 무엇이야하는

동시에 셰자ㅣ 에고 소리를 하시면 긔졀하시는 지라 여러 궁녀ㅣ 달녀 들어 손을 억의고 셰를 안
어 뫼셧는대 샹이 그 경샹을 보시고 더구나 대노 대분옵셔 약을 리 먹이라 호령이 셔리 갓흐시
니 여러 궁녀ㅣ 힘을 다하여 입을 억의고 약을 퍼너을셰 약 그릇이 반실이라  한그릇을 퍼너으
니 이읏고 장씨 소리 한마듸 크게 질느고 오장륙부가 다 살아져 죽더라24)

② 실성애통왈, 전하, 재 죄 보지 말으시고 옛날 정과 세자의 낯을 보아 인명을 살리소서. 상이

들은 체 않으시고 먹이기를 재촉하시니, 장녀가 공교한 말로 눈물이 비같이 흘리면서 상을 우러러

뵈오며 참연히 빌어 왈 이 약을 먹여 죽이려 하시거든 세자나 한번 보아 구원에 한이 없게 하소서.
약간한 말씀과 처량한 소리로 슬피 비니, 요악한 정태 사람의 심장을 녹이고 도리어 불쌍하되 상은
조금도 측은히 않으시고 연하여 세 그릇을 부으니, 경각에 크게 소리를 지르며 섬 아래 거꾸러져
유혈이 샘솟듯 하니, 일기약으로도 오장이 다 녹으려든 삼기를 함께 부으니 경각에 칠규로 검은 피

21) 서신혜 옮김, 앞의 책, 94면.
22) ① 이 계열은 사대부가와 일반 시정인들간에 두루 유통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지금까지 발견된
이본 가운데 가장 많이 전하고 있다. 다른 계열의 작품과 비교해볼 때 서사적 문맥을 강화하기 위해
일차 자료 외에도 많은 허구적 장치를 도입하였음이 드러난다. 권혁래, ｢<박태보전>의 적층성과 충절
의식의 추이｣, 연세어문학, 연세어문학회, 1996, 28면.
② 소설 계열 <박태보전>은 역사적 사실을 사건 전개에 주요 줄거리로 하되, 박태보의 ‘충과 효’와
‘민비(인현왕후)와 장희빈’의 갈등을 중심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염동락, ｢<박태보전>연구｣, 동국대 석
사학위논문, 1999, 12면.
23) 권혁래, 앞의 논문, 28면
24) <민즁젼실긔>, 대산서림, 1924,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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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솟아나 땅에 괴이니, 슬프다. 조그마한 궁인의 몸으로서 천승국모를 모살하고 여러 인명과 함께
죽게 하니 하늘이 어찌 앙화를 내리지 아니하리요.25)

위의 인용문들은 모두 장희빈이 죽는 과정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①은 <민즁젼실긔>의 내
용으로 장희빈이 죽는 과정에서 세자의 하초를 잡아 비틀어 왕실의 후사를 끊으려 했다고 한
다. 악녀이기에 자신이 낳은 자식에게마저도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매우 극
악스러운 형상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②의 <인현왕후전>에서는 장희빈이 죽음
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세자에게도 패악을 저지르지 않는다. 다만 그녀의 죽음과 관련하여 인
과응보에 따른 죽음이었음만을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①의 내용은 장희빈의 악행이 죽는 순간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②와 비교해 악녀로서의 형상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상을 실제의 역사와
비교하여 본다면 ①뿐만 아니라 ②도 사실과 다르다. 숙종실록에서는 장희빈의 죽음과 관련
하여 숙종이 자진하게 하였고,26) 장희빈이 자진하였다고만 되어있다.27) 따라서 ②에 나타난
형상도 장희빈의 죽음을 보다 극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①에서는 이러한 내
용을 더욱더 부정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한편 장희빈의 형상이 부정적으로 확산되면서 제명에서 장희빈을 내세운 작품이 등장한다.
즉 장희빈이 주목되었지만, 장희빈이 악녀이기에 장희빈이 제명인 작품은 없었다. 이것은 비
단 장희빈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에서는 부정적인 인물이 단독으로 주인공으로 형상
화되거나 개과천선하지 않은 인물이 제명으로 등장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희빈 관련 고전소설에서도 박태보나 인현왕후만이 제명으로 나왔었다. 그런데 장희빈의 형
상이 이처럼 악녀로 증폭되는 과정에서 제목에도 영향을 미치어 <장희빈>(일명 숙조역사)라는
제명의 소설도 나타난 것이다. 물론 내용에 있어서는 <인현왕후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소설에서 장희빈이 제명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장희빈이 이 사건의 중심인물이라는 것을 드
러내려 하고 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장희빈에 대한 부정적 서술은 더욱 강화된다.

① 이 그 쥭금을  밧게 이 치고.
② 즉시 시체를 본집에로 내여 주어 영장하게 하시고.
③ 상이 그 죽음을 보시고 의전으로 나시며 신체를 본궁으로 보내라 하시고.
28)

29)

30)

25) 정은임 교주, 앞의 책, 86-88면.
26) 밤에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옛날에 한(漢)나라의 무제(武帝)가 구익 부인(鉤弋夫人) 10542) 을
죽였으니, 결단할 것은 결단하였으나 그래도 진선(盡善)하지 못한 바가 있었다. 만약 장씨(張氏)가 제
가첩이라는 운명을 알아 그와 같지 아니하였다면 첩을 정실(正室)로 삼지 말라는 《춘추(春秋)》의 대의
(大義)를 밝히고 법령(法令)으로 만들어 족히 미리 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니, 어찌 반드시 구익 부
인에게 한 것과 같이 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죄가 이미 밝게 드러
났으므로 만약 선처하지 아니한다면 후일의 염려를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것이니, 실로 국가를 위하
고 세자(世子)를 위한 데서 나온 것이다. 장씨로 하여금 자진(自盡)하도록 하라.”(夜, 下備忘記曰: 古
者漢之武帝殺鈎弋夫人, 斷則斷矣, 而猶有所未盡善者. 如使張氏, 知命不猶, 則明《春秋》之大義, 著爲
令甲, 足以防閑. 何必如鈎弋之爲哉? 此則不然. 罪已彰著, 若不善處, 則他日之慮, 有難形喩, 實出於爲
國家也爲世子也. 張氏使之自盡.) 숙종실록, 27년 9월 25일.
27) 예조에서 아뢰기를, “장씨(張氏)가 성상의 명으로 인하여 이미 자진하였습니다.”(禮曹啓曰: “張氏因
上命, 旣已自盡.) 숙종실록, 27년 10월 10일.
28) <장희빈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98면.
29) <민즁젼실긔>, 앞의 책, 78면.
30) 정은임 교주,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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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은 장희빈의 죽음 이후에 그녀의 시체에 대한 처리의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①
의 <장희빈전>에서는 장희빈의 시체를 대궐 밖에 빨리 버렸다고 되어 있다. 즉 장희빈의 시체
도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②에서는 장희빈의 본래 집으로 보냈다고
하고 ③에서는 장희빈이 거처하던 본궁인 취선당으로 보냈다고 한다. 이는 ③의 경우에 궁궐
에서 장사를 지낸 것이고 ①과 ②에서는 궁궐 밖에서 장사를 지냈다는 차이를 보여준다. 그리
고 결과적으로 ①의 <장희빈전>의 내용이 장희빈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서술하려 한 것임
을 알 수 있다.
다만 숙종실록에는 장희빈을 본래의 품계에 따라 장사지내도록 하고 있다.31) 이에 장희빈
은 종친 1품의 예로 분묘에 예장하며 절차에 따라 장사를 지내게 된다.32) 이를 고려하였을
때, <인현왕후전>에서의 서술이 비교적 역사 기록과 부합되며, 다른 작품들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의 변화를 통해 <민즁젼실긔>에서 장희빈에 대한 부
정적 서술이 확장되고 <장희빈전>에서는 더욱 부정적으로 증폭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처럼 장희빈의 형상이 악녀로 전형화되면서 실제적인 역사 기록은 작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록과 거리를 두면서 장희빈의 형상이 악녀로서 확산되면서 제목의 변화도 꾀
하였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장희빈은 어느 순간 일종의 상상화된 형상으로 존재하면서 그 안
에서 더욱더 그 상상이 증폭되어 이전에 없던 악녀로의 형상이 강화된다.
4) 장희빈 형상의 공식화와 활용
장희빈이 악녀로 형상화되어 있는 서술은 앞서 소개한 소설 작품들 이외에 다른 기록물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장희빈에 대한 부정적인 대목이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발
췌되어 수록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희빈 관련 형상이 소설만을 통해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일화처럼 전승되면서 단편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희빈이 이
미 악녀로 일반화된 상황에서 전체적인 서술이 아닌 악행을 드러낸 부분적 서술만으로도 장희
빈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희빈의 형상들이 부분부분 다른 기록물들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수문록에는
장희빈의 죽음과 관련하여 앞서 세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33) 장희빈의
31) ① 임금이 하교하기를, “장씨(張氏)가 이미 자진(自盡)하였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상장(喪葬)의 제
수(祭需)를 참작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下敎曰: “張氏旣已自盡. 令該曹喪葬祭需, 參酌擧行.”)
숙종실록, 27년 10월 10일.
② “장씨(張氏)는 왕세자에게 스스로 모자의 친(親)이 있으니, 그 죄명(罪名) 때문에 이것을 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예관(禮官)이 즉시 별당(別堂)에 고부(告訃)하고 거애(擧哀)하여야 마땅하며, 조정에서
상사(喪事)를 받들고 위로한다면 대궐 밖의 다른 곳으로 나가서 치상(治喪)할 것이며, 장생전(長生殿)
의 부기(副器)를 하사하소서. 예조와 호조에서 나아가 생시의 품질(品秩)에 따라 치상하여 왕세자의
망극한 마음을 위로한다면, 참작하는 방도에 합당할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張氏於
王世子, 自有母子之親, 不可以罪名而絶之. 禮官卽宜告訃擧哀於別堂, 朝廷奉慰喪事, 則出治於闕外別
處, 賜以長生副器. 禮曹、戶曹進去, 以生時品秩治喪, 以慰王世子罔極之心, 似合參酌之道.” 上從之.)
숙종실록, 27년 10월 10일.
32) 장례 이후에 장희빈은 칠궁에 위패가 안치된다. 칠궁은 후궁들의 사당인데, 모든 후궁이 안치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낳은 일곱명의 후궁을 모신 것이다. 이 곳에서 장희빈은 후궁이 아닌 왕후의 양식
으로 지어진 대빈궁에 안치된다. 따라서 대빈궁은 다른 여섯 후궁이 안치된 곳과 비교하여 가장 규모
가 크고 화려하다. 이러한 대접은 왕을 낳은 다른 후궁들과 비교하여 확연히 차이가 나는 대접이다.
특히 장희빈이 낳은 아들 경종이 재위기간이나 정치적 영향력으로 보아서도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영종을 낳은 최숙빈 등과도 비교하여 다르다. 이는 장희빈이 비록 폐위되었다 하더라도 생전에 왕비
로 올랐던 것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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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관련된 내용은 대체로 ① 자진하였다, ② 사약을 마시고 죽었다, ③사약을 억지로 마
시고 죽었다, ④ 죽기 전에 세자에게 위해를 가하였다는 등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악녀로
극대화하여 형상화한 ④의 내용이 수문록에도 실린 것이다. 이는 그만큼 장희빈에 대한 형
상이 악녀로서 일반화되었고 이러한 형상 가운데 가장 악한 모습들이 발췌되어 다른 기록에도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34)
한편 이러한 특징은 일제강점기에 구활자본으로 간행된 <숙종대왕실긔>에서도 나타난다.
<숙종대왕실긔>는 아직까지 작품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작품으로, 여기에는 숙종
대의 사적이 자세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숙종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숙
종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로서 <장희빈전>이 <숙조역사>라는 이칭을 달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처음부터 숙종을 표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때문에 <숙종대왕실긔>에는 숙종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숙종대의 정치적 사건 및 주요 인물
들의 행적이 나열식으로 전개되어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장희빈에 대한 일화와 함께 박태보를
흠모한 처자의 이야기, 인현왕후가 폐비된 이후 감고당에서 순색의 복색과 잡곡밥만 먹었다는
이야기, 숙종이 숙빈 최씨와 동침하면서 숙빈 최씨를 중전으로 삼으려했다는 이야기 등 당시
에 부분적으로 전해지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숙종대왕실
긔>의 성격이 숙종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희빈과 관련해서도 그 내용들이 유기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녀의 악행들이 부분부분 수
록되어 있다.
그런데 <숙종대왕실긔>에는 사건의 전체를 조감하면서 서술자의 감상평이 수록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드러난다.
상감서는 장씨를 극히 총애하섯다 대저 한고조와 한광무 갓흔 무등 영웅도 척희와 음려화에게
미혹하엿거니 색계상에는 영웅렬사가 업는지라 엇지 홀로 슉종대왕을 험울하리오 도시 민후셔 비
색한 운슈를 당하신 연고러라 장씨는 희빈된지 삼삭만에 잉태하엿슴애 우에서도 깃거하시고 민후
서도 다행이 녁이사와 극진 보호하여 십삭만에 원자를 탄생하엿스니 곳 경종대왕이시라 희빈은 원
자를 탄생한 후에 더욱 총애를 밧엇스니 그갓치 귀하게 되엿슴은 실상 민후의 덕이언만은 속담에
은혜가 원슈된다는 격으로 엉한 마음이 점점 생겨셔 공교한 우슴과 리로은 혀로 물젓듯 들어가는
참소를 행하여 민후를 모함하는 바 그 비림한 계획과 능활한 슈단은 귀신도 칙량치 못하려든 우에
서 암만 밝으시나 엇지 속지 안으시리오 그러나하나 우에셔도 민후의 덕행을 알으시는 고로 참소를
드르시든 처음에는 그럿치 안케 녁이섯더니 열 힌 나무가 필경은 넘어가듯 시종 간에는 차차
의심하시다가 래종에는 아조 올케 녁시섯스니 슯흐다 예로붓허 참소하는 입이 이갓치 혹독하다35)

위의 인용문은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장희빈이 왕자를 출산한 이후에 인현왕후를 모함하
33) 장희빈이 사약을 받는 날, 한번 세자를 보고 나서 사약을 받겠다고 하여 모자의 정리로 금하기가 어
려워 임금이 허락하였다. 세자와 서로 봄에 장희빈은 진실로 눈물을 흘리며 울 겨를도 없을텐데, 도
리어 차마 말할 수 없는 악언을 하고, 방자하게 그 흉악한 손으로 세자의 하부를 침범하였다. 세자가
땅에 쓰러져 기가 막혀있다가 반 시각이 지난 후에 회생하였다. 궐내가 모두 놀래어 어쩔줄을 몰랐
다. 세자는 이때부터 기이한 병을 앓아 용모는 점점 파리하고 누렇게 되고, 정신은 때때로 혼미하고
어지러워했다.(禧嬪當服罪之日, 乃日一見世子然後方從上命, 母子情理在所難禁, 上許. 世子相見, 禧嬪
固宜涕泣不暇, 而反出不忍說之惡言, 肆其毒手侵及下部. 世子卽地氣塞, 半晌之後, 回甦. 闕內驚遑世
子. 自是之後, 仍成奇疾, 容貌漸漸瘦黃, 精神時時昏眩.) 수문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8-29면.
34) 장희빈의 형상이 악인으로 전형화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인현왕후전> 등의 소설과 수문록 등의
기록 가운데 어는 것이 선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들 소설과 기록
들이 연관되었고 각각 소설화되거나 기록화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었던 것은 분명하다.
35) <숙종대왕실긔>, 덕흥서림, 1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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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같은 내용이 수록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서술 방법은 다르다.
장희빈의 악행과 함께 인물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어서이다. 때문에 숙종이 장희빈
의 참소를 들은 것을 이전의 한고조와 같은 영웅들과 비교하여 숙종만의 허물은 아니라고 한
다. 또한 장희빈이 숙종의 총애를 받은 것은 인현왕후의 덕택이라고 인과적 관계를 새롭게 덧
붙이고 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을 서술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부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술이 진행되는 것은 장희빈의 전형화된 형상이 일반화되면서 관련된 내용이 부
분적으로 다른 소설에 덧붙여진 결과이다. 즉 숙종대를 다루면서, 장희빈과 관련된 문제를 유
기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이미 공식화된 장희빈의 형상을 차용하고 숙종대의 상황에 대해 서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희빈이 이미 전형적으로 악녀로 확정되었고 또 관련된 소설들이 다양
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장희빈의 형상을 굳이 확대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작품에서는 서술자의 개입이 문맥에 따라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물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단순하면서도 선명하게 제시된다. 장희빈을 악녀로 형상화하는 것
에 치중하기보다는 악녀인 장희빈과 관련된 다른 인물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왜 당
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대처하지 못하였는가를 전체적으로 조감하는 것이다. 즉 이
미 악녀로 충분히 형상화되었기에 악녀로서의 새로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작
품에 수용하고 장희빈 및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희빈 형상의 소설적 수용을 통해, 장희빈 관련 고전소설이 후대에 가면서 그
형상을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숙종대왕실긔>에서는 악녀로 공식화된
장희빈에 대하여 고사, 속담, 격언과 여러 차례 연관지어가며 인물평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의 확산은 현재까지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장희빈
관련 고전소설은 역사적 인물이 소설을 통해 어떻게 허구적 인물로 형상화되어 가며, 이것이
현재까지 우리가 역사적 인물을 특정한 방식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궤적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서의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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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2분과)-1 토론]

‘장희빈 관련 고전소설의 전개와 특징적 양상’ 토론
김형준(경희대)

토론문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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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2분과)-2]

조선후기 소설에 나타난 특징적 외국인 형상과 의미
홍현성(아주대학교 강사)
목차
1. 緖言
2. 조선후기 소설의 특징적 외국인 형상
1) 중원인과 소통하는 외국인 -《범문정충절언행록》
2) 중원인을 깨우치는 외국인 -《태원지》
3) 중원인을 압도하는 외국인 -《몽옥쌍봉연록》
3. 특징적 외국인 형상의 의미
4. 結言

1. 緖言
중원을 천하 중심으로 상정하고 그 주위에 문화가 열등한 동이ㆍ서융ㆍ남만ㆍ북적이 자리
한다는 생각은 조선 士人이 지녔던 대외인식의 근간을 이뤘다. 여기에 箕子가 동래하며 일찍
부터 야만을 벗었다는 역사인식이 더해져, 조선의 士人들은 중원에 대해 숭모하는 감정을 지
속했다. 반면, 그 밖의 夷域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는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온 조선의 士人에게 병자호란과 명나라 멸망은 세계 인식에 충격을
준 일대 사건이었다. 굴욕적 항복에 이어 하등하다고 여겼던 오랑캐를 事大해야 했기 때문이
었다. 그러나 조선 士人 다수는 명나라 멸망과 청나라 흥기를 목도하면서도 숭명배청의식을
버리지 않았다. 오랑캐를 배척하고 중화를 지키겠다는 생각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중원 변방에 자리한 서역ㆍ북방ㆍ남방 오랑캐는 우리 고전소설에서 미개하며 인륜을 모르
는 족속으로 나온다. 또 방금 말한 세 권역의 오랑캐는 이야기에서 대개 우매한 침략자 역할
을 도맡는다. 반면, 주인공은 오랑캐 침략에 맞서 풍전등화의 나라를 구하는 주도적 역할을
한다. 오랑캐는 악, 중원인은 선이라는 간단한 이분법으로 대결구도를 만든 셈이다. 이러한 구
도는 앞서 말했던, 모화의식과 우월의식의 교집합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청나라는 오랑캐라고 무시할 만큼 미개하지 않았다. 강희-옹정-건륭으로 이어지는
청나라 성세는 〈虎叱〉에 나오듯 역대 왕조에 없던 일이었다. 청나라의 성세는 이를 지켜본 조
선 士人에게 다기한 의문으로 현현했다. 선각한 몇몇 지식인은 오랑캐 여부를 떠나 문화적으
로나 군사적으로 명실상부한 패권국 면모를 갖춘 청나라를 올바로 이해하려 했다. 또 청나라
가 지닌 장단을 고루 파악해 이를 배우려 했다. 이들 지식인이 지녔던 문제의식은 모화의식과
우월의식에 대한 반성과 의문으로 귀결되었다. 이처럼 변화하던 시대 의식의 흐름에 고전소설
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특징적 형상을 갖춘 외국인이 소설 문면에 등장한다.1) 몇몇 소설에 외
1) 우리 고전소설 대부분은 송, 당, 명을 시공간 배경으로 삼는다. 이러한 경향을 감안해 이 글에서는 중
원을 기준으로 놓고 중원 밖의 나라를 외국으로 본다. 또 외국의 구성원을 외국인으로 규정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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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은 퇴치가 아닌 호혜의 상대로 나오기도 하고 중원인을 깨우치기도 한다. 이처럼 특징적
외국인이 등장하는 서사는 시대 의식과 소설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가치가 크다. 앞
서 언급한 ‘간명한 대결구도’로 담아내지 못할 변화한 시대의식이 문면에 녹아든 결과이기 때
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선후기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특징적 외국인 형
상을 살피고 그 의미를 구명하는 데 연구목적을 둔다.
이 글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을 작품은《范文正忠節言行錄》(藏書閣, 31책, K4-6809)ㆍ《太原
誌》(藏書閣, 4책, K4-6852)ㆍ《夢玉雙鳳緣錄》(국립중앙도서관, 4책, 한古朝48-37)이다. 작품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 작품 모두 창작 연대가 18~19세기로 비정된다. 또 세 작
품은 전통적 지리인식을 먼저 보이고 이를 수정하거나 부정할 만한 외국인을 내세운다. 후술
하겠지만《范文正忠節言行錄》(이하 《범문정록》)은 중원인과 소통할 수 있는 외국인, 《태원지》
에는 중원인이 지녔던 세계관의 한계를 깨우치는 외국인이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몽옥쌍봉연
록》(이하 《몽옥록》)은 중원인을 압도하는 안남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서사를 전개한다.

2. 조선후기 고전소설에 나타난 외국인 형상
1) 중원인과 소통하는 외국인 -《范文正忠節言行錄》
《범문정록》은 송대 실존했던 관료 文正公 范仲淹(989~1052)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31권
31책의 대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낙선재본 소설로,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
어 있으며 31권 31책 가운데 권1이 빠진 30책 낙질본과 師侯堂 尹伯英(1888~1986)이 1969
년 재구한 권1로2) 구성되어 있다. 韓國書誌에 이본으로 보이는 《범문정공충렬록》과 연작
후편인 《범문제연별전》이 언급되니3) 늦어도 19세기 초반 연작 전후편이 향유되었을 것이다.
《범문정록》은 당ㆍ송ㆍ명 가운데 송나라를 배경으로 삼아 서사를 펼친다. 배경 지리는 경
사를 중심에 두고 주변으로 갈수록 문화 수준이 낮아지는 계층적 구성을 보인다. 중원 변두리
밖에 자리한 거란ㆍ남만 등 외국은 미개한 권역으로 설정된다. 또 중원은 정계의 중심이 되는
경사 외에 관료가 퇴거 및 은거하는 공간을 구분해 배치하고 있다. 요컨대, 《범문정록》 공간
배경은 직방세계로 표현되는 세계인식에 기초하면서 그 속에 출사ㆍ퇴거ㆍ은거의 공간을 구분
하는 전통적 지리관을 보인다.
《범문정록》에 주목할 특징적 외국인은 두 명 등장한다. 이들 외국인은 거란인과 남만인으
로 나오며 각각 범중엄, 범순인과 대면한다. 거란ㆍ북한이 연합해 침공하자 범중엄은 대원수
로 출전해 승전을 거듭한다. 거란 승상 철목탈은 왕을 설득해 항서를 전달한다.
거란의 항셔 밧들어 올니고  고두야 눈믈을 흘녀 오 “…… 로 대숑
신민이 되기 원옵니 원슈 노야 일월  셩덕을 드리오샤 말즐의 용납기
허실진 명일 장하의 죽기 쳥하다” 원 귀로 그 말을 드라며 눈으로 기인을
보니 비록 ㉠이젹의 형용이 머리 무르고 층층 옷시 좌임야 즁화의 졔되 아니
나 ㉡쥰슈고 쇄락야 영웅호걸의 풍잇고 츙의 겸젼야 형《현?》냥 위인이라
를테면, 《태원지》 권1에 언급되는 ‘조선’은 소설의 국적과 상관없이 이야기 속 外國인 셈이다.
2) 師侯堂 재구본에 대해서는 홍현성, ｢범문정충절언행록(范文正忠節言行錄) 재구본에 대하여｣, 정신
문화연구 36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423~447쪽 참조.
3) 모리스 꾸랑 著, 이희재 譯, 韓國書誌, 일조각, 1995, 265쪽.

- 346 -

좌우로 븟드러 올녀 의관을 쥬어 닙으라 고 닐너4)

인용문에서 거란국 승상 철목탈에 대한 서술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가시적 외형을 서술한
부분, 비가시적이나 지인지감으로 감지하는 인품을 서술한 부분이다. 그래서 겉모습을 묘사한
㉠ 대목과 기품과 인격을 서술한 ㉡ 대목은 그 성격이 다르다. ㉠에 서술되었듯 철목탈은 오
랑캐 형용을 갖추고 있다. 작가는 철목탈의 외양을 두발, 복색 등 드러난 부분을 위주로 서술
해 그가 지닌 蠻夷 형용을 부각한다. 또 문면에 직접 ‘중화의 제도’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지
인지감을 갖춘 범중엄의 눈을 통해 승상 철목탈이 오랑캐란 사실을 분명히 서술하고 있다.
이어진 ㉡ 대목에 철목탈을 영웅의 풍채가 있고 충의를 겸전한 어진 인물이라 서술한다.
기존 인식을 따를 때, 인용문의 ㉠과 ㉡은 상충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에서 중화와 다른
蠻夷의 형용을 부각하면서 ㉡에서 그 인품을 예찬하기 때문이다. 오랑캐 인물에 대한 예찬은
문화가 중원과 다르다면, 다른 만큼 열등한 족속이라는 인식과 어긋난다. 이러한 연속한 서술
로써 문화와 인품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위 인용문에서 세 가지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첫째, 중원과 夷域은 위치가 다르고 이에 따
라 제도가 다르다. 거란은 멀리 떨어진 북방에 자리하며 먼 거리만큼 그 문화는 중원과 차이
를 보인다. 거란 승상 철목탈은 중화 제도가 아닌 蠻夷다운 복색을 갖춘 셈이다. 둘째, 문화
차이와 품성 사이에 필연적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변발을 하고 좌임을 했어도 그 인품은
현량할 수 있다. 셋째, 蠻夷 가운데도 중원인과 소통할 賢人이 있다. 중원과 夷域에 모두 현
명한 위인이 있다는 생각은 두 족속을 인격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자리매김할 때 가능하다.
《범문정록》에서 족속에 따른 변발과 상투의 다름, 좌임과 우임의 다름은 차등이 아닌 문화 차
이일 뿐인 것이다. 요컨대, 문화가 다르나 忠義를 준거로 인물 됨됨이를 판단한다면 중원인과
오랑캐는 인격 대 인격으로 소통할 수 있다.
특징적 외국인은 장자 순인의 일화에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대장편소설에 남방 오랑캐는
安南이나, 《범문정록》은 남만국으로 나온다. 대장편소설 거의가 군사를 동원해 안남을 정벌하
는 내용이다. 반면, 《범문정록》에서 순인은 사신으로 파견된다. 남만왕은 송나라 사신을 억류
하지만 현인을 알아보는 혜안을 갖춘 아단회는 순인을 예우토록 왕을 설득한다.
오랑캐 가운데서도 중원인과 소통할 현인이 있다는 생각은 작중 순인의 행적에 더 분명히
나타나는 편이다. 중원에서 다시 만나 우의를 증진하는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남만 승상
아단회는 순인이 복귀한 뒤 사신으로 입조한다. 다음은 입조했던 아단회가 본국에 돌아갈 때
순인과 시를 주고받는 장면이다.
삼일 후 아단회 뇽누의 하직고 셰 니별니 군신이 슬허고 텬의게 부탁믈
마지 아니며 연연여 왈 “이젹이 노야의 셩덕을 우러러 태산 븍두 더니 금일 도라
가 하일하시의 셩인의 유풍을 다시 뵈오리오 연이나 쇼군을 머무러시니 명년의 됴
공을 밧드러 오기 긔약려니와 노야 별시 치쇼셔” 텬 가연이 뉼시 닐워
쥬니 아단회 보 이 완곡고 유신며 평화여 이목이 황홀니 칭찬 왈 “가히
남만의 광 빗리로다” 고 운니 문 화려여 호즁의 두미 앗갑더라5)

위 인용문에 나오듯 아단회는 한시를 쓸 줄 안다. 아단회의 次韻詩는 문채가 화려해 胡中
에 두기 아깝다고 나온다. 오랑캐면서도 중원인 못지않은 수준으로 씨를 쓴 것이다. 이러한

4) 위의 책, 46~47쪽.
5) 范文正忠節言行錄 권27, 70~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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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단회의 형상은 앞서 살폈던 철목탈보다 더 구체적이다. 오랑캐 가운데도 현인이 있고 중원
인과 소통할 만하다는 인식이 거듭 나타난 것이다.
작중 범중엄이 滅國置縣하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거란의 항서를 받은 데는 철목탈의 인품
이 큰 역할을 했다. 항서를 가져온 거란 승상 철목탈이 충의를 겸비한 현량한 인물이었으며
신뢰할만했기 때문이다. 오랑캐 가운데서도 현인이 있다는 인식은 순인의 행적에서 더 구체적
으로 드러났다. 또 오랑캐 현인과의 소통 및 우호를 통해 국제 정세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는 생각 역시 드러났다.
《범문정록》 작가는 전통적 지리관에 기반을 두고 공간 배경을 구성했다. 그 속에 오랑캐
현인을 내세워 기존 지리관과 어긋나는 형상을 보였다. 익숙한 공간 배경 속에 낯선 형상을
보여 기존 인식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이역에서 나고 자란 오랑캐 현인은 한인과 접촉 없이
도 충의를 겸전한 현량한 인품을 갖췄고 임금을 충심으로 보좌했다. 작중 범중엄과 순인은 이
들 오랑캐 현인과 소통해 화ㆍ이가 공존할 방편을 모색했다. 소통할 인격을 갖춘 외국인을 등
장시켜, 오랑캐를 멸시하는 우월의식에 수정을 가하며 화ㆍ이의 공존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했다고 하겠다.

2) 중원인을 깨우치는 외국인 -《태원지》
《태원지》는 4권 4책의 낙선재본 한글소설로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
다. 대개 고전소설과 달리, 이 작품은 당ㆍ송ㆍ명이 아닌 원나라 지정 시절 중원을 배경으로
서사를 시작한다. 중원인이 오랑캐라 할 원나라에게 핍박받던 시절을 배경으로 서사를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작품 초두에 중원인이 중원을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히 나타난다.
주인공 임성과 그를 따르는 무리는 원나라를 전복하려 절치부심한다. 그들은 원나라가 중
원을 지배하는 상황을 중원인으로서 치욕으로 여긴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그러
한 생각은 여과 없이 드러난다.
㉠ 쥬유 조고만 슈오 조조 한나라의 간적이라 이 죡히 혜아리지 아닐지라 이제 
만 웅병을 초모야 더러온 무리 러리고 텬하 평뎡미 엇지 대쟝부의 이 아
니라오 만일 을 일운 죽어도 이 업리로다6)
㉡ 갈구의 텬하 혼일믄 고금의 업 배라 원근 선 뉘 아니 분완리오 내 쥰보와 수
상으로 더브러 양 서로 일을 의논 일작 통치 아닐 적이 업던지라 텬 쥬류
야 명쥬 엇고져 더니7)

㉠은 임성의 친척 임응, ㉡은 道師 미백의 발언이다. 두 인용문 모두 원나라가 중원을 점
령하고 통치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본다. 또 본래 상태로 돌려놓아야할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응은 雄兵을 초모한 뒤 더러운 무리를 쓰러버리고자 하는데, 여기서 ‘더러운 무리’는
다름 아닌 원나라를 지칭한다. 미백은 세상 선비가 모두 통한한다는 말로 원나라가 중원을 다
스리는 상황을 규정한다. 또 이들은 원나라가 중원을 다스리는 일이 전에 없던 치욕이라며 설
욕을 꿈꾼다. 두 사람 모두 임성을 보좌하는 인물이며, 주인공 임성의 인식 역시 이들과 같다.

6) 太原誌 권1, 6쪽.
7) 위의 책,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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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大洋을 표류하면서도 일부 유지된다. 임성 일행이 인식의 충격을 받
고 새로운 시각을 지니는 시점은 태원에 당도해 대륙의 내력을 들은 다음이다. 임성 일행은
대양에 표류하면서도 중원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미지 세계를 인식한다. 여겨볼 부분은 거리감
이 점차 부각되면서도 여전히 중원을 천하 중심으로 놓고 그 변방으로 미지세계가 설명되는
지점이다. 이를테면, 응천 장군과 전투에서 敵將이 중원인으로 설정된다. 영도에 이르러 응천
장군의 내력을 들을 때는 ‘복희씨’가 언급된다. 쥐의 나라에서는 ‘중국의 교화를 받지 못했다.’
는 서술이 나오고 신인을 만나서는 ‘중국과의 거리가 오만칠천사백삼 리’라는 서술이 나온다.
여인국(여우나라)에 당도해서는 ‘중국을 알지만 가보지 못했다.’는 서술이 나오는데 모두 중원
과의 거리감을 적시한 것이다.
문면에 중원과의 거리감은 계속 적시되지만, 임성 일행의 인식에 큰 변화는 없다. 그 까닭
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임성이 표착한 섬은 대륙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외딴 섬이다. 임성 일행은 대개 섬에 표착해 그 일대를 탐험한다. 이 과정에서 요괴를 만나고
퇴치하는 전투를 거듭한다. 임성 일행은 치열한 전투는 치르지만, 섬을 점령하지는 않는다. 섬
이 웅거할 만큼 규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문명이라 부를 만한 것이 없다. 앞서
말했듯, 임성 일행은 표착한 섬에서 요괴를 만난다. 요괴는 그들만의 생활방식을 지녔을 뿐,
임성 일행이 힘을 길러 중원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문명 및 문화는 부재한다. 위기만 거
듭 넘길 뿐, 중원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자양을 섬에서 얻지 못한다. 요컨대, 임성 일행
은 그들이 인식하기에 중원보다 여러모로 열등한 곳을 지나온 것이다. 그렇기에 중원과의 거
리감이 적시되는 와중에서도 임성 일행은 중원 중심의 사고를 버리지 못했다고 하겠다.
임성 일행은 중원인으로서 가질법한 우월의식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다 이들은 태원에 이
르러 큰 충격을 받는다. 태원에 이르러 임성 일행은 평기이라는 원주민 도사를 만난다. 임성
일행으로부터 중원의 역사를 들은 평기이는 하늘의 뜻을 모르겠다며 ‘홀연히 망하고 홀연히
선다.’라고8) 평한다. 전란이 많고 왕조교체가 잦아 평화롭지 못하고 이에 따라 백성이 고난에
처했던 역사라고 평가한 것이다.
평기이의 평가를 이렇게 이해할 까닭은 태원 내력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아
래 평기이가 태원의 내력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 수만년 젼의 다 별이 귀향으로 이  려와 사이 되야 각각 그 디방을 직희여
님군이 되야 나라흘 셰우니 법도 초와 녜의로 셩을 쳐 여가지 법을 베퍼 인덕
의 교홰 잇지라 녜악 문믈이 찬연이 더니 오셩 후의 셩신손이 계계승승야 이에 니
러시니 셰 혹 구쳔여 셰도 되고 혹 칠쳔 셰 팔쳔 셰도 되얏니라9)

임성 일행은 평기이의 설명을 듣고 크게 놀란다. 평기이의 설명에 따르면, 대륙 태원은 아
주 오랜 역사를 지녔고 근래까지 평화를 구가한다. 또 건국 시조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역사
가 중원 대륙보다 더 유구한 점, 하늘의 자손이 세운 나라라는 점, 홀연히 서고 홀연히 망하
는 전란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태원의 역사는 중원보다 더 훌륭하다고 볼 수 있다. 태
원이 오래도록 평화를 구가했다는 점은 앞선 평기이의 평가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중원의 역
사는 백성에게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인식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기이의 설명에 임성 일
행은 충격을 받는다. 세상 이치를 꿰고 있던 도사 미백은 ‘꿈에서 깬 듯하다.’고10) 말한다.
8) 太原誌 권2, 80쪽. “실노 텬의 아지 못리로다 엇지 이러 홀연이 망ᆞ고 홀연이 흥며 민
으로 하여금 간과 듕의 잇게 뇨 우리 태원인  그러치 아니리라”
9) 위의 책,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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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에서 임성 일행은 중원과 정반대 입장에 놓인다. 중원에서 임성 일행이 오랑캐를 물리
치고 고토를 회복하려던 義士집단이었다면, 태원인에게 그들은 침략을 자행하는 오랑캐가 된
다. 금국 장군은 임성 일행을 도적이라 부른다. 바다를 건너와 나라를 탈취하려 하기 때문이
다. 임성 일행은 태원을 구성한 다섯 나라에게 바다 건너온 해적무리에 불과한 것이다. 금국
임금의 최후는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금국 임금은 명나라 마지막 임금 崇禎의 죽음
을 떠올리게 설정되어 있다. 崇禎은 비빈과 딸을 몸소 죽이고 목을 맸다고 알려졌데,11) 태원
금국 임금의 최후와 비슷하다. 이러한 원주민의 비장한 최후는 대륙 태원에서 주어진 임성 일
행의 입지를 다시 상기시킨다.
이제껏 살폈듯, 《태원지》에 등장하는 태원의 원주민은 중원인을 오랑캐로 규정하며 맞서
싸웠다. 또 평기이는 중원의 역사를 예찬하기보다는 잦은 전쟁의 발발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
기도 했다. 이러한 외국인은 중원인으로서 임성이 지녔던 인식의 한계를 깨우치도록 했다. 이
는 작중 임성의 변화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향유층의 인식 전환을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하겠
다.

3) 중원인을 압도하는 외국인 -《몽옥쌍봉연록》
《몽옥록》은 4권 4책의 국문소설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작품은 《곽장
양문록》의 전편으로, 장씨 가문의 顯祖라 할 安南人 장홍의 일대기를 다룬다. 중원의 명망 있
는 교목세신이 아닌, 안남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설정은 우리 고전소설 가운데 특기할만하
다. 물론, 장홍의 가계를 따지면 그 선조는 漢族이고 외가 역시 당나라 개국공신 유문정으로
설정되어 있다. 가계만 놓고 보면, 장홍은 중원인인 셈이다.
그런데 혈통을 따지면 그렇지만, 장홍은 스스로를 안남인으로 규정하며 안남 조정을 위해
충성을 다한다. 이를테면, 이야기 초반 당나라 사신과 문답하며 歲貢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장
홍의 모습은 그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또 중원에 들어가 혁혁한 공을 세우던 장홍은 부마
간택을 마다하며 까닭의 하나로 국적을 내세운다. 그는 소를 올려 자신을 “안남국 미미 쇽
”라고 칭하며 “외람이 듕국의 위풍을 더러이”게 했다며 죄를 청한다. 당나라 조정 대신들
역시 장홍의 공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부마 간택을 반대한다. 당나라 조정 대신이 반대하며 내
세운 근거 역시 안남인이라는 출신이다. 결과적으로 장홍은 자신을 중원이 아닌 夷國 출신의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변 인물 역시 그가 외국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장홍이 중원인과의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과거
시험도 그렇거니와 임금 앞에서 시를 지을 때에도 여러 문신들을 제치고 走筆과 文彩로 일등
을 놓치지 않는다. 이러한 경쟁에서 장홍이 보이는 우위는 작품 초반부터 계속된다. 이야기
초반 나오는 당나라 사신은 歲貢이 끊어진 이유를 채근하고 위협을 한다. 이때 장홍은 뛰어난

10) 위의 책, 같은 쪽. “태원 말을 비로소 드니 싀훤미 이 쳐음으로 지라 다만 아지 못게라
존의 셩명은 무어시며 본 이 셔 사가”
11) 조선에 숭정의 죽음은 다음과 같이 알려졌다. 英祖實錄 卷8, 英祖 1年, 10月 己巳, 여섯째 기사
(http://sillok.history.go.kr) “文命 奏曰 …… 崇禎甲申城陷之日 毅宗皇帝 殉烈於山上煤山閣 其日
皇帝手刃公主及諸妃嬪 曰 …….”
중국에도 비슷했다. 剿闖小說 “見袁宮人自縊 繩斷墮地 皇上乃持劍斷其頸 時長公主十五矣 在側悲
啼 皇上欲殺之 手不能擧 小頃 連砍二刀 悶絶于地 皇上乃自縊于梅山.” 오오키야스시 지음, 노경희 옮
김,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소명출판, 2004), 181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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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으로 당나라 사신을 달래고 歲貢의 양까지 줄이도록 만든다. 당나라 사신은 장홍의 면모
를 보고 감탄한다.
홍이  왈 “쇼이 아국 졍  아니라 인의 권시 졍을 갑고져 이
다” 즐겨 다시 경셔 화답 언담이 뉴슈갓고 의리 통달니 쳔 탄왈 “듕국의
인 만흐나 인 니 희한니 만일 옥당 한원의 읏듬을 삼으면 조 니갓
고 황각 시듕의 위원을 니은즉 니음양 슌사시고 ……”12)

위 장면은 당나라 사신이 장홍에게 설복된 뒤 한담하는 대목이다. 당나라 사신은 설복했을
뿐만 아니라, 장홍을 두고 중원에도 없는 인재라며 칭찬을 마다하지 않는다. 멀리 떨어져 해
마다 歲貢을 하기도 어려운 안남에 중원에도 없는 인재가 있다는 사실을 두고 당나라 사신은
적잖이 놀란다.
당나라 사신이 놀라는 까닭은 두 가지이다. 먼저, 누가 봐도 어린 장홍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나이 어린 장홍은 대국 사신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응대한다. 말주변 역시 뛰
어나 당나라 사신이 설복될 정도다. 둘째, 장홍은 중원과 절원한 곳에서 나고 자란 변방 오랑
캐이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는 사실은 당나라 사신을 놀라게 하기
에 충분하다. 장홍이 어리다는 점과 오랑캐라는 점이 더해져 놀라움은 배가 된다. 고쳐 말하
면, 당나라 사신은 중원인으로서 우월의식을 지닌 채 안남국을 열등하다고 여겼기에 장홍의
존재에 크게 놀란 것이다. 요컨대, 당나라 사신이 놀라는 대목은 장홍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
는 기능이 있고 아울러 중원인이 지녔던 일반 인식을 제시하고 그 인식의 한계를 부각하는 기
능 역시 하고 있다. 장홍은 당나라 사신으로 대표되는 중원인이 지녔을 우월의식을 무색하게
만드는 존재라 하겠다.
당나라 사신을 잘 응대한 장홍은 안남 대신들의 시기를 받는다. 그 결과, 장홍은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하고 간신히 중원으로 도주한다. 경홍으로 이름을 바꾼 장홍은 출신을 숨
기고 과거에 급제한다. 이후, 토번의 침입을 막는 등 혁혁한 공을 세운다. 먼저, 장원급제 대
목을 살펴보겠다.
만쟝 시부 일슈도 괄목염즉지 아닌지라 뇽안이 못 불열시니 시신이 황구여
 명찰 일쟝 시젼을 어드 번 펴 묵광이 창연고 필법이 휘황찬난여
뇽 비등고 지샹의 문연이 어여시니 셔긔 녕농황홀지라 졔신이 희여 급히
탑젼의 나아가니 샹이 크게 경탄샤13)

위 인용문과 같은 내용은 우리 고전소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14) 우리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은 과거 시험 중에 자거나 소요하다가 장원급제 하는데, 대체로 위와 같은 서술로 임금
의 낙점을 받는다. 이러한 설정은 주인공의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사실을 부각하는 기능
을 한다. 《몽옥록》에서 자거나 소요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임금이 장원을 낙점하는
장면은 일종의 常套(Cliché)로 그대로 따른다. 위 장면은 ‘常套的 설정’으로써 장홍의 능력을
부각한 셈이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장홍은 안남인이다. 과거는 경쟁 부분이니, 안남인이 중
원인과 겨뤄 그들을 압도했다고 하겠다.
12) 몽옥쌍봉연록 권1.
13) 위의 책.
14) 이를테면, 소현성록에서 소현성이 급제하는 장면을 꼽을 수 있다. 소현성은 과거 시험 중에 소요
하다가 답안을 대필해주는가 하면, 마감 시간이 다 되어서도 답안을 쓰지 않는 등 여우를 부린다. 그
러나 그는 장원 급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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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에서 나고 자란 장홍은 안남인 자격으로 당나라 사신을 응대했다. 이때 당나라 사신은
세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안남 조정을 위협했다. “쳔하 십삼도 군 니면 뉘우나 밋
지 못리라.”는 위협은 당나라 사신의 고압적 태도를 잘 보여주었다. 장홍은 어린 나이임에
도 안남 조정을 위하여 당나라 사신을 응대했다. 당나라 사신은 장홍의 유려한 말주변에 설복
되었다. 또 중원으로 피화해 이름을 경홍으로 바꾼 장홍은 과거에 장원급제했다. 이후 조정
문신들과 시를 쓸 때, 일등을 놓치지 않았다. 오랑캐 장홍은 줄곧 당나라 곧, 중원인과 경쟁에
서 우위를 점유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 흐름은 물론, 주인공의 능력을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주요한 것은
당나라 사신을 응대하는 대목에서 드러나듯 장홍이 안남인이라는 사실이다. 외국인으로서 장
홍은 계속 중원인을 압도한다. 서사 초반 당나라 사신을 응대하는 대목은 장홍의 국적을 분명
히 규정하는 기능을 한다. 장홍은 오직 안남 조정과 인민을 위해서 당나라 사신을 응대한다.
안남인 자격으로 당나라 사신을 설복시켰다고 하겠는데, 이는 안남과 당나라의 대립구도에 기
반을 두고 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대국 당나라와 약소 오랑캐 안남의 대립에서 장홍은 오
랑캐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때 무력을 쓰지 않고 오직 말로 설복시킨 점 역시 여겨봐야 한다.
시문이나, 말주변으로 장홍이 중원인을 압도하는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오랑캐라도
중원인을 압도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중원인이 지녔던 우월의식에
수정을 가하도록 만든다.

3. 특징적 외국인 형상의 의미
이제껏 살폈듯, 세 작품에 드러난 특징적 외국인 형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중원인과 소통할 인격을 갖춘 외국인이 있다. 둘째, 중원인이 지닌 인식의 한계를 깨우치는
외국인이 있다. 셋째, 능력으로 중원인을 압도하는 외국인이 있다. 세 작품에 나오는 외국인은
인격이나 능력 면에서 중원인보다 열등하지 않았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뛰어난 면모를 보인
다.
서언에서 언급했듯, 조선후기에 이르러도 조선의 대다수 사인은 중화사상을 버리지 않았
다. 여기에 尊周論이 더해지면서 숭명배청 의식은 확고히 자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몇몇
선각한 지식인은 청에 대해 기존과 다르게 인식했다. 이들 세 작품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
작되었을 것이다.
선각한 지식인 가운데 湛軒 洪大容은 선구적인 입지에 선 위인이다. 담헌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오랑캐에 대한 상대적 인식을 지녔으며, 이들의 문화와 역량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
담헌이 지녔던 인식은 후대 지식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 글과 관련해, 〈의산문답〉의
다음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늘이 내고 땅이 길러주어서 혈기가 있다면 모두 같은 사람이며, 여럿 중에 뛰어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자는 모두 같은 임금이며 문을 이중으로 만들고 해자를 깊이 파서
영토를 지킨다면 모두 국가라 할 수 있다. 은나라 장보 같은 관을 쓰건 주나라 위모
같은 갓을 쓰건, 오랑캐에게 문신을 하건, 이마에 조제 그림을 그리건 간에 모두 자기
나름이 습속인 것이다. 하늘에서 본다면 어찌 안과 밖의 구별이 있겠느냐?15)
15)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醫山問答｣. 天之所生 地之所養 凡有血氣 均是人也 出類拔華 制治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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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문정록》에서 철목탈은 충의를 겸비한 인물로 나온다. 또 《몽옥록》에서 장홍은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물로 나온다. 그러나 철목탈과 장홍은 오랑캐로 설정된다. 장홍의 복식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그가 안남에서 생장해 중원과 다른 복식을 갖췄을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오랑캐의 제도는 본성이나 능력과 아무 관련이 없다. 夷域에도 충의를 겸전한 뛰어난
인물이 있다는 설정은 중화와 이적의 인물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습속을
걷고 보면 오랑캐 가운데서도 賢人이 있고, 이를 인정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湛軒이 玄川 元重擧(1719~1790)에게 준 시의 일부이다.
이토오진사이는 높은 벼슬을 지냈고,
오규우소라이는 큰 유학자였노라.
네 바다 안쪽 백성은 모두 하늘이 냈으니,
현인과 준재 한 곳에만 있지 않겠지.

伊藤旣鳳擧
徂徠亦鴻儒
四海皆天民
賢俊非一途16)

伊藤은 伊藤仁齋, 徂徠는 荻生徂徠를 일컫는다.17) 湛軒은 위 시에서 賢人, 俊才가 꼭 한 곳
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한 곳’은 夷域을 배타한 국한된 華域이다. 湛
軒의 시를 고쳐 말하면, 夷域을 가릴 것 없이 賢人과 俊才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湛軒이 일본 經學家를 내세운 대목이다. 이토오진사이나 오규우소라이가
일본에서 經學의 대가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담헌은 鳳擧, 鴻儒라는 詩語로써 조선 사인이 그
간 열등하다고 여겨온 일본의 학술 가운데서도 經學을 인정한다. 동아시아 학술에서 經學이 차
지하는 위상은 췌언을 요하지 않을 터이다. 앞서 살폈듯, 《범문정록》《몽옥록》《태원지》에 나오
는 외국인은 전혀 미개하지 않다. 오히려 중원인을 깨우치기도 하고 《몽옥록》의 경우, 안남인
장홍은 중원인을 압도하기까지 한다. 세 작품에 나타난 특징적 외국인 형상은 이러한 선구적
인식에 근간을 둔 것이다.
담헌의 선구적 인식은 후대에 전해져 이후 지식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 글에서 주목
한 세 작품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적극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湛軒이 청나
라 선비와 친하게 지낸 일이 빌미가 되어 金鐘厚(?~1780)와 서신 토론을 벌인 일을18) 상기하
면 특징적 외국인을 내세운 세 작품의 인식은 이채롭다고 하겠다.
또 세 작품은 공통적으로 전통적 지리관이나 세계관을 내세우고 특징적 외국인을 등장시킴
으로써 ‘변화한 인식’을 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세 작품에 중원을 중심에 놓고 그 주
변에 열등한 족속이 자리한다는 인식은 작품 초반에 분명히 드러난다. 《범문정록》, 《태원지》,
《몽옥록》 모두 그러한 전통적 인식에 기초해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인식은
작품 줄곧 강화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 전통적 인식은 극복이나 수정되기 위해 작품 초반 부
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폈듯, 세 작품에 나오는 특징적 외국인은 오히려 전통적 인식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성은 인식의 변화를 이 시기 소설이 정확히 포착해 서사에 반영
한 사실을 보여준다.
方 均是君王也 重門深濠 謹守封疆 均是邦國也 章甫委貌 文身雕題 均是習俗也 自天視之 豈有內外之
分哉. *이종주, 북학파의 인식과 문학, 태학사, 2001, 117쪽서 재인용.
16) 홍대용 저, 민족문화추진회 譯, 국역 담헌서Ⅰ, ｢원현천이 전사(田舍)로 돌아갈 때 주다(贈元玄川
歸田舍)｣, 396쪽. *번역은 국역 담헌서를 토대로 필자가 고쳤다.
17) 박희병, 범애와 평등, 돌베개, 2013, 101쪽.
18) 김인규,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사상가 홍대용(성균관대 출판부, 2007), 97쪽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
논쟁은 “김종후가 홍대용의 연행과 청인교우(淸人交友)의 일을 비난한 데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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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세 작품이 지향하는 바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모두 변화한 인식을 담아내고 있지
만, 그 지향하는 바를 세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범문정록》은 華ㆍ夷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
며 조화를 지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외국인은 중원인과 소통하며 공존을 지
향한다. 《태원지》는 중원 중심의 사고를 부정하고 상대적 인식으로 나아간 작품이다. 이 작품
에서 중원은 천하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중심을 상정하기 어려운 광대한 세계를 구성하는 일부분
일 뿐이다. 《태원지》에서 외국인은 이러한 상대적 인식을 보여준다. 《몽옥록》은 오랑캐를 대등
하게 인정하고 중원과 이역의 구분 없는 호혜를 지향한다. 이 작품에서 외국인은 중원에 들어
가 마음껏 재능을 펼치고 인정을 받는다. 또 중원과 오랑캐의 평화적 공존에 가교 역할도 한다.
이렇듯, 세 작품은 변화한 인식을 담아내면서도 서로 다른 지향을 보이고 있다.
세 작품은 모두 상층이 향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범문정록》은 31책의 대장편소설로 그
독자층은 상층일 것이다. 《몽옥록》 역시 상층을 독자로 상정하고 쓰인 작품이다. 《곽장양문록》
의 전편이라 그렇기도 하고 문면에 한시와 번역이 함께 실린 점 역시 향유층을 상층으로 추정
할 근거이다. 《태원지》는 대장편소설에는 못 미치는 4책 분량의 장편소설이지만, 왕실에서 읽
히던 소설이다. 따라서 《태원지》의 향유층 역시 상층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인식 변화를
담아낸 작품이 상층에서 향유됨으로써 조선 사회를 주도하던 상층부의 인식 변화는 더욱 촉진
되었을 것이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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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2분과)-2 토론]

‘조선후기 고전소설에 나타난 외국인 인식 변화 연구’의 토론
윤승준(단국대)

토론문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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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2분과)-3]

백거이의 주다론
박병선(군산대)

발표문
별지 참조

- 356 -

[자유주제발표(2분과)-3 토론]

‘백거이의 주다론’
송행근(군산대)

토론문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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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2분과)-4]

<현수문전>의 창작 방식 연구
- <현수문전>과 <현씨양웅쌍린기>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

주수민(한국학중앙연구원)＊

Ⅰ. 서론
영웅소설은 대개 ‘영웅의 일생 구조’에 입각한 서사 전개를 보인다. 그러나 <현수문전>은
이후 왕조교체라는 서사적 국면이 이어질 뿐 아니라 2세대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
하기도 한다. 더욱이 왕조교체의 유무와 양상, 그리고 2세대 영웅의 활약상은 이본에 따라 다
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까닭에 기왕에 진행된 <현수문전> 연구는 이본 검토를 바탕으로 작품에 반영된 세
계관 혹은 주제의식을 고찰하는 데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1) 먼저 이본 고찰에 있어 주목할 만
한 연구에는 김종철과 주수민의 논의가 있다. 처음 7종의 이본을 대상으로 이본 분류를 시도
한 김종철은 서사적 차이를 근거로 <현수문전> 이본들을 ‘방각본계열’, ‘구활자본계열’, ‘필사
본계열’로 분류하였다.2) 이러한 분류 체계는 후속 연구자에 의해 보완되기도 하면서 <현수문
전> 작품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다.3) 그러나 최근 주수민은 김종철의 이본 분류에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보다 많은 이본들을 대상으로 전반부와 후반부의 구체적인 서사적 차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4) 한편, <현수문전>의 주제의식은 방각본인 경판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 최범호가 총 6종의 이본을 검토하고 경판65장본을 중심으로 작품론을 전개한 이래 <현수문전> 연구
는 이본고와 작품론이 병행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범호,「현수
문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6); 김종철,「玄壽文傳의 분석」,『인문논총』제1권 제1호
(1990); 조해숙,「<현수문전> 이본고」,『한국국어교육연구회논문집』제49권(1993); 임채문,「<현수문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김현정,「<현수문전>의 이본 특징과 수용양상 연구」, 성균
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
,「활자본 <현수문전>을 통해서본 독자 성향」,『한문학논집』제26집
(2008). 한편, 김수봉과 김용기, 주형혜는 특정 이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서사적 특징과 의미를 다양
한 방향에서 고찰하였으며, 주수민은 본격적으로 총 16종의 이본을 검토하여 새롭게 이본 분류를 시
도하는 가운데 善本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김수봉,「현수문전의 영웅소설적 위상 연구」,『한국문학논총』
14(1993); 주형예,「동양문고본 <현수문전>의 서사적 특징과 의미」,『열상고전연구』제15집(2002); 김용
기,「왕조교체형 영웅소설의 왕조교체 방식 연구-<음양삼태성>과 <현수문전>을 중심으로-」,『국어국문
학』153(2009); 주수민,「<현수문전> 이본 연구」,『정신문화연구』제37권 제1호(2014).
2) 김종철은 경판65장본과 경판75장본 등 방각본 2종과, 김동욱본․박순호본․사재동본 등의 낙질의 필사
본 3종, 그리고 조선서관본․태화서관본․신구서림본 등의 구활자본 3종을 대상으로 하여 이본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중 경판75장본은 경판65장본과 동일본이다. 따라서 김종철이 이본 분류를 위해
검토한 이본은 총 7종이다. 한편, 김종철은 후반부의 서사적 차이를 근거로 방각본계열과 구활자본계
열을 분류하였으나 후반부가 낙장인 필사본들은 서사적 착오가 발견되지 않고, 서사 전개가 매끄럽다
는 점을 들어 독립된 ‘필사본계열’로 분류하였다. 김종철, 전게 논문, 41-46쪽.
3) 조해숙은 김종철의 이본 분류를 수용하는 가운데 필사본계열의 이본들이 지니는 세부적인 서사적 공
통성을 추출해내며 김종철의 이본 분류에 힘을 실은 바 있으며, 이후 이러한 분류법은 김현정과 임채
문 등에게 수용되었다. 조해숙, 전게 논문, 64-65쪽 ; 김현정, 전게 논문, 6-37쪽 ; 임채문, 전게 논
문, 35쪽.
4) 주수민의 이본 분류는 김종철의 선행연구가 너무 적은 수의 이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
열 분류의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동양문고본 및 홍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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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장본과 구활자본인 조선서관본 그리고 필사본인 천리대본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 가
운데 宋朝가 유지되는 결말을 맺고 있는 경판본은 주로 ‘충절의식’을 선양하려는 작가의식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되었다.5) 또한 宋의 멸망과 女眞에서 元으로의 거듭되는 왕조교체를
담고 있는 구활자본은 봉건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한 顚倒된 군신관이 반영된 것으
로 읽혔다.6) 더불어 여진에 의한 송조의 멸망만을 담고 있는 천리대본은 구활자본에 근접한
의식을 보이는 한편, 급진적인 질서붕괴에 따른 서사적 이질감을 완화하고자 한 작가의식의
소산으로 보았다.7)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기왕의 <현수문전> 연구는 이본 검토와 작가의식 고찰을 중심으
로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들과는 관심의 방향을 달리 하여 ‘大長篇小說
의 英雄小說化’의 一例로써 <현수문전>의 창작 방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창작 연원으로 추정되는 대장편소설 <현씨양웅쌍린기>와의 관련성 검토하고, 더불어 <현수문
전>이 개별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동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현수문전>과 <현씨양웅쌍린기>의 관련성 검토8)

5)

6)

7)

8)

본과 같은 完本의 필사본을 비롯한 총 16종의 이본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현수문전> 이본들은 ‘방
각본계열’, ‘구활자본계열’, ‘필사본계열’로는 분류할 수 없는 즉, 板本을 넘나드는 서사적 차이를 갖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들 이본을 먼저 전반부의 서사적 차이를 근거로 하여 2개의 계열로
나누었으며, 다시 후반부의 왕조교체를 중심으로 ‘왕조연속교체형’, ‘왕조단일교체형’, ‘왕조유지형’ ,
‘왕조긍정형’ 등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주수민, 전게 논문, 228-240쪽.
최범호, 전게 논문, 79쪽; 조해숙, 전게 논문, 84-85쪽; 김현정, 전게 논문, 46-49쪽; 임채문, 전게 논
문, 39-44쪽. 또한 김종철은 경판65장본과 조선서관본이 각각 송조의 유지와 멸망이라는 상이한 서
사를 담고 있지만 모두 봉건체제 아래서의 忠의 관념을 심각한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
며, 이에 대한 개작자 혹은 독자의 판단이 계열 분화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김종
철, 전게 논문, 52-55쪽.
연속적인 왕조교체는 ‘구활자본계열’만이 공유하는 서사적 특징이 아니다. 각각 1899년과 1905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책본인 정명기본과 동양문고본, 1859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홍윤표
본 역시 ‘왕조연속교체형’의 이본들이다. 더욱이 주수민의 선행연구에서 구활자본의 저본은 동양문고
본과 같은 세책본임이 밝혀졌다. 주수민, 전게 논문, 245-246쪽. 따라서 그간 논의된 구활자본의 주
제의식은 곧 ‘왕조연속교체형’의 이본들이 공유하는 주제의식이라 볼 수 있으며, 관련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김종철은 구활자본의 왕권교체를 통치체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봉건체제와 새로운 사회
체제에 대한 백성의 염원 및 개인주의의 반영으로 보았으며, 조해숙과 김현정, 임채문 등은 信義에
따른 새로운 군신관계의 모색 및 신하의 도리보다 위정자의 덕이 강조되는 변화한 군신관의 반영으로
보았다. 한편, 김수봉, 주형혜, 김용기는 송에서 원으로의 이민족에 의한 왕조교체에 주목하였는데,
김수봉은 이를 춘추대의나 중화사상이라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식으로 보았으며, 주
형예는 화이론적 사고관에 대한 반론보다는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자유정신의 산물로 보
았다. 더불어 김용기는 민족을 초월하여 위정자의 덕성에 따라 ‘天意가 순환’될 수 있다는 작가의식의
반영으로 보면서도 오랑캐에 대한 적대감은 여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종철, 전게 논문, 50-52쪽;
조해숙, 전게 논문, 84-85쪽; 김수봉, 전게 논문, 189-195; 김현정, 전게 논문, 50-54쪽; 임채문, 전
게 논문, 39-44쪽; 주형예, 전게 논문, 237-238쪽; 김용기, 전게 논문, 126-130쪽.
김종철은 追補를 통해 필사본인 천리대본이 구활자본계열에 속하는 의식을 담고 있다 하였으며, 조해
숙과 임채문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영웅소설의 주인공이 왕조의 창업에 직․간접적으
로 간여했다는 급진적이고 과도한 설정을 피하고자 한 결과가 천리대본을 탄생시킨 것으로 보았다.
김종철, 전게 논문, 61-62쪽; 조해숙, 전게 논문, 85쪽; 임채문, 전게 논문, 39-44쪽.
논의를 위한 텍스트는 주수민과 이다원의 이본 연구를 통해 각각 善本으로 비정된 4권4책(총151장
/12행*17자 내외)의 홍윤표 소장 필사본 <현슈문젼>과 10권10책(총537장/12행*21자)의 낙선재본
<현시량웅린긔>의 영인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이본들을 참고하기로 한다. 또한 인용문
의 경우 <현수문전>은 해당 장수를, <현씨양웅>은 영인본의 쪽수를 기재하도록 하겠다. 주수민, 전게
논문, 240-249쪽; 이다원,「<현씨양웅쌍린기> 연구-연대본 <玄氏兩雄雙麟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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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문전>은 이본 검토와 작품에 담겨 있는 세계상 고찰을 통해 19세기 초반 경에 창작
및 향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웅소설이다.9) 또한 늦어도 18세기 후반에는 창작된 것으로 보
고 있는 <현씨양웅쌍린기>10)는 <명주기봉>, <명주옥연기합록> 그리고 題名만 전하는 <현씨팔
룡기>로 이어지는 고소설 유일의 4부작 대장편소설의 첫 번째 작품이다. 그런데 일찍이 두 작
품은 몇몇 주요 등장인물의 姓名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된 바 있다.11)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두 작품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1. 두 작품의 인물 비교12)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역할과 성명은 다음과 같다.
역할

주인공의 부모

주인공

조력자

역적

적의 軍師

성명

현택지․장씨

현수문

일광대사

조길

신비호

먼저, 두 작품의 서두를 통해 주인공의 父母로 설정된 현택지와 장씨를 살펴보도록 하자.

교 석사학위논문(2001), 11-15쪽.
9) 주수민은 <현수문전> 이본 16종을 검토하는 가운데 선본으로 추정하는 왕조연속교체형인 홍윤표본의
필사시기를 ‘己未十二月初一日下帶洞潭溪畢’라는 필사기를 근거로 1859년 기미년으로 추정한 바 있
다. 또한 ‘油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지고 있는 경판본 역시 1847-1885년 사이에 유동 방각소에서
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김종철은 구활자본계열, 즉 왕조연속교체형을 모본으로 볼 경우 <현수
문전>의 창작시기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로 비정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작품에 드러나는 세계
상은 19세기와 유사하다 언급한 바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수용하여 <현수문전>의 창
작시기를 19세기 초반 경으로 보고자 한다. 주수민, 전게 논문, 240-249쪽; 김종철, 전게 논문,
59-60쪽.
10) 먼저, 심경호의 연구에 따르면 ‘현씨냥웅’과 ‘명주긔봉’의 제명이 실린 <옥원재합기연> 권14는 1786
년에서 1790년에 걸쳐 온양 정씨가 필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이들 제명이 기록된 시기가 <옥원
재합기연>의 필사 시기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17,8세기 창작이 확실시 되는
<소현성록>, <구운몽>, <옥린몽> 등의 작품은 함께 제명이 실린 반면, 이수봉에 의해 1898년에 궁중
에서 필사되었음이 확인된 이본이 존재하는 <현씨양웅>의 세 번째 연작인 <명주옥연기합록>의 제명
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현씨양웅>과 <명주기봉>은 늦어도 19세기 이전에는 창작되
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본 검토를 통해 궐내에 있던 본을 저본으로 하여 1873
년에 필사된 것이 확인되는 <현씨양웅> 국도본이 민간에서 유통되다 궐내에 들어와 다시 국도본으로
필사되기까지의 시간적 경과를 고려하여 <현씨양웅>이 18세기 후반에는 창작되었다고 주장한 이다원
의 논의 역시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현씨양웅>의 창작시기를 18세기경으로 보고자 한
다. 심경호,「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정신문화연구』38호(1990), 187쪽; 이수봉,「<명
주옥연기합록> 연구」,『국문학연구』제10집(1987), 20-21쪽; 이다원,「현씨양웅쌍린기 연구-연대본을 중
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64쪽.
11) 김종철은 <현수문전>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현씨양웅쌍린기>와의 관계 고찰’을
든 바 있으며, 두 작품의 관계 고찰은 “대하장편소설과 단편의 영웅소설의 상관관계 및 그 차이점을
논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말하기도 했다. 이후, 주형혜 역시 두 작품의 영향관계를 언급
한 바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임채문은 <현수문전>과 <현씨양웅쌍린기>, <장백전>, <유충렬전>의
관련성을 대략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현수문전>이 <현씨양웅쌍린기>의 인물설정과 작가의식을 반
영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꼼꼼한 작품 비교를 수반하지 않은 상태
에서 내려진 결론으로 본고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수문전>과 <현씨양웅쌍린기>의 관련성은 인
정되나 두 작품은 작가의식의 측면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김종철, 전게 논문, 41쪽; 주
형혜, 전게 논문, 221-222쪽; 임채문, 전게 논문, 80-83쪽.
12) <현씨양웅쌍린기>는 이하 <현씨양웅>이라 하며, 인용문을 비롯한 두 작품의 논의 순서는 본고의 논
의가 <현수문전>에 중심을 두는 까닭에 <현수문전>을 앞에 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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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문전, 권1-3】송 신죵 년간의 니부시랑 현지 승샹부 참지졍 뇽두각  현광의 손
이오 우승샹 현범의 라 공의 셩품이 관후고 인덕이 거록 쟝뷔라 기쳐 댱시 병마 댱져의
녜라 인물리 현요고 덕이 겸비니 공이 즁고 향당이 칭찬며…
【현씨양웅, 권1-3쪽】송 인종 시졀의 리부샹셔 현지 룡두각 학 참지졍 녕능후 현후 긔
라 사되오미 인후졍직여 일셰 긔남라 부인 쟝시 리부샹셔 쟝구의 녜니 덕이 슌직여
승슌군고 효봉구고여 례의슉슉며…

위의 예문과 같이 송나라를 배경13)으로 한 두 작품은 모두 ‘현택지’와 ‘장씨’를 주인공의
‘父母’로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동일한 성명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 벼슬이나 가계 그리고 성품에 있어서도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또한 두 작품은 모두 현택지와 장씨의 아들인 ‘현수문’을 주인공으로 하는데, 수문은 <현수
문전>에서는 현시랑 부부의 만득자로 태어나나 <현씨양웅>에서는 아들 형제 가운데 장자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에서 현수문은 뛰어난 文才로 장원
급제를 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대원수가 되어 전장에 나가는, 文武를 겸비한 송조
의 ‘柱石之臣’으로 그려진다.
한편, ‘일광대사’는 두 작품에서 ‘화산’에 거하는 세상사를 꿰뚫어보는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등장한다. 또한 일광대사는 두 작품의 중심인물이라 할 수 있는 ‘현수문’과 ‘주소저’를
위험에서 구하여 자신의 능력을 전수하며, 이들이 하산한 이후의 사건에도 꾸준히 개입하며
조력자로서 활약한다.
또한 국척으로 등장하는 ‘제남후 조길’은 두 작품에서 모두 찬역을 꿈꾸는 佞臣으로 설정된
다.14) 따라서 조길은 송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수문부자를 제거하고자
‘우사기’ 혹은 ‘서기’와 도모하여 수문을 모함하고, 이 일을 계기로 목숨을 잃는다.
마지막으로, 일찍이 도술을 배워 많지 않은 나이에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등장하는
‘신비호’는 두 작품에서 당대에 당할 자가 없는 적군의 軍師로 그려진다.15) 그러나 두 작품에
서 신비호는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각각 여진왕과 서천의 도적 울니대의 모사로서 활약하
다 수문에게 사로잡히고 이내 방면되는 인물로 그려진다.16)

13) <현씨양웅>을 포함한 <명주기봉>, <명주옥연기합록>의 배경이 되는 송나라 인종 연간(제 4대 황제,
재위 1022~1063)은 중앙 집권적 관료지배가 안정되고, 과거제도도 정비되어 한기(韩琦)․범중엄(范仲
淹)․구양수(歐阳修)․사마광(司马光) 등의 名臣과 주돈이(周敦頤)․이정자(二程子) 등의 名儒가 배출되는
등 ‘경력(庆历)의 치(治)’라 불리는 북송 최대의 전성기였다. 반면, <현수문전>의 배경인 신종 연간(제
6대 황제, 재위 1067~1085)은 그 유명한 왕안석(王安石)의 신법당(新法黨)과 사마광을 중심으로 한
구법당(舊法黨)이 치열하게 대립했던 시기이며, 대외적으로도 안남과 서하를 정벌하는 등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던 시대였다. 이러한 국정의 혼란은 이후 철종(哲宗, 재위 1085~1100)과 휘종(徽宗, 재위
1100~1125) 대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결국 북송은 ‘정강(靖康)의 변(變)’으로 망하게 된다.
따라서 두 작품은 같은 송나라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전혀 다른 사회상을 보이는 시대를 선택하여 작
품의 서사적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14) ‘시 졔남후 됴길은 황졔의 촌이라 젼일 역 연평왕의 여당으로 찬역 을 두어…’(현수문전,
권2-40)
‘국쳑 졔남후 됴길은 흉험 간 녕신이라 그윽이 불궤의 이 잇더니…’(현씨양웅, 권9-350)
15) “그 가다가 화룡 하의 가 도인을 만나리니 기인의 셩명은 신비회라 나히 삼십 젼 쇼년이라 죄
신츌긔몰여 당시 무젹이라 부 군를 삼게하라”(현수문전, 권3-49)
‘이 울니의게 웅병장이 만코 더욱 슈하의 모 신비회란 쟤 이셔 죄 신츌귀몰니 스로
의긔 양양여 쇼과의 무젹이러니…’(현씨양웅, 권4-395)
16) <현수문전>에서 여진왕의 군사로 활약하는 신비호는 송 멸망 이후 위국을 공격하다 현수문에게 사
로잡힌 후 천자를 잘 보필하라는 당부를 들은 후 방면되며, <현씨양웅>에서는 울니대의 군사로서 송
군에 대항하다 수문에게 사로잡히고 그 재주를 아낀 현택지의 주청에 의해 방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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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두 작품의 사건 비교
두 작품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되는 사건들이 나타난다. 다음은 <현수문전>의 사건 단락
을 중심으로 두 작품의 서사적 관련성을 간단히 정리한 표이다.
<현수문전>의 사건 단락

권

<현씨양웅>과
의 관련성

현택지와 장씨 사이의 만득자로 화주승에게 시주 후 현수문이 태어남
수문 5세에 부친 및 모친과 이산함
① 일광대사에게 구제되어 수학하다 봉서를 받고 하산함

1

권4

절강 소흥부 벽계촌에 사는 석참정에게 구제되고 그 딸 운혜와 혼인하나, 석참정 사후 계
모 방씨의 화를 피해 운혜와 이별함
유리걸식하며 황성에 이르고 차복의 도움으로 문무 양과에서 장원급제함
② 반할 기미를 보이는 운남에 天使로 파견되어 교화하고 돌아옴

8-9

남방 일대의 민심이 혼란하여 이를 순무하고 우연히 금산사에서 운혜와 재회함
토번이 송을 침범하자 대원수가 되어 이를 진압함
석상왕이 선봉장 약대와 모사 양평공을 앞세워 송을 침범하자 이를 진압함
서천 백성 안무 중 모친과 상봉함

2

평능태수에게 제전을 준비시키고 석참정 산소에 소분 후 석참정댁 방문
계양태수로 있던 부친 현택지와 상봉하고 천자가 서천과 한중을 주어 위왕에 봉함
권9

③ 제남후 조길이 난을 일으킴
위왕 석왕비와 함께 석참정댁을 방문 후 가속을 데리고 위국에 도읍함.
④ 복수를 위해 위국에 온 녹양춘과 계양춘을 위왕 현수문이 지인지감으로 내침

권9

진번왕의 후궁이 된 녹양춘이 번왕을 부추겨 송을 침범하자 이를 진압하고 천자를 구함
송천자가 수문과 그의 二子 현담에게 태자를 부탁하고 薨함

3

신천자 간신의 말을 듣고 선왕이 위왕에게 준 영토반납을 요구하며 현담을 죽여 젓 담아
보내고 주변국과 함께 위국을 공격하자 이를 격파함
흉노가 송을 침범하자 선제의 유고를 생각하여 송실을 구하고 신천자와의 단절을 선포함
계양춘이 진강도인을 만나 송실의 멸망과 양춘이 황후 될 것을 듣고 여진으로 감
여진왕의 후궁이 된 계양춘이 신비회를 군사로 삼아 송을 공격하여 송을 멸망시킴
조공을 하지 않자 천자(여진)가 위국을 공격하고 위왕이 천자와 신비호를 사로잡으나 천의
가 여진에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풀어줌

4

위왕 76세에 승하하고 오자 현첨에게 대위를 맡김
현첨이 3년 후 최공의 집에서 그 딸과 결연 후 남정산 엄도사 밑에서 수학함
하산 후 현첨이 몽고왕 홀필렬과 우연히 만나고 군신지의를 맺음
대국이 서천․서번․한중을 공격하자 홀필렬과 현첨이 이를 물리친 후 元나라를 창업하고, 그
공으로 현첨은 기왕에 봉해져 무한 복록을 누림

위의 표와 같이 <현수문전>과 <현씨양웅>에서 유사성이 발견되는 사건은 총 4건17)으로

해

당 사건들을 <현수문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건①은 부모이산 후 天涯孤兒가 된 수문이 일광대사에게 구제 및 양육되다가 하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건은 <현씨양웅>에서 일광대사가 백호장군을 피해 낭떠러지에 떨어진
17) 상당한 서사 분량을 가지고 있는 두 작품에서 단지 4가지 사건이 유사하다는 것은 두 작품의 관련성
을 과소평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작품에서 차지하는 서사적 위상 및 분량은
두 작품의 관련성을 논하기에는 충분하다 생각하며, 해당 사건의 서사적 분량은 이후 각주로 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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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저를 구하여 능력을 전수한 후 하산하게 한다는 내용과 유사하다.18) 특히 이들이 각각 하
산할 때 일광대사가 이들에게 건넨 봉서는 이후의 서사 전개에서 이들에게 닥친 난관을 극복
하는 열쇠가 된다.
사건②는 수문이 반할 조짐을 보이는 운남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天子의 使者가 되어
운남을 방문한 사건으로 <현씨양웅>에서는 경문이 운남을 방문한 것으로 전개된다.19)
【사건②의 개요】
ⓐ운남이 반할 조짐을 보임 → ⓑ‘현수문/현경문’이 천사로 결정됨 → ⓒ천사의 자격으로 ‘수문/경
문’이 운남을 방문함 → ⓓ운남왕이 천사를 위협함 → ⓔ천사의 기상을 보고 예를 갖추어 대접함 →
ⓕ천사를 회유하여 귀순케 하려다 실패함 → ⓖ운남왕이 천사에게 교화됨 →｛ⓗ운남의 미양공주
천사에게 반하여 그의 침실을 범함 → ⓘ운남왕에게 글을 써주고 그 값으로 명주 4개를 받음｝

가
→ ⓙ

운남을 떠남

사건②의 개요를 통해 알 수 있듯 <현씨양웅>에만 나타나는｛ⓗ,ⓘ｝20)를 제외하면 두 작품
의 사건 전개 양상은 상당히 유사하다.
사건③은 제남후 조길이 모반을 일으킨 사건으로 <현씨양웅>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그대로
나타난다.21)
【사건③의 개요】
ⓐ제남후 조길이 불궤지심을 품고 있었음 →｛ⓑ형아가 조길의 시첩이 되어 모반을 종용함｝→ ⓒ현
수문 휘하에서 내쳐진 ‘우사기/서기’와 모의 →｛ⓓ월청과 형아가 미양궁에 재변을 일으킴｝→ ⓔ천자
가 移御하던 중 ‘우사기/서기’가 나타나 수문이 어가를 범하라 했다고 모함함 → ⓕ수문부자가 이를 듣
고 석고대죄 함 → ⓖ천자가 ‘우사기/서기’의 말을 믿지 않고 문초함 → ⓘ형벌을 견디다 못한 우사기
가 이실직고함 → ⓙ조길이 일이 잘못됨을 짐작하고 기병함 → ⓚ현수문이 이를 진압함

사건③의 개요를 통해 알 수 있듯｛ⓑ,ⓓ｝가 <현씨양웅>에만 나타난다는 것을 제외하면,
두 작품의 사건 전개 양상 역시 동일하다.22) 또한 두 작품에서 조길을 도와 현수문을 모함하
는 인물로 등장하는 ‘우사기’와 ‘서기’는 본래 각각의 작품에서 현수문 휘하에서 죄를 짓고 쫓
겨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수문에 대한 怏心으로 조길에게 협력하여 수문부
자를 모함한다. 그러나 수문을 신뢰하는 천자의 문초를 받고 자신의 죄를 복초하며, 모든 것

18) 사건①은 <현수문전> 권1-12b~14b에 걸쳐 전개되고 있으며, <현씨양웅>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은
권4- 426~437쪽에 걸쳐서 전개되고 있다.
19) 사건②는 <현수문전>에서는 권1-42b~44a에 비교적 짧게 전개되나 <현씨양웅>에서는 권8-313~314
쪽에는 경문이 운남의 천사로 천거되는 과정이, 권9-379~399쪽에 걸쳐서는 운남을 방문해서 벌어지
는 사건들이 상당한 지면에 걸쳐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20) 사건②는 <현수문전>에서는 수문의 영웅적 행보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로 전후 서사와의 관련성을 전
혀 찾아볼 수 없는 반면, <현씨양웅>에서 본 사건은 경문의 부재를 틈타 월청이 경문의 모습으로 변
신하여 송조와 현부를 혼란에 빠뜨리는 계기가 된다. 또한 ⓘ는 <현씨양웅>이 먼저 창작되었을 서사
적 방증이 될 수 있는 사건으로 경문이 운남왕에게 받은 네 개의 명주는 속편인 <명주기봉>에서 웅
린과 천린의 결연을 매개하는 采禮가 된다.
21) 사건③은 <현수문전>에서는 권2의 40a~43b까지 전개되며, <현씨양웅>에서는 권9의 350~365쪽에
걸쳐 상당한 분량으로 전개된다.
22) 사건③ 역시 <현씨양웅>이 <현수문전>에 앞서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현씨양웅>에만 나
타나는 ⓓ는 천자가 미양궁에서 태양궁으로 ‘移御’하게 되는 ⓔ의 전제가 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씨양웅>에는 이어의 구체적인 원인들인 ‘백액호’와 ‘쥐떼’의 출몰들이 서술되는데 비하여
본고의 주요 텍스트인 홍윤표본을 비롯하여 경판본, 동양문고본, 조선서관본 등 ‘조길의 난’이 나타나
는 모든 <현수문전> 이본들은 이를 단지 ‘변’ 혹은 ‘홰’라고만 하고 있다. 이는 재변을 만든 주체
인 월청과 형아를 <현수문전>에서 등장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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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탄로 난 조길은 기병하여 송실을 공격하고 현수문이 이를 진압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
된다.
마지막으로, 사건④는 현수문이 자신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色을 앞세워 찾아온 두 명의
양춘을 知人之鑑으로 내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현씨양웅>에서 수문의
시첩이 되고자 찾아 온 형아를 수문이 물리친 사건과 표면적으로 유사하다.23) 또한 이 사건
이후 공통적으로 두 명의 양춘과 형아는 다른 남성에게 의탁하여 수문 혹은 수문형제에 대한
사적인 복수심으로 송조를 공격하게 만들기도 한다.24)

Ⅲ. <현수문전>의 유형 변환 양상과 개별성
<현수문전>의 개별성 확보는 무엇보다 대장편소설에서 영웅소설로의 ‘유형 변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유형 변환의 양상이라 할 수 있는 ‘중심인물의 단일화’, ‘초기
영웅소설의 서사 수용’ 그리고 ‘군담의 확대와 의미 변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현수문전>
의 개별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3.1. 중심인물의 단일화
<현수문전>은 현수문을 주인공으로 한 일인 중심의 영웅소설이다. 한편 수문․경문을 주인공
으로 하는 <현씨양웅>에서 장자 수문은 활달하고 온자하면서도 출몰하는 용과 같은 힘찬 기
상을 지닌 반면, 경문은 엄숙하고 차가운 철인의 형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씨양웅>에서
수문은 주로 병부의 일을 맡아 보고 대원수로 활약하는 한편, 경문은 총재의 벼슬을 하며 외
교적으로 天師의 직분을 수행한다. 그런데 <현수문전>의 현수문은 전장에서는 대원수로 활약
하고, 천사로 운남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이들 형제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외부
적 역할의 공통점과는 별개로 수문은 <현씨양웅>의 두 주인공 형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
성은 일소한 채 전형적인 영웅의 형상만을 하고 있다.
한편, 현수문의 妻로 <현수문전>의 전반부 서사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운혜에게는
<현씨양웅>의 여성 주인공들이라 할 수 있는 주소저와 윤소저의 모습이 모두 발견된다.25) 먼
저 주소저와는 ‘인물설정’의 측면에서 상당한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두 사람은 모두 절강땅 소
23) 사건④는 <현수문전> 권3-1a~2a에, <현씨양웅> 권9-345~348쪽에 걸쳐 전개되는 비교적 짧은 사건
이다. 또한 <현수문전>에서 두 명의 양춘이 현수문을 찾아온 것은 석상왕의 침입 때 수문에게 죽은
두 사람의 부친인 약대와 양평공의 복수를 하기 위함이었고, <현씨양웅>에서 월청․형아가 현수문을
찾아간 것은 현씨형제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 형아가 경문에게 의탁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용모를
바꾸어 다시 수문을 찾은 것으로 되어 있어 두 작품의 여성들이 후궁 혹은 시첩이 되기 위해 수문을
찾은 의도는 상이하다. 그러나 표면상 두 작품의 여성인물들은 色을 앞세워 불순한 목적으로 수문에
게 접근하였고, 이들은 결국 수문의 지인지감에 의해 내쳐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다.
24) <현수문전>에서 수문에게 내쳐진 두 명의 양춘은 이후 진번에 들어가 각각 진왕의 후궁과 대장군의
복첩이 되어 진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하게 만들며, <현씨양웅>의 형아 역시 조길의 시첩이 되어 송조
에 대한 반란을 종용한다.
25) <현씨양웅>에서 현수문의 정실부인은 하소저이다. 그러나 현수문과 하소저는 상당히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별다른 갈등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 반면, 현수문과 겁탈하여 첩으로 맞아들인 윤소
저 사이는 쫓고 쫓기는 관계 혹은 속고 속이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서사적 긴장감과 재미를 더한
다. 또한 경문의 처 주소저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며, 여성의 몸으로 도를 닦아 나라와 남편을
구하는 독특한 개성과 서사를 지닌 인물로 <현씨양웅>에서 차지하는 서사적 비중 또한 상당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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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를 본가로 하며, 운혜의 字는 ‘월궁선’인데, 주소저는 <현씨양웅>에서 죄를 짓고 하강한
‘월궁선아’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두 사람은 각각 방씨와 월청․형아의 화를 피해 불가피하게
집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스스로를 ‘운유자’라 칭한다. 또한 추밀사 윤기화의 딸인 윤소저는
어린 시절 失火로 부모를 잃고 노비 설구에게 양육되며 ‘윤혜’라 불리며, 자신을 겁탈한 수문
을 피해 절에 머물면서 사찰의 살림을 돕기 위해 그림을 그려 판다. 그런데 이러한 윤소저의
행위는 방씨의 화를 피해 금산사에 머물던 운혜가 족자를 만들어 판다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
나 ‘운유자’라는 별칭의 의미26)를 통해 단적으로 알 수 있듯 석운혜는 주소저나 윤소저의 겉
으로 드러나는 설정이나 행위만을 수용하고 있을 뿐이다.27) 따라서 확고한 자의식을 바탕으로
당당히 서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소저나 윤소저와는 달리 석운혜는 현수문의 자장 안에 머
무는 보조 인물에 머물게 된다.

3.2. 초기 영웅소설의 서사 수용28)
그동안 <현수문전>과 <현씨양웅>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것은 상이한 서
사적 지향, 즉 서로 다른 유형에서 오는 서사적 이질감 때문이었을 것이다.29) 달리 말하면,
<현씨양웅>과 구별되는 <현수문전>의 개별성은 무엇보다 영웅소설로의 유형 변환을 통해 획
득되었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 변환은 기존 영웅소설들의 서사 수용을 통해 가능
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수문전>의 전반부라 할 수 있는 권1~권2는 다음과 같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입각한
서사 전개를 보인다.30)
【<현수문전>의 전반부 서사 개요】
ⓐ기자치성에 의한 수문 출생 → ⓑ황숙 연평왕의 난과 운남의 침입으로 인한 부모이산 → ⓒ일광대
사에 의해 구제와 양육 → ⓓ석참정의 구제와 그의 딸 석운혜와의 결연 → ⓔ석참정 사후 방씨 박해

로

26) 그러나 주소저가 스스로에게 붙인 ‘운유자’라는 별칭은 가족에게 조차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처지와 심리를 잘 반영한 반면, 운혜에게 ‘운유자’라는 이름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주
소저의 별칭인 ‘운유자’는 천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에게 회자되지만, <현수문전>에서 운혜를 운유
자라 부르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다.
27) 주소저와 윤소저는 남편으로 상징되는 가부장제의 횡포와 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적극적으로 대
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씨양웅>의 여성인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김진세,「<현씨양웅쌍린기>연구」,『논문집』제4권(1972); 옥지희,「<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
28) 象胥紀聞은 대마도의 通詞였던 소전기오랑(小田畿五郞, 1754~1831)이 1789년부터 작성하여 1794
년에 완성한 책으로 한반도의 이모저모를 담아내고 있다. 그 가운데는 ‘朝鮮小說 張風雲傳 九雲夢 崔
賢傳 蘇大成傳 張朴傳【張伯傳】 林將軍忠烈傳 蘇雲傳 崔忠傳…’(象胥紀聞下, ‘雜聞’, 36b)라는 기록이
있다. 본고에서는 본서에 제명이 실린 <장풍운전>, <최현전>, <소대성전>, <장백전>에 앞에 존재한다고 보
이는 작품들과 관련 기록이 현재가지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을 ‘초기작’으로 본다는 이지영의 논의
를 수용하여 이들 작품을 초기 영웅소설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지영,「<장풍운전>․<최현전>․
<소대성전>을 통해 본 초기 영웅소설 전승의 행방-유형의 구조적 특징을 중심으로」,『고소설연구』제
10집, 한국고소설학회, 2000, 8-9쪽.
또한 논의를 위한 <장풍운전>, <소대성전>, <최현전>의 텍스트는 각각 ‘경판 31장본’, ‘완판 43장
본’, ‘김광순 소장 필사본 상하본’을 참고하기로 한다.
29) 김기동은 <현씨양웅쌍린기>의 서지와 경개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현수문전>과 “전혀 개별의 작품”
이라 두 작품의 관련성을 일축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유형에 따른 서사적 지향의 차이가 크게 작용
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기동(1968),「한국고전소설의 연구2」,『논문집』, 동국대학교, 69-74쪽.
30)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현수문전>의 서사를 ‘영웅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한 전반부와 현수문이 위국
에 정착한 이후의 사건을 다룬 후반부로 구분한 바 있다. 주수민, 전게 논문, 235-240쪽.

- 365 -

인한 부부이별 → ⓕ입공과 가족재회 → ⓖ위왕 봉작과 부귀영화

그리고 위와 서사 단락 가운데는 小田畿五郞의《상서기문》에 제명이 실린 <소대성전>이나
<장풍운전>에서도 발견된다. 그 중 ⓐ는 無子한 현택지와 장씨가 절의 補修를 위해 찾아온
노승에게 시주를 한 후 수문을 낳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소대성전>의
소대성 출생 과정과 흡사하다. 가령, 두 작품에 등장하는 노승은 모두 서역에 있는 퇴락한 절
의 중수를 위해 평소 積善을 일삼던 현택지와 소양을 不遠千里하고 찾아온다. 그리고 현택지
와 소양은 이들에게 수 천 냥을 시주하며 불전에 발원하여 ‘병든 자식’이라도 점지하게 해 달
라 간청한다. 또한 현택지와 소양을 찾아온 화주승들은 모두 부처의 現身으로 그려진다.31)
또한 <현씨양웅>과 관련 있는 ⓒ를 제외한 ⓑ~ⓖ는 <장풍운전>의 서사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32) 가령, 풍운이 모친과 이산하게 되는 과정이나 이통판에게 구제되어 그의 딸 경패와
혼인하고 이별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과거 급제 후 가족과 재회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현수
문전>과 상당히 유사하게 전개된다.
한편, <현수문전>에는 현수문 死後 그의 아들인 현첨의 활약상이 이어지는데, 이와 같이
“부자 兩代의 영웅담을 한 작품에 그리고 있는 것은 大河小說인 世代記小說 이외에는 거의
없는”33) 독특한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또 다른 초기 영웅소설인 <최현
전>에서 발견된다. 또한 두 작품에서 2세대 영웅이라 할 수 있는 현첨과 최흥은 탄생과정이나
유년기의 행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불완전한 영웅의 일생’34)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공통
적이다. 또한 <현수문전>의 가장 큰 서사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왕조교체’ 역시 주원장과
장백의 명나라 창업담을 담은 <장백전>에서 이미 발견된다.35)

3.3. 군담의 확대와 의미 변화36)
<현수문전>은 송조가 겪는 內憂外患의 서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끊이지 않는 변란이 전개

31) ‘계의 나려셔 두어 거름의 문득 간 곳지 업거날 공이 그졔야 부쳐인쥴 알고 계의 나려 공즁을
향야 무슈 례고 당의 드러갈…’(현수문전, 문화관본, 전일-2)
‘흔연니 셤의 나려 두어 거름의 문득 간  업더라 샹셔 그졔야 부쳬인 쥴 알고 게의 나려 공즁을
향야 무슈히 사례고 당의 들어 부인을 향야…’(소대성전-2)
32) <현수문전>의 전반부는 <장풍운전>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정치한 논의 수반 없이 두 작
품의 직접적 영향관계로 논하는 것은 자칫 동일 장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서사적 관습을 확대 해석하
는 오류를 낳을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두 작품의 유사성 역시 초기 영웅소설의 서사적 관습을 수
용한 一例로 보기로 한다.
33) 김광순,「최현젼 권지하니라」,『한국고소설전집』26권, 경인문화사, 1993. 解題 인용. 또한 김기동 역시
부자 양대의 영웅담을 결구해 놓은 작품은 가문소설 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김기동,『한국
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 414쪽.
34) 이지영은 <최현전>에 나타나는 최흥의 삶을 ‘불완전한 영웅의 일생’을 이라 규정하며, 이를 초기 영
웅소설이 장르적 특징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의 흔적으로 이해하였다. 이지영, 전게 논문,
16-17쪽.
35) <장백전>은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창업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따라서 송나라가 망하고
여진이나 원이 건국되는 서사를 담고 있는 <현수문전>과는 상당한 거리를 둔 작가의식을 보인다. 그
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모두 고소설에서 흔치 않는 왕조교체 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서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36) <현수문전>의 군담 가운데 현첨 등장 이후에 전개되는 군담은 ‘3. 위국정착 이후’에 나타나는 군담
과 의미가 유사할 뿐 아니라 현수문 대의 군담만으로도 본고의 논의를 전개하는데 무리가 없으므로
지면관계상 생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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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씨양웅

내우외환

군담 유무

㉮서역․운남이 조공을 폐하고 반심을 품음
㉯서천 일대에서 대적 울니대가 일어남
㉰운남국 목탈아가 반란을 도모함
㉱제남후 조길이 난을 일으킴
1.
유년시절

2.
입공과정

현수문전
3.
위국
정착
이후

서사적 의미

×
○
×
○

수문․경문의 文才 부각
경문․주소저의 관계 개선
경문의 영웅성 부각 外
가문 문제의 국가적 확대

황숙 연평왕의 모반
운남의 중원 침입
㉠운남이 반란 도모

×
○
×

수문부자 이산
수문모자 이산
수문의 영웅성 부각

북토왕의 침입

○

수문의 영웅성 부각

㉡석상왕의 침입

○

수문의 영웅성 부각

서천 백성의 유리 및 모반 진무
㉢제남후 조길의 난

×
○

수문의 영웅성 부각
수문의 영웅성 부각

㉣진번의 침입

○

송조의 위기

㉤송 연합군의 위국 공격

○

송조의 위기

㉥흉노의 침입

○

송조의 위기

㉦여진의 침입, 송조 멸망

○

송조의 멸망

㉧대국(여진)의 위국 공격

○

송조 멸망의 당위

되는 작품이다. 그런데 군담을 수반한 내우외한 가운데에는 <현수문전>의 개별성을 부각하는
사건들이 존재한다. <현씨양웅>과의 비교를 통해 <현수문전>에 나타난 군담의 확대와 그 의미
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은 두 작품에 나타나는 내우외환을 정리한 표이다.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대장편소설인 <현씨양웅>의 내우외환은 모두 4건이며, 그 중
군담이 전개되며 제법 서사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와 ㉱이다.37) 그런데 두 사건은 각각
‘주소저와 경문의 관계 개선의 계기’ 및 ‘수문에 대한 형아의 복수’를 보여주는 사건들로 실상
송조의 위기와는 관련이 없다.38)
한편, <현씨양웅>에 비해 <현수문전>의 내우외환은 상당히 빈번39)하게 발생하는데, 그 가운
데 ‘1.유년시절’과 ‘2.입공과정’의 사건들은 영웅의 일대기를 실현하기 위한 ‘초분 고생’이나
‘영웅성을 부각’을 위한 계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수문이 출장한 입상한 이후에도
‘3.위국 정착 이후’의 사건들과 같이 군담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군담
은 영웅성 부각을 위한 흥미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은 수문의 부재를
틈탄 진번이 중원을 침입한 사건으로 수문 한 사람의 영웅성에 기대어 지탱되고 있는 송조의
나약함을 보여준다.40) 또한 천자가 승하한 후 신천자가 수문을 공격한 사건인 ㉤은 결과적으
로 수문이 신천자에게 등을 돌리게 하여, 이후 ㉥과 ㉦을 통해 송조가 멸망하는 계기가 된다.
37) ㉮와 ㉰는 각각 수문과 경문의 영웅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간단한 서술로만 언급되어 있다.
38) 주소저에 대한 경문의 부당한 대우로 시작된 이들 부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소저는 월청
에게 납치되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일광대사에게 구제되어 그 문하에서 수학하며 운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이후 일광대사는 주소저에게 경문을 도와 울지대의 난을 진압하게 하는데, 이 사
건은 경문과 주소저의 관계는 개선되는 계기가 된다.
39) 전형적인 군담소설이라 할 수 있는 <유충렬전>이나 <조웅전>에서도 이와 같이 빈번하게 군담이 발
생하지 않으며, 더욱이 필자가 우문한 탓인지 <현수문전>에서와 같이 주인공이 출장입상한 이후에 반
복적으로 군담이 전개되는 작품은 드문 것으로 생각된다.
40) ‘왕(필자주해:진왕)이 쇼왈  어이 실이 업리오마 죠졍의 알을 들으니 현슈문이  유여고
쟝냑이 겸비여 당셰의 두 리 업니 허슈이 긔병 다가 셔번의 뒤흘 죠찰가 나이다’(현수
문전, 권3-4)
위의 예문은 송나라를 칠 것을 종용하는 녹양춘에게 진왕이 수문을 이유로 기병을 망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결국 녹양춘은 송에 대한 공격을 망설이는 진왕에게 위국과 황성의 물리적 거리
를 들어 황성을 쳐도 수문이 빨리 달려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로 진왕을 설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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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송실이 망한 후 위왕이 대국(여진)에게 조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발생한 ㉧은 송
조의 멸망과 여진의 창업이 결국은 ‘天命’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41)
이와 같이 <현수문전>은 군담의 확장을 통하여 왕조교체의 당위성을 표출한다. 이는 작품의
주제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현씨양웅> 뿐 아니라 다른 영웅소설과도 구별되는 <현수문전>의
독특한 면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을 대신하여 - <현수문전>의 소설사적 위상
생략.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41) 수문은 위국을 공격한 대국과의 전투에서 신비호와 여진왕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여진왕의 얼굴에서
천자의 기상을 발견하고 이들을 방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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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2분과)-4 토론]

‘<현수문전>의 창작 방식 연구’의 토론
송하나(경희대)

주수민 선생님의 ‘<현수문전>의 창작 방식 연구’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본 발표는
그간의 <현수문전>의 연구가 이본 검토와 작가의 고찰의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지적하면
서 선행연구들과 관심의 방향을 달리 하여 대장편소설의 영웅소설화의 한 가지 예로써 <현수
문전>의 창작 방식을 논의하셨습니다. 특히 <현수문전>의 창작 연원으로 추정되는 대장편소설
<현씨양웅쌍린기>와 인문과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성의 검토하고, <현수문전>의 유형 변환 양
상이라 할 수 있는 ‘중심인물의 단일화’, ‘초기 영웅소설의 서사 수용’ 그리고 ‘군담의 확대와
의미 변화’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현수문전>의 개별성을 찾고자 한 점은 고소설 창작 방식 연
구의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시도였다 생각됩니다. 부족하지만 글을 읽으면서 들게 된 몇 가지
궁금증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토론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Ⅱ.<현수문전>과 <현씨양웅쌍린기>의 관련성 검토(각주11)
김종철은 <현수문전> 연구에서 <현씨양웅쌍린기>와의 관계 고찰이 “대하장편소설과 단편의
영웅소설의 상관관계 및 그 차이점을 논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말하기도 했다고
하며 <현수문전>과 <현씨양웅쌍린기>의 관련성은 인정되나 두 작품은 작가의식의 측면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두 작품의 작가의식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설
명 부탁드립니다.
2. Ⅲ.<현수문전>의 유형 변환 양상과 개별성(3.1)
<현수문전>의 운혜와 <현씨양웅쌍린기>의 주소저가 각각 방씨와 월청·형아의 화를 피해 불
가피하게 집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스스로를 ‘운유자’로 칭하는 부분입니다. 주소저가 스스로
에게 붙인 ‘운유자’라는 별칭은 가족에게 조차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처지와 심리를 잘
반영한 반면, 운혜에게 ‘운유자’라는 이름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현수문전>이 <현씨양웅쌍린기>의 주인공인 주소저와 윤소저를 운혜로 단일화하려고 했다면
<현씨양웅쌍린기>처럼 ‘운유자’자가 수많은 사람에게 회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3. Ⅲ.<현수문전>의 유형 변환 양상과 개별성(3.2)
그동안 <현수문전>과 <현씨양웅쌍린기>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것은 상이
한 서사적 지향, 즉 서로 다른 유형에서 오는 서사적 이질감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
다. 이어서 달리 말하면, <현씨양웅쌍린기>와 구별되는 <현수문전>의 개별성은 무엇보다 영웅
소설로의 유형 변환을 통해 획득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발표자의 말처럼 서로 다른 유형에서 오는 이질감때문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설명하
기에는 다소 부족한 듯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같다는 것을 제외하고 <현수문전>과 <현씨양
웅쌍린기>의 관련성을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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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2 두 작품의 사건 비교를 보면 <현수문전>과 <현씨양웅쌍린기>에서 유사성이 발견
되는 사건은 4건에 불과합니다. 그 4건 중에서도 사건 ②와 ④는 그 전개가 짧고, 사건②의
ⓗ,ⓘ와 ③의 ⓑ,ⓓ는 <현씨양웅쌍린기>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2가지씩 4가지 사
건이 다르다는 것은 두 작품의 관련성을 논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3.1
중심인물의 단일화를 보면 <현수문전>이 현수문의 주인공으로 한 일인 중심의 소설임에 반해
<현씨양웅쌍린기>는 수문·경문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라는 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으로 3.3 군담의 확대와 의미 변화 중 두 작품에 나타나는 내우외환을 정리한 표를 보면 <현
수문전>은 수문의 영웅성을 부각한 영웅소설이고 <현씨양웅쌍린기>는 형제의 관계개선과 가
문 문제를 다룬 가문소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김기동은 <현씨양웅쌍린기>가 주인공의 이름만 같을 뿐 <현수문전>과 “전혀 별개의
작품”이라 두 작품의 관련성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현수문전>이 대장편소설에서 영웅소설로
의 유형변환에서 개별성을 확보했다기 보다 두 작품 사이의 차이점으로 개별성이 나타는 것은
아닌지요?
4. Ⅲ.<현수문전>의 유형 변환 양상과 개별성(3.3)
<현수문전>은 군담의 확장을 통해 왕조교체의 당위성을 표출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수문전>
은 활자본과 필사본 외에 방각본이 있는 작품으로 방각본은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되었다는
점에서 대중소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2008:89)은 대중 소설은 상업성을 목적으로 출
판된 것이므로 독자들의 성향을 적극 고려하며 <현수문전>이 대중 소설로서 독자들에게 인정
을 받아 활자본으로 다시 출판된 작품이라고 한바 있습니다.

19세기 조선사회는 세도 정치의

폐단으로 왕조의 교체(『정감록』)의 소문이 돌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책의 독
자인 백성들이 원하는 덕망 있는 군주가 <현수문전>에 반영된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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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2분과)-5]

중국 고대사에 나타난 리더십 연구
김송죽(대림대)

발표문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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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2분과)-5 토론]

‘중국 고대사에 나타난 리더십 연구’의 토론
서한용(한국외대)

토론문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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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2분과)-6]

동시화의 성격과 의미
-시화 속에 등장하는 어린이들의 형상과 문학관허원기(건국대)

발표문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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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2분과)-6 토론]

‘동시화의 성격과 의미’의 토론
양진조(국립문화재연구소)

토론문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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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2분과)-7]

先秦儒家의 五等喪服禮制
공병석(계명대)

Ⅰ. 머리말
상복예제(喪服禮制)는 망자의 시신을 매장한 후 망자에 대한 애도와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 생겨난 예속이다. 따라서 친족 간의 공통된 감정을 응집, 결속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
에 상복예제에는 특별한 인문적 의의를 포함하고 있다.
선진유가의 상복제도는 상중(喪中) 옷차림에 대한 매우 정밀한 제도로서 대략 서주(西周)
시기부터 시작되어 점진적인 보완과 수정을 통해 대체적인 완성 시기는 춘추(春秋) 혹은 전
국(戰國)시기로 추정된다. 이 제도의 기획과 보급은 당초 봉건제도와 종법(宗法)제도와의 상
호작용을 통해 정치적인 혁신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정신적 측면으로는 인문의식
에 대한 각성과 친친(親親)사상의 확장이며 그 효과는 친족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사회의
기초와 구조를 공고히 하는데 있었다.1)
완전한 가족이란 사실 그 구성원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공동생활상 감정의 깊이와
혈연관계의 원근(遠近), 친소(親疏)를 따라 기준으로 삼는데, 친족관계는 대체로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상복제도 역시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데 이를 「오복(五服)」이라 부른
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최(斬衰)·자최(齊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緦麻)의 다섯 등급
이다. 이 다섯 등급은 복식이 각각 다를 뿐 아니라 상기(喪期) 또한 다르다. 일반적으로 복
제(服制)가 무거울(重)수록 복식도 거칠고 조악(粗惡)하며 상기도 길다. 반대로 복제가 가벼
울(輕)수록 복식이 간략하며 정교하고 상기는 짧다.
고대 상복 예제는 복식과 상기에 대해 모두 명확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였다. 따라서 필자
는 이하 상복의 다섯 가지 등급예제를 분별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오등상복예제(五等喪服禮制)
1. 참최복(斬衰服)
참최복은 오등 상복예제 중 가장 무거운 복제이다. 복상(服喪)기간은 3년이며 상복의 대
상은 당연히 관계가 가장 깊고 가까운 존자(尊者)이다. 예제규정에 따르면 아들(繼子를 포
함), 딸(미출가자 이거나, 이미 출가하였으나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자, 즉 이혼한 딸 )은 부
친을 위해, 처, 첩은 남편을 위해, 아버지는 장자를 위해 모두 참최 3년이다. 그 외에 신하는
군왕을 위해서도 참최 3년을 한다. 2) 『의례⦁상복』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 周何, 『古禮今談』, 臺灣, 萬卷樓, 1992년, 129~130쪽.
2)『儀禮·喪服』, 『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346~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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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단을 꿰매지 않은 상의(衰)와 하의(裳)를 입고 검은 빛의 암마로 만든 수질
(首絰)과 요질(腰絰)을 두르
고, 검은 빛의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검은 빛의 암마
를 꼬아서 만든 허리띠(绞帶)를 차고, 숫마로 만든 끈
을 단 관(冠绳缨)을 쓰고,
엄짚신(菅履)을 싣는다.
(斩衰裳，苴绖，杖，绞带，冠绳缨，菅履.)
정현(鄭玄)은 이를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무릇 상복은 상의를 최(衰)라 하고 하의를 상(裳)이라 한다. 마를 머리에 두르거나
허리에 두르거나 모두
질이라고 한다.······수질은 치포관의 규항을 본떴고, 요질
은 대대를 본떴으며, 또 효대가 있는데 혁대를
본뜬 것이다.
(凡服，上曰衰，下曰裳. 麻在首，在要(腰)，皆曰绖.······, 首绖象緇布冠之缺项，要
绖象大带，又有绞，带象
革带.)3)
「상복전」의 기록에 의하면,
참이란 무엇인가? 옷단을 꿰매지 않은 것이다.
(斩者何？ 不缉也.)4)
이상을 통해보면 이른바「참최」란 거친 베로 만들어 옷단을 꿰매지 않는 것 때문에 참최
라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참최복은 입는 사람의 성별과 신분의 차이에 따라 3가지 다른 복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남자 참최복
참최상(斩衰裳) : 참최의 「참(斬)」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천을 마름질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마름질하다(裁割) 하지 않고 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문자의 의미처럼 자식
으로서 마음이 베이고 자르는 뜻한 아프고 괴로운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5) 또 다른 의미는
불집(不緝) 즉 상복의 아랫단을 꿰매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최(衰)·적(適)·부판(負版)·대하
(帶下)·상하(裳下) 다섯 부분을 꿰매지 않는 것이다.6) 상복의 아랫단을 꿰매지 않는 것은 참
최복이 자최(齊衰) 이하의 상복과 구별되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의례·상복』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 남성의 참최복은 의(衣)와 상(裳), 관(冠)을 제외하
고 요질(腰絰, 요대(腰帶)), 수질(首絰, 관대(冠帶)), 저구(苴屨, 대마의 암그루로 만든 짚신),
저장(苴杖, 검은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 그리고 관영(冠纓) 등을 착용한다. 상복의 상의는
최(衰, 광의의 최)7) 라고 하며 평소에 입는 길복(吉服)의 의(衣) 와 구별된다. 상복의 하의
3)『儀禮·喪服』, 鄭玄注,『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338쪽
4) 同前註, 339쪽.
5)「三年之喪如斬, 期之喪如剡.」,『禮記․雜記下』,『十三經注疏』, 藝文印書館, 1985년, 740쪽.
6)「斬者何? 不緝也.」,『儀禮·喪服·傳』,『十三經注疏』, 藝文印書館, 1985년, 339쪽.
7) 상복의 최는 협의와 광의의 두 가지 모양이 있다. 「상복」편의 첫 머리에 「참최상」의 정현 주에 「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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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늘날의 치마와 비슷하여 상(裳) 이라고 부르며 길복의 하의와 같은 명칭이다.
참최상은 삼승(三升, 240올)의 굵은 삼베를 잘라서 최상(衰裳)을 만들고 옷의 아랫단에 자
른 흔적을 남기고 꿰매지 않는다. 이 두 가지 특징은 모두 상복의 복식은 거칠고 가공하지
않은 원시적인 것을 중복(重服, 대공 이상의 상복)의 원칙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상최
(上衰)의 아랫단을 밖으로 한 치 정도 접고 하상(下裳)의 아랫단을 안으로 한 치 정도 접는
다. 흉복(凶服)이기 때문에 장식은 적고 하상부분의 벽적(襞積, 주름)은 각 양쪽에 만 있으
며 상의에 최포(衰布, 좁은 의미의 최)와 부(負)·적(適) 세 가지를 덧댄다. 이 세 가지는 자
식이 부모를 위한 상복의 특별한 복식이며 중복(重服)의 주요한 상징중 하나이다.
저질(苴絰) : 암그루의 삼으로 띠를 만든 것이다. 그 형상이 추하고 거칠며 마치 저(苴)와
같다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저질은 수질(首絰)과 요질(腰絰) 두 가지가 있다. 「간전」에 이
를 잘 설명하고 있다.
참최는 어찌하여 암삼의 베로 만든 복을 입는가? 암삼은 색이 검고 모양이 나쁜
것이다. 안에서 일어나는
지극한 슬픔을 밖으로 나타내 보이려는 까닭이다. 참최
를 당한 사람의 용모는 암삼과 같고, 재최를 당한
사람의 용모는 숫삼(모시풀)과
같고, 대공을 당한 사람의 용모는 풀죽어 있는 것과 같고, 소공과 시마를 당
한
사람의 용모는 평상시의 용모라 하더라도 괜찮다. 이것은 슬픔이 얼굴과 몸에 나타나는 것
이다.
(斬衰何以復苴? 苴, 惡貌也, 所以首其內而見諸外也. 斬衰貌若苴, 齊衰貌若枲, 大功
貌若止, 小功·緦麻容貌可
也. 此哀之發於容體者也.『禮記·間傳』)
관계가 가까울수록 상복은 더 중하고 상복이 중할수록 그 형상은 더욱 추하고 거칠다. 참최
에 저질(苴絰)을 사용하는 주장은 아마 「哀之發於容體者也」란 관념에 근거를 둔 듯하다.
「간전」에서 언급한 「斬衰貌若苴」는 효자의 내면적인 충실한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외에 정현은 다음과 같이 여겼다.
마는 머리와 허리에 두르는데 모두 질이라고 한다. 질이라는 글자는 진실하다는
뜻으로 효자에게 진실한
마음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이 복을 제정한 것이다.
수질은 치포관의 규항을 본떴고, 요질은 대대를 본
떴으며, 또 효대가 있는데 이
는 혁대를 본뜬 것이다.
(麻在首·在要(腰)皆曰絰, 絰之言實也. 明孝子有忠實之心, 故爲制此服焉. 首絰象緇布
冠之缺項, 要絰象大帶.『儀禮·喪服』)8)
남자는 머리 부분을 중시하고 여자는 허리 부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장 거칠고 무거운 마
로 수질과 요질을 만들어 효자의 내면적인 애통한 감정을 상징하였다. 또한 「저(苴)」가 이
服，上曰衰，下曰裳」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최가 上衣의 또 다른 명칭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는 광의
적인 「최」이다. 또한 「상복·기」에서 「衰, 長六寸, 博四寸.」라고 하였는데, 정현은 「廣袤當心也. 前有
衰, 後有負版, 左右有辟領, 孝子之心, 無所不在.」라고 주석하였다. 이러한 「최」는 길이 6치, 넓이 4치
인의 마로써 상의의 가슴 한복판에 덧대고 「부」와 「적」을 각각 따로 옷에 덧대는 것은 상징적인 의
미를 가지는데 이것이 바로 좁은 의미의 「최」이다. 章景明,『先秦喪服制度考』, 臺灣, 中華書局, 1986
년, 194쪽.
8) 『儀禮·喪服』, 鄭玄注,『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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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상징적인 기능을 가진 이유는 「저」의 색깔이 매우 어두운 데에 있다.「상복·전」에
의하면,
저질이란 마에 씨가 있는 것이다.
(苴絰者, 麻之有蕡者也.)
또한 『의례정주구독』에 따르면,
분은 마의 씨앗이다. 마에 씨가 있는 것은 그 색깔이 거칠고 조악하다.
(蕡, 麻子，麻之有子者，质色粗恶.)9)
「저」란 이미 열매를 맺은 마를 일컫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현이 「绖之言实
也」라고 말 한 것이다. 더욱이 마는 시간이 오래 지난 후 비로소 씨를 맺는다. 일단 씨가
맺어지면 그 색깔은 검어진다. 이것은 마침 부모를 잃은 자식의 마음이 너무도 애통해하여
어두워진 안색과 심정을 상징하여 취한 것이다.
장(杖) : 장은 사실 복식에 속하지 않지만 상복에 있어서 복식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상복등급을 표현하는 주된 외형적인 상징으로서 사실상 상복 복식제도의 주요 구성 성분이
다.
「사상례」에 기록된 「삼일 만에 성복하고, 상장을 갖춘다.(三日成服，杖.)」는 내용에
따르면 장은 성복이후에 하는 것이며 소렴(小斂) 때부터 하는 저질과 시간상의 차이가 있다.
장의 재질에 관해서는「문상」,「삼년문」,「상복소기」에 모두 대나무로 저장을 만든다는
기록이 있으며10) 「상복」에 더욱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저장은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이며 삭장은 오동나무로 만든 지팡이이다. 지팡이의
길이는 각각 사람의 가
슴과 나란한데, 저장과 삭장을 짚을 때에는 모두 뿌리부
분이 아래에 있도록 한다. 지팡이를 짚는 것은 무
엇 때문인가? 작위가 있기 때
문이다. 작위가 없는데도 지팡이를 짚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작위가 있는 사
람
의 지팡이를 빌어서 상주가 되기 때문이다. 상주가 되지 않는데도 지팡이를 짚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병을 부지하기 위해서다. 동자는 무엇 때문에 지팡이를 짚지 않는가?
병이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
인은 무엇 때문에 지팡이를 짚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병이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苴杖, 竹也, 削杖, 桐也. 杖各齊其心, 皆下本. 杖者何? 爵也, 無爵而杖者何? 擔主
也. 非主而杖者何? 輔病也.
童子何以不杖? 不能病也. 婦人何以不杖, 亦不能病也.
『儀禮·喪服·傳』)
전(傳)의 기록은 장의 재료와 형태, 그리고 사용자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저장의 외관상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대나무를 원재료로 한다. 대나무의 원래 형태를 그대로 취하
여 깎아 가공하거나 장식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이것은 거친 원형을 그대로 취하는 것
儀禮鄭注句讀』, 臺灣, 學海出版社, 1997년, 468쪽.
「爲父苴杖, 苴杖, 竹也.」『禮記․問喪』, 「斬衰, 苴杖.」,『禮記․三年問』,「苴杖, 竹也 ; 削杖,桐
也.」,『禮記․喪服小記』

9)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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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저장」이라고 칭한다. 둘째, 저장의 길이는 장을 사용하는 사람의 가슴부위와 같게 하
여 슬픔에 지친 몸을 지탱하게 한다. 셋 째, 장을 잡는 방식은 모두 뿌리부분을 아래로 향하
게 하여 잡는다. 이것은 저장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른 죽장과 현저하게 구별되는 부분이
다.
상복의 장은 두 종류가 있다. 참최는 저장을 사용하고 자최는 동장(삭장)을 사용한다. 참
최를 입은 사람 중 미성년자만 장을 사용하지 않는다.11) 그들의 애통함은 병에 이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장으로 「보병(輔病)」을 할 필요가 없다. 자녀가 부친을 위해, 아내가 남편
을 위해, 첩이 군왕을 위해, 부친이 장자를 위해, 제후가 천자를 위해, 신하가 군주를 위해
모두 저장을 짚는다. 혹은「작(爵)」이 있거나,「담주(擔主)」를 하거나,「보병」을 할 경우
에도 저장을 사용한다.
참최는 왜 죽장을 사용하고 자최는 동장(桐杖)을 사용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
이 귀납할 수 있다. 첫째, 음양론으로 보면 대나무는 양이고 오동나무는 음이며 부양모음(父
陽母陰)과 부합된다.『백호통의』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버지의 상에는 대나무를 쓰고 어머니의 상에는 오동나무를 쓰는 것은 무엇 때
문인가? 대나무는 양이며,
오동나무는 음이기 때문이다. 대나무는 어찌하여 양이
되는가? 대나무는 잘라서 사용하니 질박한 것이다.
그러므로 양이 된다. 오동나무
는 깎아 사용하니 인공을 가한 것으로 문식을 낸 것이다. 그러므로 음이 된
다.
(父以竹, 母以桐何? 竹者陽也, 桐者陰也. 竹何以爲陽? 竹斷而用之, 質, 故爲陽. 桐削
而用之, 加人功, 文, 故爲 陰陽12)
대나무는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양이며, 오동나무는 깎아서 가공하기 때문
에 음이다. 양은 음보다 중(重)하기 때문에 죽장이 동장보다 더 중한 의미가 있다. 둘째, 자
연생태적으로 해석 해보면 가공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버지를 위하여 죽장을 잡는 이유는 아버지는 아들의 하늘이니, 대나무의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한다. 대
나무는 둥글기가 하늘과 같고, 안과 밖에 마디가 있어
자식이 아버지를 위하여 내외의 애통함이 있는 것과
같다. 또 대나무는 사계절을
거쳐도 변하지 않으니 자식이 아버지를 위하여 애통해하는 것 역시 계절이 바
뀌
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나무를 사용한다. 어머니를 위하여 동장을 사용하는 것은 동(桐)
은 동(同)의
뜻으로 내심은 아버지를 위할 때와 같기 때문이다.
(爲父所以杖竹者, 父者, 子之天, 竹圓亦象天, 竹又外內有節, 象子爲父亦有外內之痛.
又竹能貫四時而不變, 子 之爲父哀痛, 亦經寒溫而不改, 故用竹也. 爲母杖桐者, 欲取
桐之言同, 內心同之於父.)13)
11)

賈公彦과 孔穎達은『예기』등과 같은 경문에 모두 부인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상복」편에서 말한 「부인」은 미성년 여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예기⦁상대기』
에서 장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자세하다. 「君子之喪, 三日, 子·夫人杖 ; 五日旣殯, 授大夫·世婦杖. 子·
大夫寢門之外杖, 寢門之內輯之 ; 夫人·世婦在其次則杖, 卽位則使人執之. 子有王命則去杖, 國君之命則
輯杖, 聽卜·有事於尸則去杖. 大夫於君所則輯杖, 於大夫所則杖. 大夫之喪, 三日之朝旣殯, 主人·主婦·室
老皆杖. 大夫有君命則去杖, 大夫之命則輯杖. 於君命·夫人之命如大夫, 於大夫·世婦之命如大夫. 子皆杖,
不以卽位. 大夫·士哭殯則杖. 哭柩則輯杖. 棄杖者, 斷而棄之於隱者.」

12)『白虎通疏證·喪服』, 北京, 中華書局, 1997년, 513쪽.
13)『儀禮·喪服』, 賈公彦疏. 『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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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는 사철 푸르다. 마치 효자의 애통함이 일 년 내내 변하지 않는 뜻과 같다. 어머니를
위해 오동나무로 만든 장을 사용하는 이유는 동(桐)의 음이「동(同)」과 같기 때문이다. 자
식이 어머니에 대한 슬픔은 아버지에 대한 슬픔과 같기 때문이다.
효대(絞帶) : 참최에 효대를 사용한다. 「상복」전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효대는 검은 빛의 암마를 꼬아서
(绞带者, 绳带也.)14)

만든 허리띠이다.

또, 정현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효대는 혁띠와 같다.
(绞带, 像革带.)15)

가공언은 소(疏)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효대는 마를 꼬아 줄로 만들고 그것으로
(绞带者, 以绞麻为绳作带, 故云绞带也.)16)

허리띠를 만든다. 그러므로 효대라 한다.

참최의 효대와 요질(腰絰)은 서로 비슷하며 저마(苴麻)로 만들어 같이 허리에 묶고 꾸미지
않는 것은 참최상은 특별히 중한 상복임을 상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승영(冠繩纓): 영은 관끈을 말한다. 참최의 상관(喪冠)은 한 가닥의 숫마 줄로 무(武)와
영(纓)을 만드는데, 자최 이하의 경우에는 한 가닥의 포(布)로 만든다. 길관(吉관)은 영과 무
가 별도의 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양에 꿰매어 붙이지도 않는다. 「잡기상」에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상중에 쓰는 관에는 한 가닥의 관끈을 달아 그것으로써 길과 흉을 구별하며, 3년
상의 연관에도 또한 한
가닥의 관끈을 오른쪽으로 향하게 주름을 접어 꿰매는데
소공이하의 관은 왼쪽으로 한다.
(喪冠條屬, 以別吉凶. 三年之練冠, 亦條屬右縫, 小功以下左.『禮記·雜記上』)
또「상복」전의 기록에 따르면,
관승영은 한 가닥의 줄을 구부려서 관의 테두리를 만들고 아래로 늘어뜨려 끈을
만들어서 관량에 꿰매어
붙이고 관량의 주름은 오른쪽으로 향하게 접어서 꿰맨
다. 상관은 6승의 베로 만드는데, 관량의 양쪽 끝을
바깥쪽으로 내어서 관의 테두
리에 꿰매어 붙이며, 베는 물로 씻고 방망이로 두드려서 부드럽게 하지만 잿
물
로 표백하지는 않는다.
14) 同前注, 339쪽.
15) 同前注
16) 同前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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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冠繩纓, 條屬, 右縫, 冠六升, 外畢, 鍛而勿灰.『儀禮·喪服·傳』)
조(條)는 무(武, 관의 테두리)와 영(纓, 관끈)이 한 가닥의 줄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한
가닥의 줄을 관 앞쪽에서 묶고, 관의 뒤쪽으로 이르게 하여 교차시키고, 양쪽으로 서로 각각
귀에 이르게 하여 관의 테두리에 꿰매고, 각각 턱 아래로 늘어뜨려서 맺는다. 6승의 베로 만
들고 오른쪽으로 향하게 주름을 접어 꿰매는데, 이것은 음(陰)의 의미를 상징한다. 관을 만
드는 베는 물로 씻고 두드려서 부드럽게 하지만 잿물로 씻지 않아서 비교적 정교하고 하얗
다.
관구(菅屨) : 즉 물에 오랫동안 담근 띠풀로 만든 미투리이며 참최복식의 일부분이다.
「상복」전에 따르면,
관구는 띠풀로 엮은 짚신인데, 엮은 나머지 끝 부분은 바깥쪽을 향하게 하여 묶는
다.
(菅屨者, 菅菲也, 外納.『儀禮·喪服·傳』)
상문은 미투리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부분이다.
「관비(菅菲)」에 관해서 가공언은 소(疏)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주공시대에는 구라고 하였고, 자하 시대에는 비라고 하였다.
(周公時謂之屨, 子夏時謂之菲.)17)
상문은,「상복」의 경문이 서주시기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당시에 「구(屨)」라고 하였으며,
춘추전국 시기에 「상복」의 전문(傳文)을 지은 사람이 당시의 명칭에 의거하여 「비(菲)」
로 개칭하였기 때문에 자하가 「간구」를 「간비」라고 해석하였다. 춘추전국시기 신을
「비」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예를 들면 『예기·증자문』에 의하면,
증자가 물었다.「신부가 사당에 뵙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공자가
말씀하였다.「……남편 은 상복은 입어도 상장은 짚지 않으며, 짚신을 신지 않
는다.
(曾子問曰 :「女未廟見而死, 則如之何?」孔子曰 :「……壻不杖·不菲.)
라고 기록되어 있다. 공영달은 이를 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비는 짚신이다.
(菲, 草屨也.)18)
「외납(外納)」은 간구를 만드는 방법상 특징이다. 「의례·기석례」에 따르면,
신발은 엮고 남은 부분을 거두어서 밖으로 묶는다.
『儀 ·喪服』賈公彦疏, 『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341쪽.
·曾子問』孔穎達疏, 『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366쪽.

17)
禮
18)『禮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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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屨, 外納.)
라고 하였다. 「납」을 정현은 주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납은 남은 부분을 거두는 것이다.
(納, 收餘也.) 19)
또 가공언은 소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외납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끝 부분을 거두어서 바깥쪽을 향하게 하여 묶는 것
이니, 조악한 것을 취하
고 문식을 일삼지 않기 때문이다.
(云外納者, 謂收餘末鄕外爲之, 取醜惡不事飾故也.)20)
그리고 장이기(張爾岐)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외납은 신발을 엮는 일을 마치면, 그 나머지 끝부분은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 묶
는다는 것이다.
(外纳, 谓编屨毕, 以其餘头向外结之是也.)21)
이상을 통해보면, 「외납」은 띠풀로 미투리를 만들 때 띠풀의 나머지 끝부분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 묶어서 거칠고 성근 조악한 모습이 되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반
미투리를 만드는 방법과는 상반된다. 이런 제작방법의 목적은 최의(衰衣)의「상의 아랫단을
밖으로 드러내게(外削幅)」하는 목적과 같다. 즉 상복복식은 조악한 가공하지 않는 원시적인
것을 중(重)한 원칙으로 여기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2). 여자의 참최복
여자의 상복복식은 선진시기 경전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
처가 남편을 위해, 첩이 군(남편)을 위해, 딸이 아버지를 위해 베로 만든 머리끈을
하고, 가는 대나무로 비녀를 꽂고, 북상투를 하고, 상복을 입고 3년의 복을 한다.
(妻爲夫, 妾爲君, 女子子在室爲父, 布總·箭笄·髽·衰, 三年.『儀禮·喪服』)
정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처·첩·딸의 상복이 남자와 다름을 서술한 것이다.
(此妻·妾·女子子喪服之異於男子者.)22)
『儀 · 』 注
儀 注
儀 · 』 注

19)
禮 旣夕禮 鄭玄 『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481쪽.
20) 同前注, 賈公彦疏.
21)『 禮鄭 句讀』, 臺灣, 學海出版社, 1997년, 470쪽.
22)『 禮 喪服 鄭玄 『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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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子子在室」이란 아직 시집 못 간 딸 혹은 남편이 죽었거나 이혼을 하여 친정에 돌아
온 딸을 말한다. 이것은 여자가 남편과 아버지를 위해 참최3년의 복을 하는 것을 기술한 것
이다.
여자의 상복 복식은 여러 측면에서 남자와 다르지만 종합해보면 사실 두 가지 차이가 있
다. 첫째, 최복에 차이가있다. 남자의 최와 상은 분리되어 있지만 여자의 최복은 분리되지
않고 상하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따로 하의가 없다. 그래서 최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최
복이라고 부른다. 둘째, 머리의 장식이 다르다. 남자는 관(冠), 무(武), 영(纓)이 있는 반면 여
자는 총(總), 전(箭), 좌(髽)가 있다. 그외 저질(苴絰), 장(杖), 효대(絞帶), 관구(菅屨) 등 옷차
림은 남자와 같다.
포총(布總) : 고대 여자들은 15살에 계례(笄禮)를 행하고 나면 머리에 장식을 할 수 있다.
「내칙」에 따르면 일반 길복의 머리모양을 빗질하는 과정에 따라 대체로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즐(櫛), 머리를 빗질하는 것을 말한다. 둘 째, 종(縱), 즉 견직물로 머리카락을 감
싼다. 셋 째, 계(笄), 즉 비녀를 꽂는다, 넷 째, 총(總), 머리끈이다. 순서에 따르면 빗질을 한
후에 머리카락을 감싸고, 머리카락을 감싼 후에 비녀를 꽂으니, 비녀를 꽂으면 머리카락을
묶는 일(紒)이 완성된다. 이에 머리띠(帕)로 묶은 머리카락을 둘러싸고, 그 끝을 맺어서 아
래로 드리워 휘날리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고대 여자들이 머리를 정리하는 일반적인 과
정23)이며 평상시 길례의 머리모양이다. 그리고 정현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총은 머리카락을 묶는 것이다. 이를 총이라고 한 것은 머리카락의 뿌리를 묶고 나
서 또다시 그 끝을 모아
서 묶기 때문이다.
(总, 束发. 谓之总者, 既束其本, 又总其末.)24)
여자들은 총포로써 머리카락을 묶고 머리카락의 뿌리를 묶고 난후 다시 그 끝을 모아 묶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공영달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총은 누인 비단을 찢어서 만들어 머리카락의 뿌리를 묶고 나머지는 상투 뒤로하여
드리운다. 길례는 비단 으로 총을 만들고 상례는 베로 총을 만든다.
(總者, 裂練繪爲之, 束髮之本, 垂餘髻後 ; 是吉時以繪爲總, 喪則以以布爲總也.)25)
공영달이 기술한 머리를 묶는 방식은 정현이 설명한 내용과 같다. 즉 길복의 총이다. 그러
나 「증자문」에서 신부를 맞이하는 도중에 신랑의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의 상황을 기록하
고 있다.
증자가 물었다.「친영하여 여자가 시집으로 오는 도중에 사위의 부모가 죽으면 어
떻게 합니까?」공자가 말 하였다. 여자가 시집가는 화려한 옷을 포심의로 고쳐
입고 흰 명주 조각으로 머리를 묶고 분상(奔喪)한다.
·內 』,

23)「雞初鳴, 咸盥·潄·櫛·縱·笄·總.」, 『禮記 則 『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517쪽.
24)『 禮 喪服 鄭玄 『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347쪽.
25)『禮記 則
穎達 『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517쪽.

儀 · 』 注
·內 』, 孔 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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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曾子問曰 :「親迎, 女在塗, 而壻之父母死, 如之何?」孔子曰 :「女改服布深衣, 縞總
以趨喪.」『禮記·曾子
問』)
이상에서 집에서 성복할 때 「총」과 상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때문에 머리가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해 가까이 있는 천을 찢어서 머리카락을 묶고 늘어뜨리
게 한다. 거상할 때 소박하고 간결한 처리방식과 같다.
전계(箭笄) : 전계는 길이가 한자 되는 가는 대나무로 만든 것이다. 「전」에서 이미 「전
계는 길이가 1척이며 길계는 1척 2촌 이다.」라고 길과 흉의 차이를 설명하였다.26)
좌(髽): 여자의 상복 중 머리장식의 핵심은 머리카락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좌」는 북상
투로서 곧「노좌(露髽)」를 뜻하는 것으로 이것은 여자의 상복과 길복에서 머리장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여자의 상복 복식은 또한 「좌최(髽衰)」라고 통칭하기도 한다. 정현은 다음
과 같이 말하고 있다.
좌는 묶은 머리카락을 노출시키는 것이니, 남자의 괄발과 같은 것이다. 참최의 괄
발에는 마를 사용하므로, 좌 역시 마를 사용한다. 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에서
앞으로 하여 이마 위에서 교차시키고 다시 뒤로 감아 상투에 묶어 삼두를 착용
한 듯이 한다.
(髽, 露紒也, 猶男子之括髮. 斬衰括髮以麻, 則髽亦用麻也. 蓋以麻自項而前, 交於額
上, 郤繞紒, 如著幓頭焉.)27)
또 「상복소기」에 따르면,
남자가 관을 쓰며 여자는 비녀를 꽂지만, 상을 당하여 남자가 문(免)하면 여자는
북상투를 쪽진다.
(男子冠而婦人笄, 男子免而婦人髽.『禮記·喪服小記』
여자의 좌는 남자의 괄발과 문 3가지의 형상이 서로 비슷하며 모두 삼두를 쓴 모양과 같다.
북상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복하기 전의 북상투이다. 참최의 상에는 마로 북상
투를 만들고, 자최의 상에는 베로 북상투를 만든다. 다른 하나는 성복 후에 하는 북상투로서
정현의 설명과 같다. 북상투의 형태는 다양하여 마좌(麻髽)·포좌(布髽)·노계(露紒)등이 있다.
부인의 마좌는 남자의 괄발에 해당된다. 남자가 어머니를 위해 문(免)을 할 때에 부인은 포
좌를 사용하고, 또 성복한 후에는 노계의 좌를 한다하여 북상투에 3가지 형태가 있다. 정확
하게 말하면 두 가지 북상투인데, 첫째는 참최의 마좌이고, 둘째는 자최의 포좌이다. 이두가
지는 모두 노계라고 한다.28) 사실 여자의 북상투는 슬퍼 꾸밀 마음이 없는 것을 상징한다.
최(衰) : 여자의 최복은 「상복」경문에 단지 「최」 한 글자만 존재한다. 기문(記文)과
「 长尺, 吉 尺二寸.」, 『儀 ·
儀 · 』 注

』『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348쪽.

26) 箭笄
笄
禮 喪服
27)『 禮 喪服 鄭玄 『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347쪽.
28)『儀禮正義·喪服』, 上海, 江蘇古籍出版社, 1993년, 1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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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傳文)에서도 모두 여자의 상복양식을 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현은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하고 있다.
무릇 의복에는 상의를 최라하고 하의를 상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단지 최만을 말
하고 상을 말하지 않은 것 은 부인의 경우에는 상을 달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
의는 남자의 최와 같고 하의는 심의와 같이 한다. 심 의는 상의에 띠가 없고, 하
의에는 또 옷깃이 없다.
(凡服上曰衰, 下曰裳. 此但言衰, 不言裳, 婦人不殊裳. 衰如男子衰, 下如深衣 ; 深衣
則衰無帶, 下又無衽.)29)
이상을 종합해 보면 여자 최복의 특징은 첫째, 여자의 상은 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
이란 명칭이 없고 「최」 혹은 「최복」이라고 총칭한다. 둘째, 여자 최복의 상의는 남자의
최의와 같기 때문에 경전에서 남자의 최의 특징에 관한 기술은 여자 최복과도 같다. 셋째,
여자 최복의 아랫부분은 심의(深衣)와 비슷하다. 그러나 재료는 상의와 같이 마로 만들고 아
랫단을 꿰매지 않는다. 넷 째, 여자 최복은 띠와 옷섶이 없다. 여자의 최복은 상하의가 하나
로 연결되어 있어서 허리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의대 아래의 허리를 가릴 필요가
없다. 남자의 상은 앞의 폭과 뒤의 폭이 분리되어 있어 양쪽 다리 외측에 속바지가 드러나
기 쉽기 때문에 상의 양측이 반드시 옷섶으로 가려야 한다. 그러나 여자 최복의 아랫부분은
심의와 같이 통 모양으로 되어 있고 전후가 봉합되어 있어 노출 되는 곳이 없다. 따라서 옷
섶으로 다리 양측을 가릴 필요가 없다.
3). 신하가 군주를 위해 입는 참최복
등급이 다른 군주는 세력과 지위의 우월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신이 군주를 위해
참최복을 입는 것은 동일하지만 복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
천자와 제후의 중신들의 참최복제는 일반 남자의 참최복과 다소 차이가 있다. 가공언은
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신들의 포대와 승구 두 가지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장, 관, 질은 참최복과 같고,
포대는 자최복의 띠와 같고, 짚신은 대공의 신과 같다.
(除其衆臣布帶繩屨二事, 其餘杖冠絰則如常也. 其布帶則與齊衰同, 其繩屨則與大功等
也.)30)
그러나 「상복」에 따르면,
공, 경, 대부의 중신들은 그들의 군을 위해 포대를 차고 마근으로 엮어 만든 짚신
儀禮·喪服』鄭玄注『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347쪽.
儀禮·喪服』賈公彦疏『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349쪽.

29)『
30)『

- 385 -

을 신는다.
(公士大夫之衆臣, 爲其君布帶繩屨.)31)
또한 정현은,
사는 경사이다. 공, 경, 대부는 천자, 제후에게 눌리기 때문에 그 중신들은 베로 만
든 허리띠를 차고 짚신 을 신는 것으로 낮추지만, 귀신(貴臣)의 경우 정의(情意)
를 다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정복을 빼앗지 않는 다.
(士, 卿士也, 公卿大夫厭於天子諸侯, 故降其衆臣布帶繩屨. 貴臣得伸, 不奪其正.)
공, 경, 대부의 지위는 천자와 제후의 아래이다. 따라서 중신들 간에 군신지칭은 있지만, 천
자·제후와 중신들과의 관계를 비교하면 안 된다.
군주에 대한 복은 아버지에 대한 복과는 성격이 다르다. 자식이 아버지에 대해 하는 복은
혈연을 매개로 한 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군주에 대한 복은 주체와 대상 간에 인위적으로
발생한 정치적 상하관계에 따른 것이다. 정치적 상하관계는 인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다
만 이때 정의(正義)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제한은 있다. 정치적 상하관계의 극점에 있는
천자와 제후를 포함한 군주에 대하여 「상복」편은 아버지와 동일한 참최의 복을 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시대마다 달라진다.
공, 사, 대부는 천자와 제후의 신하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신하를 거느린다. 공, 사, 대부
의 신하들은 직접적으로 천자·제후와 군신관계로 맺어진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군주를
통해 간접적인 군신관계에 놓여 있다. 그 때문에 천자·제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
다.32)
2. 자최복(齊衰服)
자최복의 복제는 오복 중 참최복 다음으로 무거운 상복이다. 자최복 이하의 복식은 참최
복을 기준으로 하자면 재료와 제작 방법 면에서 점점 정교해진다. 다시 말해 상복 등급이
낮을수록, 즉 친족관계가 소원(疏遠)해 질수록 복식은 더 정교해지고 일상의 옷차림에 가까
워지며 인위적인 가공 흔적이 가해진다.
자최복과 참최복의 차이는 최상(衰裳)의 아랫단을 꿰맺는가에 있다.33) 참최복은 천을 잘라
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랫단을 꿰매지 않는다. 따라서 「참최」라고 부른다. 자최는 최상
의 아랫단을 모두 꿰매었기 때문에 「자최」라는 명칭을 얻었으며 참최처럼 간결하고 조악
(粗惡)하지는 않다.
자최복은 복하는 기간과 복제에 따라 자최삼년, 자최장기, 자최부장기, 자최3월 등 4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자최복식 중 각 등급 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31) 同前注.
32) 김동천, 장동우 공저, 『중국고대 상복의 제도와 이념』, 동과서, 2007년, 38쪽.
33) 「齊者, 何也? 緝也.」, 『 禮 喪服
『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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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최삼년(齊衰三年)
자최상은 또한 소최상(疏衰喪)이라고 칭하니, 곧 조최상(粗衰喪)이다. 『예기·간전』에 다
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자최는 4승·5승·6승의 베로만들고, ……어머니를 위한 소최에는 4승으로 만든다.
(齊衰四升·五升·六升 …… 爲母疏衰四升.)
「기」에 따르면,
자최는 4승의 베로 만든 상복인데, 그 관은 7승의 베로 만든 것을 쓴다.
(齊衰四升, 其冠七升.『儀禮·喪服記』)
자최상은 4승, 5승, 6승의 베로 만들며 모양이 참최상과 기본적으로 같다. 단지 소최상의 봉
제(縫製)가 참최상보다 더 정교할 뿐이다. 즉 상복의 아랫단을 꿰매었기 때문에 얻어진 명칭
이다.
또 「상복」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랫단을 꿰맨 거친 베로 만든 상의와 하의를 입고, 숫마로 만든 수질과 요질을
두르고, 베로 만든 끈을
단 관을 쓰고, 오동나무 지팡이를 짚고, 베로 만든 허리
띠를 차고, 거친 짚신을 신고 삼년의 복을 한다.
(疏衰裳, 齊, 牡麻絰, 冠布纓, 削杖, 布帶, 疏屨, 三年者.『儀禮·喪服』)
「전」에 따르면,
자란 무엇인가? 꿰맨다는 뜻이다. 모마는 숫마이다. 모마로 만든 수질은 마의 뿌리
부분을 오른쪽으로 귀 의 옆에 놓고, 마의 뿌리 부분을 마의 끝부분의 위에 놓고
서 묶는다. 관은 거칠게나마 인공을 가한 대공포 로 만든다. 소구는 누런 띠풀로
만든 짚신이다.
(齊者何? 緝也. 牡麻者, 枲麻也. 牡麻絰, 右本在上. 冠者, 沽功也. 疏屨者, 藨蒯之菲
也.『儀禮·喪服·傳』)
자최삼년은 참최 다음가는 간결하고 거친 조악한 상복이다. 모양이 참최와 약간 다르지만
상기는 참최와 동일하다. 자최삼년의 복을 하는 경우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계모가 돌아가신 경우, 자모(慈母)가 돌아가신 경우, 어머니가 장자를 위해
복을 하는 경우이다. 이 중 3가지는 모두 어머니를 위한 복으로써 모자간의 깊은 정과 관련
되어 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은혜는 비록 같지만, 유가의「家無二尊」관념에 따르면
어머니를 위해서는 자최3년의 복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복상규정이 아버지를 위해 참최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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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과 상응되는 부분이다.
모마질(牡麻絰) : 「상복」전에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모마는 숫마이다. 모마로 만든 수질은 마의 뿌리 부분을 오른쪽으로 귀의 옆에 놓
는다.
(牡麻者, 枲麻也. 牡麻絰右本在上.『儀禮·喪服·傳』)
마의 숫그루는 꽃만 피고 열매를 맺지 않는 마이다. 색깔이 그다지 조악하지가 않다. 저마
(菹麻)에 비해 좋은 색깔34)이기 때문에 수질, 요질을 만드는 데에 사용한다. 어머니는 음
(陰)이기 때문에 끝이 밖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수질을 매는 방법은 관의 오른쪽부터 시작하
며 끝부분에서 매는 것이다. 요질도 이와 같다.
관포영(冠布纓) : 모양은 참최관과 같다. 참최는 마 노끈으로 갓끈을 하는 것과는 달리 베
로 갓끈을 만들기 때문에 「관포영」이라고 칭한다.
삭장(削杖) : 오동나무의 가지와 잎을 깎는 것을 말한다. 삭장에 대한 해석은 「문상」에
기재되어 있다.
어머니를 위하여 삭장을 하니, 삭장은 오동나무이다.
(为母削杖, 削杖, 桐也.)35)
동(桐)자의 상징의미는 매우 풍부하다. 그 외형특징으로서 자최삭장의 높이, 손으로 잡는 방
식은 참최저장과 같지만 양자의 차이는 2가지가 있다. 첫 째, 저장은 대나무로 만드나, 삭장
은 오동나무로 만들어서 그음을 「동]으로 취하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아버지를 잃은 슬
픔과 동일한 것을 표현하였다. 둘째, 제작하는 방법으로 봤을 때 저장은 대나무의 천연적인
외형을 그대로 사용하고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않는 반면에 삭장은 반드시 깎고 가공해야 한
다.36)
포대(布帶) : 어머니의 상례에 베로 띠를 만들며 모양은 혁띠와 비슷하다. 자최포대의 기
능은 참최효대와 같으며 양자의 주된 차이는, 참최효대는 먼저 저마와 산개한 마를 묶어 합
쳐서 만들고 다시 삼노끈을 만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효대라고 부르고 승대(繩帶)라고 부
르기도 한다. 자최포대는 수그루의 마로 만들기 때문에 포대라고 부른다.
소구(疏屨): 소구는 즉 조구(粗屨)이다. 표초, 황모 등의 줄기로 엮은 짚신이다. 『좌전·성
공구년』조에 『시』를 인용한곳을 보면,
비록 삼의 끈이 있다하더라도 띠를 버리지 말지어다.
(雖有絲麻, 無棄菅蒯.)37)
34)「雄者为枲麻, 牡麻, 雌者为苴麻, 苧麻.」, 『본초강목』 권 23.
35) 禮
喪
穎達

『 記·問 』孔 疏『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947쪽.
36)「削杖, 桐也, 言爲母屈於父, 不同自然苴惡之色也, 故用削杖. 其杖雖削, 情同於父, 故云「削杖, 桐
也.」桐爲是同父之義, 故不用餘木也. 或解云「竹節在外, 外陽之象, 故爲父矣 ; 桐節在內, 內陰之類也,
故爲母也.」,『禮記·問喪』孔穎達疏『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948쪽.
37)『左傳·成公九年』,『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4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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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례정의·상복』에서는 학경(郝敬)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초와 황모는 모두 풀인데 골풀 보다는 가늘다.
(藨·蒯, 皆草, 而較細於菅.)38)
골풀은 표초와 황모보다 거칠기 때문에 참최복에 사용하고, 표초와 황모는 골풀 보다 부드
럽기 때문에 자최복에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야생초목들도 거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둔
것을 보면 고인들은 상복제도에 등급을 따로 분류하여 인간의 감성에 최선을 다한 것을 알
수 있다.
2). 자최장기(齊衰杖期)
「상복」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랫단을 꿰맨 거친 베로 만든 상의와 하의를 입고, 숫마로 만든 수질과 요질을
두르고, 베로 만든 허리띠
를 차고, 거친 짚신을 신고 기년의 복을 한다.
(疏衰裳, 齊, 牡麻絰·冠布纓, 削杖, 布帶, 疏屨, 期者.『儀禮·喪服』)
상문에 근거해 보면 자최삼년의 상복과 완전히 같으며 단지 삼 년과 일 년의 차이만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자최장기는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이혼한 아내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아내를 위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모가 재혼하여 계모를 따라 갔다면 그녀를 위해
복을 하는 경우이다.
3). 자최부장기(齊衰不杖期)
「상복」의 기록에 의하면,
지팡이를 짚지 않고 마로 짠 짚신을 신고 기년의 복을 한다.
(不杖, 麻屦者.『儀禮·喪服』)
정현은 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또한 자최인데, 위의 자최장기의 경우와는 다른 점을 말한 것이다.
(此亦齊衰, 言其異於上.) 39)
자최장기와 자최부장기의 상기는 똑같이 일 년이다. 주된 차이는 「장」과 「부장」이다.
그 다음은 간구와 소구를 대신하여 마구를 신는 것이다. 부장과 마구 두 가지 차이점을 제
38)『儀禮正義·喪服』, 上海, 江蘇古籍出版社, 1993년, 1384쪽.
39)『 禮 喪服 鄭玄 『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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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면 최상·모마질·관포영·포대 등은 모두 자최장기와 동일하다.
장의 주된 기능은 몸을 지탱하는 것이다. 몸을 장으로 지탱하는 이유는 노인을 부축하고
환자를 부축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작위(爵位)가 있는 자, 상주, 환자들은 모두 장을 사용
할 수 있다. 환자를 부축한다는 것은 병이 들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경우와 친인의 사
망으로 체력이 허약 해졌을 경우이다. 이 두 경우는 모두 지팡이로 지탱해야 한다. 상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작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주도 단 한 사람이며 더욱이 복상하는
사람마다 애통함이 지극하여 마시고 먹지도 못하며 정신이 혼미하고 체력 역시 허약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팡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수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년(期
年)의 기준 상기는 자최부장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팡이는 윗부분이 굵고 아랫부분이 가늘다. 그러나 상례에 사용하
는 장은 거꾸로 해야 한다. 즉 윗부분이 가늘고 아랫부분이 굵다. 이것은 바로 예속중의 길
과 흉의 경계가 분명 해야 하며 절대로 혼용되면 않되는 관념이다. 상고시기 친인의 사망
으로 인해 몸이 허약해져 장으로 몸을 지탱해야하는 경우 주변에 있는 것을 아무거나 쥐어
서 장으로 대신 사용했을 것이다. 이후 길과 흉을 구별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거꾸로 사
용하게 되었으며, 길이를 제한하고 밑단을 평평하게 정돈하는 것은 모두 후대의 일인 것이
다. 아버지를 위해서 대나무 지팡이를 사용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오동나무 지팡이를 사용하
는 것도 후대에 생겨난 예속이다.
자최부장기는 조부모, 세부모(世父母), 숙부모를 위해, 대부의 적자가 아내를 위해, 곤제
(昆弟)와 중자(衆子)를 위해, 곤제의 자식을 위해, 대부의 서자가 적곤제를 위해, 적손을 위
해, 양자로 간 사람이 친부모를 위해, 시집간 여자가 친부모와 아버지의 후계자가 된 곤제를
위해, 함께 살던 계부를 위해, 시집간 고모·자매·딸에게 상주가 없을 경우, 며느리가 시부모
를 위해, 손녀가 조부모를 위해, 남편곤제의 자식을 위해 복상하는 경우에도 자최부장기를
한다.
4). 자최삼월(齊衰三月)
「상복」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왜 자최 삼월로 복을 하는가?
(何以服齐衰三月也？『儀禮·喪服·傳』)
상문에서 상복은 3달 동안을 기한으로 하기 때문에 「자최삼윌」이라고 이름 한 것을 알
수 있다.
자최삼월의 복제에 관해 「상복」편에는 간단한 기록만 있을 뿐 「전」에 대한 해석은 없
다. 「상복」의 기록에 따르면,
아랫단을 꿰맨 거친 베로 만든 상의와 하의를 입고, 숫마로 만든 수질과 요질을
두르고, 수복이 없이 처음
입은 상복으로 상을 마치는 경우이다.
(疏衰裳·齊·牡麻絰, 無受者.『儀禮·喪服』)
그리고 정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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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란 이 복을 입고 상을 마치고 가벼운 복으로 갈아입지 않는다는 뜻이다. 복상
하는 달수를 말하지 않은 것은 천자·제후의 장례는 각각 그 달수가 다르기 때문
이다. 『예기·상복소기』에 「자최 3월에서 대공과 동등하게 하는 것은 승구이
다」라고 하였다.
(無受者, 服是服而除, 不以輕服受之. 不著月數者, 天子諸侯葬異月也. 小記曰 :「齊衰
三月, 與大功同者, 繩
屨.」)40)
「상복」에서 「전」이 없는 것은 모두 간단명료하여 알기 쉽고 쟁의가 없다는 것이다. 또
한 이런 상복을 입는 자는 모두 장례가 끝나면 바로 상복을 벗기 때문에 변복, 경복(輕服)으
로 바꾸는 조치가 없다. 상복을 변화를 시키거나 고치거나 간편하게 하는 조치가 없다. 그리
고 천자, 제후, 대부, 사, 서인들은 신분이 같지 않기 때문에 장기(葬期)가 다르고 상복의 기
한도 다른 것이다.41)
3. 대공복(大功服)
대공복은 상복의 세 번째 등급으로써 오복중의 자최 다음가는 상복이다. 대공 이라고 부
르는 이유가 최상은 대공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상복」에서 정현은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대공포는 그 두드려서 씻는 공이 거칠고 소략한 것이다.
(大功布者, 其鍛治之功麤沽也.)42)
즉, 대공포는 제조방법이 거칠고 소략한 베이다.
대공복은 망자가 성인인지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입는 대공복이다. 즉 문헌에서 얘기한 상대공복(殤大功服)이며 또 다른 하나는 망자
가 성인인 경우에 입는 대공복이다. 상복 기간은 모두 9개월이다.
1). 상대공복(殤大功服)
상(殤)은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고대는 일반적으로 20세를 성년
의 기준으로 삼았다. 20세가 되기 전에 죽는 경우 모두 상(殇)이라고 한다. 대체적으로 16세
에서 19세 사이에 죽는 경우는 장상(長殤)이라고 하며 12세에서 15세 사이에 죽는 경우는
중상(中殤)이라고 하고 8세에서 11세 사이에 죽는 것은 하상(下殤)이라고 한다. 8세 이하는
모두 복이 없다. 상복(殇服)은 곧 미성년자를 위해서 입는 상복이다. 상대공복은 장(殇)상과
중(殇)상을 포함한다. 그 대상은 예를 들면 자녀·숙부·고모·자매·형제의 자녀, 남편 형제의
자녀, 적손의 경우가 있다. 또 대부의 서자가 적형제를 위해, 제후가 적자를 위해, 대부가 적
儀禮·喪服』鄭玄注『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367쪽.
「天子七日而殯, 七月而葬 ; 諸侯五日而殯, 五月而葬 ; 大夫ヽ士ヽ庶人三日而殯, 三月而葬.」,『禮記·
王制』,『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239쪽.
42)『儀禮·喪服』鄭玄注『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370쪽
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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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위해 입는다. 대공상구월복은 상(殇)복중의 가장 중한 상복이다.
「상복」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대공의 굵은 베로 만든 상의와 하의를 입고 숫마로 만든 수질과 요질을 두르고
수복이 없이 처음 입은 상
복으로 상을 마치는 경우이다.
(大功布衰裳, 牡麻絰, 無受者.『儀禮·喪服』)
그리고「전」에 따르면,
성인으로 죽은 사람의 복상은 그 문식이 번거롭고 성인이 되지 못하고 죽은 사람
의 복상은 그 문식이 번
거롭지 않다. 그러므로 상의 요질은 아래로 늘어뜨린 끈
을 꼬지 않으니 대개 성인이 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이다.
(喪成人者其文縟, 喪未成人其文不縟, 故殤之絰不樛垂, 蓋未成人也.『儀禮·喪服·
傳』)
요질은 「늘어뜨린 부분을 꼬지 않는다(不樛垂)」는 것은 상복(殇服)복식의 주된 특징이다.
질과 대는 상복 중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망자가 사망한 후 3일째 되는 날 성복을
하는데 망자의 친족 상복복식은 질·대만 있으며 요질은 허리에 묶은 후에 나머지 베는 아래
로 늘어뜨려 둔다. 성복할 때 최·상 등 복식을 착용한 후에 요질은 아래로 드리워진 부분을
묶어야 하는데 이를「규수(樛垂)」라 한다. 그러나 상(殇)복의 요질은 성복한 후에도 묶지
않기 때문에 「불규수」라고 칭한다. 망자가 성인인 경우의 상복 예절은 번거로운 반면, 망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상복 예절은 비교적 간결하기 때문이다. 망자가 성인인 경우 복상
은 무거운 것부터 가벼운 것으로 복식을 바꾸어야 하는(受服) 반면에 망자가 미성년자인 경
우에 입는 복상은 중간에 바꾸지 않는 무수(無受)이다. 따라서 요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
규수」를 하는 것은 상(殇)복의 가장 큰 특징이다. 여자의 대공복은 경문에 자세한 기록이
없고 주소(注疏)에도 대공복에 좌(髽)가 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지가 않다.
(2) 성인대공복
「상복」편의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공포로 만든 상의와 하의를 입고 숫마로 만든 수질과 요질을 두르는데 그 질에
는 끈을 달고 베로 만
든 허리띠를 차고, 3개월이 되면 소공의 상복으로 수복
(受服)을 하며, (모마의 질을 벗고)칡으로 만든 수질
과 요질로 바꾸어 아홉 달을
채운다.
(大功布衰裳, 牡麻絰纓, 布帶 ; 三月受以小功衰, 卽葛, 九月者『儀禮·喪服』).
정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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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천자·제후·대부는 우제를 지낸 후에, 사는 졸곡 후에 수복한다. 바로 3개월이
라고 한 것은 천자와
제후에게는 대공복이 없으므로 사와 대부를 기준으로 하
여 말 한 것이다.
(凡天子·諸侯·卿·大夫旣虞, 士卒哭, 而受服. 正言三月者 .天子·諸侯無大功, 主於大夫·
士也.)43)
이것이 바로 망자가 성인인 경우에 입는 대공복이다. 상(殇)대공복은 소공복으로 바꾸지 않
는 것을 빼고 다른 남녀 복식은 모두 상(殇)대공복과 대공복이 같다.
4. 소공복(小功服)
소공복은 상복 중의 네 번째 등급이다. 이 상복의 최·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베는, 비록
시마(緦麻)의 실보다 거칠지만 대공의 실보다 정교하고 세밀해서 대공과 비교해 소공이라고
부른다. 소공복도 대공복과 같이 상(殇)소공복과 성인 소공복으로 나누어진다. 그 기간은 모
두 5개월이다.
1). 상소공복(殤小功服)
상소공복은「상복」편에서 성인소공복의 다음에 배열되어 있다. 그 이유는 망자가 성인인
경우에 이 상복을 입는 숙부, 적손, 형제 등 모두 자최를 입어야 하나 망자가 미성년자로써
상(殇)복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소공을 입는 것이다. 또한 친척 관계에 있어서 성인 소공이
상소공보다 가깝고 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상복이 중간에 바꾸지 않아서 성인소공복의
다음에 배열되었다. 「상복」의 기록에 근거해 보면,
소공포로 만든 상의와 하의를 입고 물로 씻어 낸 숫마(澡麻)로 만든 요질과 수질
을 두르고 5개월 동안
복을 한다.
(小功布衰裳, 澡麻帶絰, 五月者.『儀禮·喪服』).
정현은 주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조는 마 껍질의 오물을 씻어서 제거한 것으로, 이때 그 뿌리는 자르지 않는다.
『예기·상복소기』에 「하 상의 소공복에서 요질은 물로 씻어 낸 마로 만드는데,
뿌리는 자르지 않으며, 접어 올려 허리 중간에서 합 하여 묶는다.」고 하였다.
(澡者, 治去莩垢, 不絶其本也.「小記」曰 :「下殤小功, 帶澡麻, 不絶其本, 屈而反以
報之.)44)
또한 가공언의 소에 내용을 보면,
대공이상의 수질과 요질에는 뿌리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소공 이하에서는 그 뿌리
儀禮·喪服』鄭玄注『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361쪽.
儀禮·喪服』鄭玄注『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381쪽.

4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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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잘라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상소공 가운데에는 하소공이 있는데 대에 뿌리
가 그대로 붙어 있어 대공과 같다.
(大功已上, 絰帶有本 ; 小功以下, 斷本. 此殤小功中有下殤, 小功帶不絶本, 與大功
同.45)
경문에서 상(殇)소공의 최상(衰殇), 질대, 복상의 기간만 기록하였으며 관, 포대, 구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생략하였다. 「조마(澡麻)」란 마 표면의 오물을 씻어 비교적 깨끗한 베를 말
한다. 또한 소공복이 비교적 경(輕)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두드려 씻고 약간 장식하였다.
그 요질은 뿌리를 자르지 않았고 수질은 성인소공과 동일하게 뿌리를 자르지 않는다. 요질
을 묶는 방법은 모두 아래로 드리워진 마를 접어서 허리 중간에서 묶어 늘어뜨리며 수질은
갓끈이 없다.
소공의 관모양은 대공과 약간 다르다. 「잡기」편의 내용에 근거해 보면,
상중에 쓰는 관에는 한 가닥의 관끈을 달아 그것으로써 길과 흉을 구별하며, 3년
상의 연관에도 또한 한
가닥의 관끈을 오른쪽으로 향하게 주름을 접어 꿰매는데
소공이하의 관은 왼쪽으로 한다.
(丧冠条属以别吉凶, 三年之练冠亦条属, 右缝, 小功以下左.『禮記·雜記上』)
또한 정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솔기를)왼쪽으로 주름을 접어 꿰매는 것은 길한 것과 같으니 경한 것이다.
(左辟象吉, 轻也.)46)
이상을 통해보면 소공 이하는 그 슬픔이 가볍기 때문에 주름을 왼쪽으로 향하게 접어 꿰맨
다. 이것은 음양을 따른 길흉을 상징하는 것이며 소공이하 관의 형태와 대공이상의 관의 형
태가 다른 점이다.
2). 성인소공복(成人小功服)
「상복」의 기록에 따르면,
소공포로 만든 상의와 하의를 입고, 물로 씻어 낸 숫마로 만든 수질과 요질을 두
르고, 장례를 치른 후 숫
마의 수질과 요질을 칡으로 만든 수질과 요질로 바꾸어
두르고 5개월을 한다.
(小功布衰裳, 牡麻绖, 即葛, 五月者.『儀禮·喪服』)
정현은 주에서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즉은 나아간다는 뜻이다. 소공은 가벼움으로 3개월 만에 마로 만든 수질과 요질을
45) 同前注, 賈公彦疏.
46)『禮記
鄭玄

·雜記上』

注『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7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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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는데 입던 최복에
칡으로 만든 수질과 요질을 두르고 5개월을 채운다.
(即, 就也. 小功轻, 三月变麻, 因故衰以就葛绖带, 五月也.)47)
소공의 복장은 가볍지만 망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예절의 문식이 번거로워서 마를 칡으로
바꾸는 수복(受服) 예가 있다. 성인 소공복과 상(殇)소공복은 3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요
질과 수질은 모두 뿌리를 자른다. 둘째, 수복 예가 있다. 셋째, 태복(稅服)48)이 없다는 점이
다. 모두 친족간의 정이 비교적 소원하고 상복이 이미 가벼워졌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3
가지 차이점을 제외한 나머지 예제는 모두 상(殇)소공복과 동일하다.
5. 시마복
시마복은 오복 중 복제가 가장 가벼운 등급이다.
「상복」의 기록에 따르면,
시마는 3개월로 한다.
(缌麻, 三月者.『儀禮·喪服』)
정현은 주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시마는 베로 만든 상의와 하의를 입고 마로 만든 요질과 수질을 두른다. 최와 질
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가벼운 복을 소략하게 하여 문장을 생략한 것이다.
(缌麻, 布衰裳而麻绖带也. 不言衰绖, 略, 轻服, 省文.)49)
가공언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명주실처럼 가는 베로 상의와 하의를 만든다. 또 물로 오물을 씻어 낸 마로 수질,
요질을 만든다. 그러므
로 시마라 한다. 무릇 상복의 변제는 모두 천도를 본받는
다. 그러므로 이 가벼운 복은 3개월의 한 계절에
하늘의 기운이 변하는 것을 본
받아 벗을 수 있다. 그러므로 3개월이다.
(以缌如丝者为衰裳, 又以澡治莩垢之麻为绖带, 故曰缌麻也. 凡丧服变除皆法天道, 故
此服之轻者, 法三月一时,
天气变, 可以除之, 故三月也.)50)
시(緦)는 베의 이름이다. 대공·소공과 같은 베의 명칭이다. 시마로 하의를 만든다는 것이다.
마(麻)는 조마(澡麻)로 질대를 만들기 때문에 「시마」라고 부른다. 상기는 3개월이며 장례
가 끝나면 바로 상복을 벗는다. 시마가 오등 복제 중에 가장 가벼운 등급이기 때문에 사용
하는 베는 두드려 씻어 가닥이 매우 정밀하다. 그러나 오히려 그 중에 비교적 거친 가는 베
를 사용한다. 이것이 곧「잡기상」에서 말한 「조복을 만드는 데는 삼실 15승이 필요하지만
儀 · 』 注
稅 ), 시일이 경과한 뒤에 죽은 것을 알고 追 하는 것을 말함.
儀 · 』 注

47)『 禮 喪服 鄭玄 『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386쪽.
48) 태상( 喪
服
49)『 禮 喪服 鄭玄 『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388쪽.
50) 同前注, 賈公彦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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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상복을 만들려면 그 절반(7승 반)을제거한다. 그리고 이 베를 잿물로 빠는 것이 석최이
다.」51)라는 귀절의 시포(緦布)이다.
시마복의 대상도 대·소공처럼 2가지로 나누어진다. 즉 상(殇)복과 성인복이다. 이들 복식
상의 차이는 2가지가 있다. 첫째, 시마상(殇)복의 요질은「불규수(不樛垂)」를 하는 반면에
시마성인복의 요질은 성복 후에 아래로 드리워진 부분을 묶는다. 둘째, 시마상(殇)복의 수질
은 갓끈이 있는 반면에 시마성인복의 수질은 갓끈이 없다. 시마상(殇)복과 성인복의 상기는
모두 3개월이기 때문에 중간에 모두 복식을 바꾸지 않는다. 즉「무수(無受)」이다. 한 벌로
3개월이 지나면 상복을 벗는다.
Ⅲ. 맺는말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상복복식은 모두 망자의 빈소를 차린 후 성복할 때의 복
식 제도이다. 그러나 각종 복식은 상기(喪期) 내내 같은 복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
면 자최삼월복, 세최복, 시마복 등은 장례가 끝나면 바로 벗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각
종 상복은 모두 한번이나 한번 이상 복식을 바꾸는데 이를「수복(受服)」이라 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앞서 서술한 각 등급 상복의 복제에 따라 중(重)한 것으로부터 경(輕)한 차
례를 따라 강쇄(降殺)되는 것이지 결코 새로운 복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상복제도는 부계혈연관계를 근본 원칙으로 하는 치밀한 종친연계도이다. 이러한 상복 제
도는 다양한 상복을 통해 개인의 신분 및 망자와의 친소원근관계와 심지어 적서(嫡庶)의 구
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종법제의 원칙과 장유유별, 존비유별, 남녀유별 등의 원칙을 구
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칙에 토대를 둔 복제는 종종의 변천을
거친 후 33가지의 제도로 나누어져 138가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52) 상복예제는 인류문화
사에 보기 드문 걸작이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치밀한 정도는 그 어떤 제도와도 견줄
수가 없을 것이다.
완전한 상례는 그 형성의 역정을 거쳐 선현들의 깊은 사고와 경험, 지혜를 통해 점진적으
로 누적되어 제도로 형성된 것이다. 다른 각도로 본다면 이러한 제도는 후인들의 견강부회
(牽强附會)로 인해 생긴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등 상복등급제도는 현대인들에게 제도를
만든 인문적 의의를 더욱 각성케 할 뿐 아니라 계발(啓發)적인 작용도 함유하고 있다 하겠
다.

朝 十五 , 其半而缌, 加 , 锡也.」,

·雜記上』,

51)「 服
升 去
灰
『禮記
『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1985년,
723쪽.
52) 胡培翬, 『儀禮正義』 卷 25, 附 「降·正·義服圖說」; 張惠言, 「儀禮圖」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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