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東아시아 古代學會
秋季學術大會(第55回 學術大會)
학술대회 주제
▣ 기획주제:

藝術史

▣ 자유주제: 한․중․일 문학과 역사․문화와 관련된 자유주제 발표

▣ 日 時 :
▣ 場 所 :
▣ 主 催(공동) : 東아시아古代學會 / 한양대 문화콘텐츠전략연구소
/ 글로벌 문화콘텐츠 시장선도 창의인재사업단
▣ 主 管 : 東아시아古代學會
▣ 後 援 :

2014년 東아시아 古代學會
秋季 國際學術大會(第55回 學術大會)
▣ 기획주제:

藝術史

▣ 자유주제: 한․중․일 문학과 역사․문화와 관련된 자유주제 발표
▣ 日 時 :
▣ 場 所 :
▣ 主 催(공동) : 東아시아古代學會 / 한양대 문화콘텐츠전략연구소 /
글로벌 문화콘텐츠 시장선도 창의인재사업단
▣ 主 管 : 東아시아古代學會
▣ 後 援 :

▣ 행사일정과 내용
09: 00 접수(

)

09: 30 자유주제 발표 개회(학회장 인사)

사회: 김용기(중앙대)

• 일정 소개 : * 29일 오전: 분과별 자유주제 발표 / 오후 : 기획주제 발표
* 30일 : 학술답사

13: 00 기획주제 발표 개회
• 국민의례
• 회장 인사 : 이상준(인천대)
• 내외빈 소개
• 축사 : 제종길(안산시장)
• 환영사 : 박상천(한양대

총장)

제55회 학술대회를 즈음하여
동아시아고대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올해도 저물어 한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우리 회원 분들이
가장 바쁜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회는 회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로
학술지 인용지수 급상승 등 학회의 위상이 점점 상승되고 있습니다.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심사를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한 구축과 학회지 논문 DOI 실시를
내년도 전반기까지는 완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역원형과 컨텐츠」라고 하는 큰 주제를 지난 강원대학 동계학회 때부터 시작하
여, 군산대학 춘계학술대회를 거쳐 이번 한양대학 추계학술대회에서 그 대미를 장식
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안산시청의 후원으로 한양대학 에리카 캠퍼스 문화 콘텐츠학
과와 「동아시아고대학회

가을 학술대회 겸 한양대학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주년 기념 학술대회 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발

세기

와 안산의 콘텐츠 개

이라고 하는 기획주제로 안산 15학사와 안산지역문화와, 문화도시로서의 탈바꿈

을 위한 제언 등이 기획주제에서 발표되고, 해양 도시로서의 안산 등의 많은 논문이
자유주제로 발표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에 다시 하번 더 감사
드립니다.
우리 학회 발전을 위해 후원해 주시고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왕림해
주신 제 종길 안산시장님과 학회 개최를 위해 훌륭한 장소를 비롯해 온갖 편의를 제
공해 주신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박 상천 부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 회원을
대표해서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곳 안산은 올 한해 대한민국 전 국민을 상
주를 하게 한 세월호 침몰로 우리의 꽃다운 어린 학생들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저 하
늘의 별이 된 단원고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명복과 진혼을 위해 보다 알찬
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민이 이 아픔을 잘 극복하여, 다문화가 활짝 피는 국제 명품 해양 도시로
탈바꿈하고, 이번 학술대회가 안산시의 시정과 한양대학 에리카 캠퍼스의 발전에 도
움이 되길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말을 대신할까 합니다.
2014. 11. 29.

동아시아고대학회 회장 이상준

한양대문화콘텐츠학과 설립10주년 기념 학술대회

“18세기 藝術史와 안산의 콘텐츠 개발”

축

사

우리 안산은 “단원미술관”과 “경기도미술관”,“정문규미술관”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사립미술관이 소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우리시에 10주년을 맞이한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와 “서울예술대학”이
소재 한다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닌, 역사적인 큰 흐름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18세기 안산의 인문학적 바탕이 되었던 강세황선생과, 단원 김홍도, 15학사
들의 문화·예술적 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흘러 내려왔기 때문이 아
닐까요?

우리시는 지난 1990년 문화관광부에서 “단원도시 안산”으로 명명되었으며 단원조각공
원을 조성하고, 전국 규모의 단원미술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단원미술관 제3단계 신축공
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김홍도 선생의 미술작품 및 자료수집을 비롯하여 김홍도 문화콘텐츠 개발
을 통해 단원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계획이며 서울예대∼한양대, 단
원미술관∼문화예술의전당을 교차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의 특성이 살아있는 일상
속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개최되는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그 어느때 보다 큰 관심과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안산의 찬란한 문화유산에 학술적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자 오늘 학술대회를
개최하신 한양대학교 박상천 부총장님과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 동아시아 고대학
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
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29.
안 산 시 장 제 종 길

1. [오전 분과별 자유주제 발표]

분과별 자유주제 발표
제1분과(101호)

제2분과(104호)

제3분과(105호)

제4분과(202호)

제5분과(205호)

일어일문학

국어국문학

문화콘텐츠

중어중문학

역사.민속

좌장: 윤영수(경기대)

좌장 : 남이숙(군산대)

좌장 : 김영만(신구대)

좌장 : 한남수(한양대)

좌장 : 방건춘(홍익대)

발표1. 송재한

발표1. 김미숙

발표1. 공정배·이정원

발표1. 김기범

발표1. 진수현

발표2. 박상현

발표2. 신희경

발표2. 정영찬·정예은

발표2. 허선영

발표2. 윤명철

발표3. 이부용

발표3. 양승이

발표3. 장영창

발표3. 김의정

발표3. 강인욱

발표4. 한혜경·장효진

발표4. 서영대

2. [오후 기획주제 발표]

기획 주제 발표
藝術史

발표1. 이경화(서울대) - 강세황의 <도산도>와 성호 이익

발표2. 유승민(문화재청) - 서화에 나타난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의 문인취향

발표3. 이현우(안산문화원) - 안산‘둔배미놀이’의 보전·전승에 대한 소고

발표4. 고운기(한양대) - 안산 문화콘텐츠 개발 시론

발표5. 이상준(인천대) - 조선반도의 영욕을 함께 한 안산의 미래 지향적인 도시를 위한
제언

☞ 학술대회 발표 일정 ☜
1.송재한(한양여대)
(09: 30～10: 20)

좌장 :
윤영수(경기대)

2.박상현(경희사이버대)
(10:20 ～11:10)

3.이부용(한국외대)
(11:10 ～12:00)

日本吳音과 記紀萬葉의 字音에 대하여

3

사회: 김현아(인천대) 토론 : 김상원(동국대)
와카 번역 텍스트「殉難遺珠」와「憂國遺珠」와의
관련성 연구 -막부(幕府) 말기 우국지사의 와카-

5

사회: 김혜연(건국대) 토론 : 어연경(국민대)
≪가구야 히메 모노가타리≫의 진혼과 기억

9

사회: 사이토 아사코(명지대)토론 : 배관문(한림대)

12: 00-13: 00 <점심>

1.김미숙(아주대)

좌장:
남이숙(군산대)

(09: 30～10: 20)

전승 차원에서 본 패러디-임정진의 고전서사 패러
디를 중심으로-

20

토론 : 강우규(남서울대)
애정 전기 소설의 현대적 존재 양상-이순원의

2.신희경(성신여대)
(10:20 ～11:10)

3.양승이(고려대)
(11:10 ～12:00)

「은비령」을 중심으로

28

토론 : 엄현섭(강원대)
和隱 李時恒의 詩文學 硏究

43

토론 : 부유섭( 한국고전번역원)
12: 00-13: 00 <점심>

1.공정배·이정원(한양대)
(09: 30～10: 10)
2.정영찬·정예은(
)

좌장:
김영만(신구대)

(10:10 ～10:50)
3.장영창(우송대)
(10:50 ～11:30)

판소리의 연변 이식과 전승과정 연구
토론 : 이광복(서경대)
몽골 구비서사와 성서의 비교 연구
토론 : 안창현(백제예술대)

58

70

문학적 개연성의 현실과 관계 맺기-심청전, 별 그
대, 세월호를 중심으로-

85

토론 : 류호열(용인대)
4.한혜경·장효진(한양대)
(11:30 ～12:10)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고대신화 스토리텔링 연구

토론 : 장선희(상명대)
12: 10-13: 00 <점심>

공지사항

추후공지

90

☞ 학술대회 발표 일정 ☜
한국어 조사 ‘에게’에 대응되는 중국어 성분 연
1.김기범(한국외대)
(09: 30～10: 20)

좌장 :
한남수(한양대)

2.허선영(안산대)
(10:20 ～11:10)

3.김의정(이화여대)
(11:10 ～12:00)

구

103
토론 :이윤옥(안산대)

戰國시기 금문과 漢代 와당의 鳥蟲書 章法
111
토론 : 서한용(한국외대)
명대 여성시인의 글쓰기 방식과 악부시
126
토론 : 김지영(한양대)
12: 00-13: 00 <점심>

1.진수현(성결대)
(09: 30～10: 10)

2.윤명철(동국대)
(10:10 ～10:50)

좌장:
방건춘(홍익대)

최남선의 조선상식 문답 고찰
127
토론 : 이원영(건국대)
안산 지역의 해항도시적 성격과 역사상
142
토론 : 이상준(인천대)
고고자료로 본 고조선,부여의 인물상과 동북아시

3.강인욱(경희대)

아 민족집단의 계통

(10:50 ～11:30)

156

토론 : 이종수(단국대)
4.서영대(인하대)
(11:30 ～12:10)

고려말 조선초의 삼성신앙
토론 : 차옥덕(성신여대)
12: 10-13: 00 <점심>

공지사항

추후공지

170

☞ 학술대회 발표 일정 ☜
사회 :

고운기(한양대)

강세황의 <도산도>와 성호 이익

1.이경화(서울대)
(13: 30～14: 20)

185

토론 : 유순영(한국예술종합학교)

2.유승민 (문화재청문화재 서화에 나타난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의 문인

취향

감정위원)
(14:20 ～15:30)

좌장 :
이화형(경희대)

186
토론 : 고연희(이화여대)

3.이현우(안산문화원)
(15:30 ～16:20)

안산‘둔배미놀이’의 보전·전승에 대한 소고

190

토론 : 서종원(단국대)
---------------휴식(16:20～16:30)---------------

4.고운기(한양대)
(16: 30～17: 20)

안산 문화콘텐츠 개발 시론

202

토론 : 김창현(공주교대)
조선반도의 영욕을 함께 한 안산의 미래 지향적인

5.이상준(인천대)
(17:20 ～18:10)

총평
마무리
안산시장 초청
만찬
공지사항

도시를 위한 제언

212

토론 : 홍영의(국민대)

사회자(한양대 고운기)
학회장 마무리 인사(인천대 이상준)

한양대 정문 앞 소담골(18:30 ～20:00)
* 숙소(한양대 ERICA캠퍼스 게스트하우스) - 한양대 ERECA캠퍼스 후원(일부 회원부담)
* 학술대회 2일차 학술답사 공지(총무팀) - 안산시 후원(답사 안내 및 차량, 점심식사)

☞ 둘째 날 안산시 일대 문화 학술 답사 일정 ☜
--- 둘째 날 일정 --07 :30

기상 / 아침 산책(숙소 주변 산책) / 세면

～
08 : 00
08 :00
～

Ⅲ.
안산 일대
문화 학술
관련지역
탐방

09 : 00

인솔 : 총무팀

아침 식사 및(식사 장소 별도 공지)-별도비용
안내 : 총무팀(식사장소 안내)
09시 30분까지 숙소 앞 집결 후 차량 탑승(인원 확인)

09 :30
～
12 : 00
12 :00
～
13 : 00

14 :00

안산 일대 문화 학술 관련 지역 탐방
안내 : 안산시

점심식사(대부도 칼국수)
비용 및 안내 : 안산시 후원

폐회 및 해산
전철 4호선 안산 중앙역 – 이후 개별 귀가

숙소

* 숙소(한양대 ERICA캠퍼스 게스트하우스) - 한양대 ERECA캠퍼스 후원

☞ 학술대회 발표 일정 ☜
1.송재한(한양여대)
(09: 30～10: 20)

좌장 :
윤영수(경기대)

2.박상현(경희사이버대)
(10:20 ～11:10)

3.이부용(한국외대)
(11:10 ～12:00)

日本吳音과 記紀萬葉의 字音에 대하여

3

사회: 김현아(인천대) 토론 : 김상원(동국대)
와카 번역 텍스트「殉難遺珠」와「憂國遺珠」와의
관련성 연구 -막부(幕府) 말기 우국지사의 와카-

5

사회: 김혜연(건국대) 토론 : 어연경(국민대)
≪가구야 히메 모노가타리≫의 진혼과 기억

9

사회: 사이토 아사코(명지대)토론 : 배관문(한림대)

12: 00-13: 00 <점심>

1.김미숙(아주대)

좌장:
남이숙(군산대)

(09: 30～10: 20)

전승 차원에서 본 패러디-임정진의 고전서사 패러
디를 중심으로-

20

토론 : 강우규(남서울대)
애정 전기 소설의 현대적 존재 양상-이순원의

2.신희경(성신여대)
(10:20 ～11:10)

3.양승이(고려대)
(11:10 ～12:00)

「은비령」을 중심으로

28

토론 : 엄현섭(강원대)
和隱 李時恒의 詩文學 硏究

43

토론 : 부유섭( 한국고전번역원)
12: 00-13: 00 <점심>

1.공정배·이정원(한양대)
(09: 30～10: 10)
2.정영찬·정예은(
)

좌장:
김영만(신구대)

(10:10 ～10:50)
3.장영창(우송대)
(10:50 ～11:30)

판소리의 연변 이식과 전승과정 연구
토론 : 이광복(서경대)
몽골 구비서사와 성서의 비교 연구
토론 : 안창현(백제예술대)

58

70

문학적 개연성의 현실과 관계 맺기-심청전, 별 그
대, 세월호를 중심으로-

85

토론 : 류호열(용인대)
4.한혜경·장효진(한양대)
(11:30 ～12:10)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고대신화 스토리텔링 연구

토론 : 장선희(상명대)
12: 10-13: 00 <점심>

공지사항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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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1분과)-1]

日本吳音과 記紀萬葉의 字音에 대하여
송재한(한양여대)

α

α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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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α

α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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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1분과)-2]

「殉難遺珠」와 「憂國遺珠」와의 관계성 연구
-막부 말기의 와카 번역 텍스트박상현(경희사이버대)

들어가면서
김억은 1943년 9월부터 다음해인 1944년 3월에 걸쳐서는 막부(幕府) 말기의 와카 55수를
조선어로 옮겨「殉難遺珠」라는 타이틀로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서 발행했던 기관지인『半島の
光』에 연이어 발표했다. 그리고 그는 1944년 8월에는 단행본『鮮譯愛國百人一首』를 출간했다.
이것은 기존에 발표했던 와카 번역 텍스트인「鮮譯愛国百人一首」에「殉難遺珠」를 증보하여 부
록으로 실은 것이다.
그런데 김억은 단행본『鮮譯愛國百人一首』를 출간할 때 첫째, 방금 언급했듯이 기존에 발표했
던「殉難遺珠」를 그냥 그대로 수록하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殉難遺
珠」에서는 막부 말기의 와카 55수를 소개했었는데, 그는 여기에 막부 말기의 다른 와카 50수
를 새로 추가했다. 곧「殉難遺珠」를 증보했다는 말이다. 둘째, 이와 동시에 와카 번역 텍스트
의 제목도「殉難遺珠」에서「憂國遺珠」로 바꾸었다.
이와 같이 김억은 단행본『鮮譯愛國百人一首』를 상재(上梓)할 때 부록으로「殉難遺珠」를 그대
로 싣지 않고, 와카를 늘리는 한편 타이틀도「憂國遺珠」로 변경하여 게재했다. 본 발표에서는
단행본『鮮譯愛國百人一首』가 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와카 번역 텍스트인「殉難遺珠」와「憂
國遺珠」사이의 변화에 주목하여 이들 텍스트 간의 관계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제1장「殉難遺珠」와「憂國遺珠」와의 비교
김억의 와카 번역 텍스트인「殉難遺珠」에는 55수의 와카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와카 번역 텍스트인「殉難遺珠」(당일 배포)

한편 와카 번역 텍스트인「憂國遺珠」에는 105수의 와카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한
것이 아래와 같은 <표2>다.
<표2> 와카 번역 텍스트인「憂國遺珠」(당일 배포)
겹치지 않는 가인 곧 새로 추가된 가인에 진하게 ‘강조 표시’를 해두었다. 결국「殉難遺珠」와
「憂國遺珠」와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김억이 1943년 9월부터 이듬해 3월에 걸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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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殉難遺珠」를 1944년 8월에 단행본『鮮譯愛國百人一首』에 부록으로 수록할 때, 와카
50수를 새로 추가했고, 이렇게「殉難遺珠」를 증보한 텍스트를「憂國遺珠」로 제목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제2장「憂國遺珠」에 보이는 변화의 필연성
그런데 김억은 단행본『鮮譯愛國百人一首』에「殉難遺珠」를 증보한「憂國遺珠」를 부록으로 싣게
된 경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志士들의노래는 그야말로 고기가 뛰고 피가 끌는것인만치, 첫재에는 노래의氣槪가 참아 버리
기어렵고, 둘재는 百人一首1)만으로는 한券의冊이 되기에 넘우도 초라할상싶어, 나따는 內外
○2)面을 取하노라고 하엿거니와, 實際 그런지, 안은지는 이또한 讀者 여러분의 생각에 맛길수
에 없는일이외다(박경수 1987:477).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김억은 막부 말기의 와카를 번역한 와카 번역 텍스트에 많은 애
착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기존에 발표한「鮮譯愛國百人一首」만으로 단행본을 내기에는 분량이
부족하다는 판단도 내리고 있었다. 그래서「殉難遺珠」를 증보한「憂國遺珠」를 단행본에 부록으
로 수록했던 것이다.
그런데 김억은 단행본『鮮譯愛國百人一首』에 막부 말기의 와카를 부록으로 실을 때, 왜「殉難
遺珠」를 증보했으며, 제목도「憂國遺珠」로 변경했던 것일까? 거기에는 어떤 필연성이 있었던
것일까?
우선 와카를 증보했던 필연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김억은「殉難遺珠」에서 55수의 와카를 수
록했었는데, 거기에 50수의 와카를 새로 추가하여 결과적으로는 105수의 와카를 단행본『鮮譯
愛國百人一首』에 부록으로 실었다. 이렇게 와카를 증보한 것은 그가『鮮譯愛國百人一首』와의
호응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단행본에 ‘愛國百人一首’라는 말이 있듯이 여기에는 말 그대로 ‘애국(愛國)’을 읊은 총 100수
의 와카가 들어 있다.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殉難遺珠」에는 55수의 와카가 수록되어 있었는
데, 그것을 그대로 단행본에 수록해서는 숫자 측면에서『鮮譯愛國百人一首』와의 호응이 좋지
않다. 그래서 김억은 와카를 증보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좀 석연치 않은 곳이
있다. 만약 단행본『鮮譯愛國百人一首』와의 호응을 고려해서 와카를 늘렸다고 한다면, 막부 말
기 와카의 총수를 왜 100수로 하지 않고, 105수로 했냐는 점이다. 100수로 했다면 깔끔했을
텐데 말이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김억의 부탁을 받고 단행본『鮮譯愛國百人一首』의 ‘서문(序)’을
써준 야나베 에사브로(矢鍋永三郎)나 김억 자신은「殉難遺珠」를 증보한「憂國遺珠」에는 막부 말
기의 와카가 총 100수 수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야나베 에사브로가 적은
서문을 보자. 그는 서문에서
하루는 (김억이, 인용자주) 愛国百人一首 및 幕末憂国志士가 읊은 백편(百首)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
역한 원고를 가지고 와서는 상재(上梓)를 하려고 한다면서 서문을 부탁했다(박경수 198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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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고 있다. 또한 김억도 단행본의 권두서언(卷頭小言)에서
「憂國遺珠」라는題目下의 百篇은「半島の光」社에 계신 大田元章氏의 同誌에 실겟다는請을받아 옴겨
본것으로 全部가 幕末憂國志士들의 노래외다(박경수 1987:477).

고 말하고 있다.
결국 방금 인용한 야나베 에사브로와 김억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김억 자신은「憂國遺
珠」에 100수의 와카를 수록하고 싶었고, 100수의 와카를 수록했다고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
다. 그리고 이런 ‘100’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은 ‘愛國百人一首’에 보이는 ‘100수’와의 호응
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김억이 단행본『鮮譯愛國百人一首』와의 호응을 고려했다는 것은 각각의 와카에 붙어 있
는 일련번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누차 지적했듯이 단행본에는 1943년 7월 2일부터
『매일신보』에 연재했던「鮮譯愛國百人一首」와 부록, 곧「殉難遺珠」를 증보한「憂國遺珠」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리고 단행본에 게재되어 있는「鮮譯愛國百人一首」의 와카에는 1부터 100까지의
일련번호가

붙어

있고,「憂國遺珠」에는

101부터

205까지의

번호가

달려

있다(박경수

1987:485-597). 이것은「憂國遺珠」가「鮮譯愛國百人一首」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웅변적
으로 말해준다.「憂國遺珠」에 실린 와카는 일련번호가 101부터가 아니라 1부터 시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101부터 시작한 것은 결국「鮮譯愛國百人一首」와의 호응이 있었기 때문이
다.
다음으로「殉難遺珠」를 증보하여 단행본『鮮譯愛國百人一首』에 그것을부록으로 수록할 때, 그
제목을「憂國遺珠」로 변경한 필연성에 대해 살펴보자. 여기에도 단행본과의 호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즉『鮮譯愛國百人一首 附殉難遺珠』와『鮮譯愛國百人一首 附憂國遺珠』에서 어느
쪽이 더 정합성이 있어 보일까? ‘愛國’-‘殉難’보다는 역시 ‘愛國’-‘憂國’이 더 정합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런 정합성은 시대 차이는 많이 나지만, 최근에 나온 도서인 에스 비비(エ
ス・ビー・ビー 2002)의『「神国日本」大綱 : 憂国・愛国・救国』(政治経済研究会)이라든지, 스즈
키 쿠니오(鈴木邦男 2011)의『愛国と憂国と売国』(集英社)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3) 또한 ‘憂國’
와 ‘志士’과의 정합성도 있었을 것이다. 즉 김억이 조선어로 번역한 것은 막부 말기의 인물 가
운데 ‘지사(志士)’라고 미화된 사람들의 와카였는데, 대동아전쟁의 전(前)과 대동아전쟁 중에
‘志士’와 ‘憂國’이 결합된 저서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미즈타니 미노루(水谷實 1941)의『明治
維新志士奉皇憂國の歌』(マツロヒ莊), 나카노 야소하치(中野八十八 1943)의『憂国の志士』(清水
書房), 야마다 카쓰로(山田克郎 1967)의『吉田松陰 : 憂国至情の志士』(盛光社) 등이 있다. 특히
요시다 쇼인을 소개하는 책인『吉田松陰 : 憂国至情の志士』의 부제목에 ‘憂国至情の志士’가 붙
어 있다는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다.「殉難遺珠」에도 요시다 쇼인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1>의 연번 36번 혹은 <표2>의 연번 13번 참조).4)

나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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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殉難遺珠」와 그것을 증보한「憂國遺珠」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憂
國遺珠」는「殉難遺珠」를 계승한 텍스트였다. 곧 두 텍스트는 막부 말기의 우국지사라고 미화되
는 인물의 와카를 대동아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식민지 조선에 이식하여, 식민지 조선인을
‘성전(聖戰)’에 ‘순국’하도록 프로파간다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같은 성격의 텍스
트였다. 한편 그는「殉難遺珠」를 증보한「憂國遺珠」를 단행본『鮮譯愛國百人一首』에 부록으로
수록하여 와카 번역 텍스트의 레벨을 높였다. 즉 일본 와카사(和歌史)에서『百人一首』5)는 너무
나도 유명하고, 그 문학사적 위치는 확고하다. 그래서『百人一首』성립 후에 이것을 모방한 ‘무
슨 무슨’ ‘百人一首’가 크게 유행하게 됐다. 이를 보통 일본에서는 ‘異種百人一首’ 라고 부르
는데, 대동아전쟁기에는 신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이종백인일수’인『愛國百人一首』까
지 만들어졌다. 그리고 김억은 일본문학보국회가 편찬한『愛國百人一首』를 조선어로 옮긴『鮮譯
愛國百人一首』를 식민지 조선에 이식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와카 번역 텍스트인「殉難遺珠」
를 계승하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증보를 통해 새로운 와카 번역 텍스트인「憂國遺珠」를
만들었고, 그것을『百人一首』의 레벨로까지 끌어올렸다.

-8-

[자유주제발표(1분과)-3]

≪가구야히메 모노가타리≫의 진혼과 기억
이부용(한국외대)

Ⅰ. 들어가며
『다케토리 모노가타리(竹取物語)』는 일본 고전문학 작품으로, 일본인에게는 상당히 친숙한
옛날 이야기이다.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모노가타리로 유명한 이 이야기는 『겐지 모노가타리
(源氏物語)』「그림일기(絵合)」권에서 「物語の出で来はじめの親(모노가타리 문학의 아버지)」라고
언급된 이래 일본문학의 전통 속에서도 계속하여 제시되어 그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작품들로
계보를 이를 정도이다1). 한편, 본고에서는 2013년 11월 23일 일본에서 개봉된 다카하다 이사
오(高畑勲) 감독의 애니메이션 작품 ≪かぐや姫の物語(가구야히메 모노가타리)≫(2013)를 중심
으로 문학작품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와의 비교를 통해서 원전과의 차이점을 분석한 후, 애니
메이션 ≪가구야히메 모노가타리≫2)가 보여주는 기억의 구조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
러 애니메이션 작품이 보여주는 진혼의 의미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Ⅱ．줄거리 소개
≪가구야히메 모노가타리≫는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의 가타리테(語り手)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된다.
今は昔、竹取の翁といふ者ありけり。野山にまじりて竹を取りつつ、よろづのことに使 ひけり。名 を
さぬき

みやつこ

ば、讃岐の造となむいひける。
(옛날에 대나무 캐는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숲 속에 들어가서 대나무를 캐어서 여러 가
지 일에 사용했습니다. 이름은 사누키의 미야쓰코라고 불렸습니다3).)

이하 줄거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나무를 캐던 할아버지는 빛나는 대나무 속에서 두
손에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여자 아이(다케노코, 竹の子)를 발견하게 된다. 할아버지는 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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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이를 집에 데려와서 딸로 삼고 할머니와 함께 소중하게 키운다. 그녀는 숲 속에서 동네
어린이들과 뛰어 놀며 자연을 느끼며 자란다. 아이들의 대장격인 스테마루(捨丸)라는 남자 아
이와는 열매 캐기, 매 잡기 등을 통해 친밀한 감정을 형성하게 된다.
대나무를 캐는 할아버지는 딸을 얻은 후 대나무 숲에서 딸을 봉양할 만큼의 재물을 얻는다.
그것을 계기로 할아버지는 그녀를 교육시켜서 귀족 남성과 결혼시키려는 꿈을 갖게 되고, 세
식구는 교토로 이사가게 된다. 목공일을 하는 스테마루의 가족도 그즈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일정 기간 고향을 떠나있게 된다.
도읍에 와서 다케노코는 눈썹을 뽑고, 이를 검게 물들이는 등 외모를 귀족여성에 어울리게
갖추고, 사가미(相模)라는 뇨보(女房)를 가정교사로 하여 귀족여성으로서 교양을 갖추기 위해
고토(琴)의 연주와 몸가짐을 배운다. 그러나 자유로운 삶을 갈망하는 그녀의 내면은 도읍에 와
서도 잘 변하지 않는다.
한편, 다케노코는 성인식 때 인베노 아키타(斎部秋田)로부터 가구야히메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성인식을 하게 된다. 성인식 때 그녀를 보려는 남자들의 웅성거림에서 벗어나 그녀는
미초다이(御帳台)를 뚫고 질주하며 달려 나가는데 이 모습을 그린 장면은 연필선으로 역동감
을 잘 표현하여 애니메이션의 명장면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인식을 계기로 가구야히메의 아름다움이 알려지자 다섯 명의 남자로부터 구혼을 받게 된
다. 이 부분은 문학작품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와도 통하는 부분으로, 각 남성의 구혼과 그
실패가 애니메이션 독특의 움직임과 함께 재미있게 표현되고 있다. 한편, 구혼담 중간에는 원
작과 달리 가구야히메가 고향을 방문해서 벚꽃구경(花見)을 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는데, 그
곳에서 마주친 것은 고귀한 신분의 아가씨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가구야히메는 그
러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답답함을 느낀다.
다섯 명의 남성은 가구야히메가 제시한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섯 명의 구혼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마침내 천황(御門)이 가구야히메에게 구혼하게 되는데, 젊은 천황이 다가와서 그
녀를 억지로 안자 가구야히메는 사라졌다 나타난다. 가구야히메의 심정은 「御門にだきすくめ
られ、わたしの心がさけんでしまったのです 。もう 、ここにはいたくない、と ……！」(천황에게
억지로 안기게 되다니, 내 마음은 소리쳐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
고……！)라고 표현되는데, 이후 가구야히메는 달로 돌아가고 싶다고 기원하고 할아버지와 할
머니에게 이별을 고한다.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할머니의 배려로 달로 떠나기 전, 그녀는
고향을 방문하게 된다. 이 장면도 애니메이션이 단독으로 창작한 부분으로 원작에는 없는 부
분이다. 가구야히메는 어린 시절에 친밀하게 지냈던 스테마루와의 사랑의 완성을 꿈꾸고 그와
함께 하늘을 나는 장면이 펼쳐지지만, 스테마루는 이미 돌보아야 하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몸
이었고 두 사람이 함께 한 내용은 꿈이었음이 밝혀진다. 밝은 보름달이 뜬 날 가구야히메는
달에서 그녀를 맞으러 온 선녀와 아미타여래의 구름을 타고 떠난다.

Ⅲ. 본 작품의 특징
(1) 문학작품과의 비교
애니메이션 ≪가구야히메 모노가타리≫는 첫 부분에서 『다케토리 모노가타리』를 그대로 재
현하고 가타리테의 목소리를 배경으로 작품이 시작되는 등 고전적인 『다케토리 모노가타리』를
구현하려는 문예성의 측면이 강하다. 문학작품 『다케토리 모노가타리』는 <가구야히메의 등장
과 성장-다섯 명의 남자의 구혼과 실패-천황의 구혼-승천-후일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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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토리 모노가타리』

≪가구야히메 모노가타리≫

가구야히메의 등장

가구야히메의 등장

가구야히메의 성장

가구야히메의 성장

-

동네 아이들과의 교류

다섯 명의 남성의 구혼담

다섯 명의 남성의 구혼담

천황의 구혼

천황의 구혼

-

스테마루와의 비상장면

승천

승천

후일담-후지산 명명설화

-

니메이션의 경우는 모노가타리의 기본 줄거리를 이으면서도 스테마루(捨丸)라는 중심인물이
등장해서 가구야히메가 지상의 남성에게 사랑을 느끼는 장면이 중심 스토리의 일부로 전개되
고 있다.
일본에서 개봉시에는 누구나 알고 있는 『다케토리 모노가타리』가 재해석되었다는 점이 강조
되었으나, 일본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한국에서는 애니메이션
내용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었다.
'달빛과 함께 온 그녀에게 하루는 기적입니다'
깊은 산속 마을의 할아버지는 우연히 빛나는 대나무 속에서 여자 아이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온
다. 손에 올라갈 정도의 크기에서 금세 아기로, 그리고 또 반나절 만에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하는 신
비로운 아이.
‘가구야’라고 이름 지어진 그녀의 미모는 널리 소문이 퍼져, 장안의 내로라 하는 귀공자 5명이 청
혼을 해오고, 급기야 황제까지 ‘가구야’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가구야’는 산속 마을에
서의 첫사랑 ‘스테마루’를 잊지 못하고 그를 찾아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털어놓는데……
과연 가구야공주는 그토록 원했던 꿈과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4)

‘청혼’, ‘첫사랑’이나 ‘그토록 원했던 꿈과 사랑’ 등의 표현에서 구혼담이나 진정한 사랑을
찾는 이야기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스테마루와 함께 대자
연 속에서 뛰어노는 모습, 꿩 사냥을 하다가 둘 만이 남겨지는 모습 등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
다. 다카하타 감독 자신이 이전의 작품 ≪알프스의 하이디≫를 의식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
고, ≪가구야히메 모노가타리≫는 일본을 배경으로 한 하이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고 해설
되기도 한다. 즉, ≪가구야히메 모노가타리≫가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스테마루와의 사랑이라는 요소는 창작되었는데, 창작된 부분이 강조되어 소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원작과의 차이점은 가구야히메가 편지를 남기는 장면, 천황이
편지를 불태우는 장면, 후지산 전설의 모태가 되는 부분 등의 후일담 장면이 보이지 않는 것
이다. 원작의 의도적인 생략도 애니메이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다
음 절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2) 헤이안시대의 문화반영
다카하타 감독은 저서 『十二世紀のアニメーション(12세기의 애니메이션)』을 통해 일본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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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션의 원류를 고전의 에마키에서 찾고 있기도 하다. ≪가구야히메 모노가타리≫에서는 『초
추기가(鳥獣戯画)』의 토끼가 등장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고, 가구야히메가 에마키(絵巻: 그림
두루마리)를 죽 펼치며 즐거워하는 장면이 들어 있어 에마키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풀어가며
펼쳐진 그림을 감상하는 방식이 갖는 매력에 대해 보여준다. 이러한 장면들은 다카하타 감독
이 에마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이 반영된 예라고도 볼 수 있겠다.
에마키를 보면서 문학작품을 들으며 감상하는 방식은 헤이안 시대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감상 방식으로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그림일기권(絵合巻)에는 『다케토리 모노가타
리』의 그림 두루마기에 관한 언급이 보여, 당시에 『다케토리 모노가타리』가 그림과 함께 향수
되기도 했음을 시사한다. 스마에서 돌아온 겐지가 궁중의 뇨보들 앞에서 잘 그려진 그림일기
를 가지고 좌대신가와 경쟁을 하는 부분에서 모노가타리 속의 인물들에 의한 『다케토리 모노
가타리』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5).
한편, 현대의 독자가 『다케토리 모노가타리』를 접할 때에는 이차원의 공간에 쓰여진 글을
읽고 상상하는 방식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하게 되는데,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반복되는 음악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에서 반복되는 아이들이 부
르는 노래(わらべ歌)는 가구야히메가 달의 기억을 가지고 왔음을 보여 준다. 노래와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 계속해서 모노가타리의 기억의 구조에 관해 살펴본다.

Ⅳ. 달나라의 기억
(1) 가구야 히메의 노래에 인용된 『고금집』의 와카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몇 개의 장면을 통해 ‘달의 기억’이라는 주제가 반복되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모노가타리의 경우, 「衣着せつる人は、心異になるなりといふ。」6)(천녀의 옷을 입
은 사람은 마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라고 하여, 달의 천녀의 옷(天の羽衣)을 입으면 인간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다케토리 모노가타리』 자체가 선
녀 옷 전설(羽衣伝説)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기억에 대한 내용을 노래
(わらべ歌 ,天女の歌)를 통해서 한층 더 강조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천황이 가구야히메의 방에 침입한 사건이 있은 이후, 가구야히메는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남성과 결혼해야 하는 현실에 좌절해서 매일 밤 달빛 아래에서 탄식하며 지내게 되고 마침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자신은 달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한다. 가구야히메와의 이별을 납
득하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무사들을 불러모아 그녀를 지킬 준비를 하는 사이, 할머니와 가구
야히메는 실 잣기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가구야히메의 노래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まわれ めぐれ 돌아라 돌아와라
めぐれよ 遥かなときよ 돌아와라 아득한 날들이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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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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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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めぐって 心を 呼びかえせ 돌아와서 마음을 되불러주길
めぐって 心を 呼びかえせ 돌아와서 마음을 되불러주길
鳥 虫 けもの 草 木 花 새 곤충 짐승 풀 나무 꽃
人の情けを はぐくみて 사람의 정을 품어 길러서
まつとしきかば 今かへりこむ 기다린다고 듣는다면 지금이라도 되돌아갈게요
(ほんとうに、わたしを待つていてくれるのなら、すぐにでも、ここに帰ってきます。)

밑줄 친 부분 「待つとし聞かば、今帰り来む」 은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이별(離別)」부의
첫 번째 노래로 『신편국가대관(新編国歌大観)』의 분류상 노래번호로는 365번에 속한다.
題知らず
立ち別れいなばの山の峰に生ふるまつとし聞かば今帰り来む
在原行平朝臣
제목 불명
서서 헤어져 이나바산 봉우리 소나무지만 기다린다고 들으면 당장 돌아갈게요
(아리와라 유키히라 아손)

작자는 아리와라노 유키히라(在原行平)로 이나바(因幡) 지방의 지방관으로 부임하면서 도읍
의 사람들과 이별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이별」부의 첫 번째 노래로 유명하며, 『햐
쿠닌잇슈(百人一首)』 16번에도 실려있는 노래이다.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는 스즈키 히데오(鈴
木日出男 他)등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待つとし聞かば今帰り来む」として、やはり都の人々との離れがたい思いが切実となってくるというの
である。掛詞の技法を表現の主軸として、都や都人への断ちがたい思いが強調されている7)。
(‘기다리고 계신다고 듣는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역시 도읍의 사람들과 헤어지기 어
려운 심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가게고토바의 기법을 표현의 축으로 하여, 도읍과 도읍에 사는 사람
들을 향한 끊기 어려운 마음이 강조되어 있다.)

애니메이션의 노래가 아리와라 유키히라의 와카를 인용하고 있는 점은 가구야히메 또한 달
세계로 돌아가야 해서 도읍의 사람들과 헤어질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제시하
고 있다고 하겠다. 애니메이션 속에서 이 노래는 가구야히메가 아직 다케노코(竹の子)로 불리
던 시절에 아이들과 뛰어놀다가 아이들의 노래를 받아서 부르는 장면과, 천황의 출현에 당황
한 이후 슬픔에 빠진 가구야히메가 할머니와 함께 부르는 장면에서 두 번 인상적으로 제시된
다.

(2) 연기나는 후지산
한편,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야 하는 슬픔이 잘 표현되는 노래와 함께 이어지는 장면에
서 주목되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가구야히메의 앞에 펼쳐지는 풍경이다. 달이 밝게 떠 있는
밤에 소나무를 배경으로 바다 저편을 바라보는, 손을 잡고 있는 어른과 아이의 뒷모습이다.
어렴풋하게 제시되는 후지산 모양의 산에서는 연기가 나고 노을 진 하늘에 기러기가 떼를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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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급히 날아가는 모습도 보인다. 조금 전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은 바로 발 아래까지 다가오
는 사나운 흰 파도를 마주한 어른과 아이의 모습으로 바뀐다. 밝고 아름답게 빛나던 바다는
높은 쓰나미를 만들어내고 가구야히메의 얼굴은 눈물로 젖는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애니메이션에는 후지산과 관련된 후일담이 없는 점이 특징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원작과 다른 점을 아쉬워하는 의견도 있다. 애니메이션 평론가 오카다 에미코(おか
だえみこ)는「私としてはやはり原作通りの、不老不死の薬を焼く富士の煙で終わってほしかった
とも思う。原作が出来た当時は静かながら活火山だったことを伝えているわが国最古の物語は、
今もなお私たちの想像をゆすり続け、あらたな謎を提示しながら生き続けているのだから。(나로
서는 역시 원작대로 불로불사의 약을 태우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으로 끝났으면 좋았을텐
데라고도 생각한다. 원작이 쓰였던 당시에 후지산이 조용한 활화산이었던 점을 전하고 있는
일본 최고의 이야기는, 지금도 또한 일본인들의 상상을 계속하여 흔들고 새로운 수수께끼를
제시하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8)라고

하며, 후지산 명명 설화와 연결되지 않

는 애니메이션의 결말에 아쉬움을 표한다. 문학작품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의 경우, 결말에는
후지산 명명설화가 언급되며, 마지막 문장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かの奉る不死の薬壺に文具して御使に賜はす。勅使 には、つきのいはがさといふ人を召 して、駿河の
国にあなる山の頂に持てつくべきよし仰せたまふ。峰にてすべきやう教へさせたまふ。御文、不死の薬の
つはもの

壺ならべて、火をつけて燃やすべきよし仰せたまふ。そのよしうけたはまわりて、士どもあまた具して山
へのぼりけるよりなむ、その山を「ふじの山」とは名付けける。その煙、いまだ雲の中へ立ちのぼるとぞ、
いひ伝へたる9)。
가구야히메가 남기고 간 불사약이 담긴 항아리에 편지를 더해서 칙사에게 하사하신다. 칙사로는 쓰
키노이와가사라는 사람을 부르시어, 스루가 지방에 있다고 하는 산 정상에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신다.
그 산 정상에서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신다. 편지와 불사약 단지를 나란히 놓고, 불을 붙여서 태우도록
명령하신다. 그 뜻을 받들어 병사들을 여럿 데리고 올라간 것으로부터 그 산을 “후지산(병사들의 산)”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연기가 아직도 구름 속에 피어오른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소학관 신편일본고전문학전집의 두주 12번은 「富士山の噴火は平安時代に
入ってからも、何度かあった。」(후지산의 분화는 헤이안 시대에 들어와서도 몇 번인가 있었
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고전문학 연구자 하라 쿠니토(原國人)씨는 『다케토리 모노가타
리』는 후지산이 아직 활화산이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심스럽게 작자에
관련된 사실들을 제시하면서 일반적으로 당시의 도읍 교토에 살던 사람들은 후지산의 연기를
볼 기회가 없었듯이 「富士山の噴火というのは一際印象深い事件であった筈(후지산의 분화라는
것은 아주 인상깊은 사건이었음이 분명하다」10)라고 지적하며,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의 결말
부의 서술은 이야기의 작자가 후지산의 연기를 본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했을 것이라는
설명을 제시한다.
한편,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에서 천황이 가구야히메의 편지를 태우는 장면에 대해서는, 진
혼(鎭魂)이라는 측면에 주목한 연구에는 고지마 나오코(小嶋菜温子)가 있다. 고지마는 수호(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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護)와 재앙(祟)의 방지라는 비교민속학적인 시점에서 한국의 소지(焼紙)와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呪術的意義をもつ＜煙＞のあり方から、比較民俗学的に思い浮かぶのは、韓国の焼紙(ソジ)である11)。
(주술적인 의의를 가지는 ‘연기’의 모습에서 비교민속학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한국의 소지이다.)

즉, 본고에서는 애니메이션에는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의 후지산 설화가 생략되어 있지만
후지산이 다른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고전문학연구자이자 『진재후문학론
(震災後文学論)』12)의 저자이기도 한 기무라 사에코(木村朗子)는 가구야히메가 어린 시절에
살던 들판이 황폐하게 변해있는 장면에 주목하여 가구야히메는 「まるで世界が灰色に腐敗して
しまったかのような景色。」13)(마치 세계가 잿빛으로 부패해버린 것 같은 풍경)에 절망한 것
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姫の絶望には東日本大震災の惨禍が重ねられているのだろう。空から
え

俯瞰する画で手をつないだ親子の足元に波がうちよせるショットや海の前に立ち尽くす人の背中
からのショットなど津波をイメージさせる画が入れ込まれている。」14)(가구야히메가

절망하는

모습에는 동일본대진재의 참화가 겹쳐져 있는 듯하다. 하늘에서 부감되는 장면으로, 손을 맞
잡은 부모와 아이의 발치에 파도가 밀어닥치는 숏 장면 등 쓰나미를 상상하게 하는 그림이 들
어가 있다.) 라고 동일본대진재와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한다.
기무라는 후지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본고에서는 쓰나미 장면과 황폐한 마
을이 그려져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어렴풋하게 제시되기는 하지만 연기나는 후지산 장면 또
한 중요한 것으로 그 장면은 후지산이 활화산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원작 『다케토리 모노가
타리』의 결말와 대응되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착목하고 싶다.
제작기간 8년의 이 애니메이션은 작품을 만드는 도중, 2011년 3월 11일에 대형 쓰나미와
지진에 의한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났다.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가구야히메 모노가타리
≫ 는 같은 지브리에서 제작된 작품 ≪바람이 분다(風立ちぬ)≫15)와 2013년 7월 동시 개봉
을 목표로 했지만 약 4개월이 지연되어 11월에 개봉하게 된다. 개봉 직전에 겨우 작품이 완성
된 셈으로 진재 이후 2013년 11월의 개봉 때까지 일본 사회 전체가 동일본대지진의 충격에
잠겨있었던 약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제작자들 역시 진재를 겪으면서 느껴온 점들이 작품
에 녹아있다. 지브리 스튜디오의 프로듀서인 니시무라 요시아키(西村義明)는 이 영화에는 동일
본대진재 이후 다카하타 감독이 느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생각, 「四季もそうだけど、命も生ま
れては死んで、そして死んでは生まれるというひとつのサークルのなかにいるんだという大きな
テーマ」16)(사계절도 그러하지만, 인간의 생명도 태어나서는 죽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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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하나의 서클의 순환 속에 있다라는 큰 테마)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즉, ≪가구야히메 모노가타리≫는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성찰 위에 성립하고 있고, 직
접적으로 쓰나미와 화산폭발을 떠올리는 장면을 삽입하여, 대자연의 위력 앞에서 지상의 사람
들에게 남길 말을 미처 말하지 못하고 생을 놓아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존재를 이 몇 초간
의 두 장면에 의해서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카하타 감독은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스
즈키 도시오(鈴木敏夫)와의 삼자토론에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애니메이션 ≪바람이 분다
≫에서 전투기 제로센을 묘사한 방식에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高畑 これは言っちゃっていいのかな。映画の終盤に変わり果てた大量の零戦が並ぶシーンがありまし
たが、その前に、この大戦で何があったのか、客観描写でいいから描くべき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
ましたね。
宮崎

それは僕も十分考えました。でも、そういうシーンを描くと、アリバイ作りのような気がし

て・・・・・・。それでもうやめようと。
高畑 零戦が殘骸になると同時にまず人間が、あんなに大勢死んだんです。ある一定の年齢より上の人
はともかく 、若 い世代には、あの戦争がどういうものだったか分 かっていない人がたくさんいる。だか
ら、どういう形ででも描いてほしかった。でも宮さんが十分考えた上だとは思った。考えないわけないか
ら17)。
(다카하타: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영화 종반에 아주 몰라보게 변해버린 대량의 제로센이 나란히
놓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이 전쟁(태평양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묘사만
으로도 좋으니 그려야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지요.
미야자키: 그건 저도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런 장면을 그리면,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그만 두려고 했습니다.
다카하타: 제로센이 잔해가 됨과 동시에 우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은 것입니다. 일정한 연령 이
상의 몰라도, (현재의) 젊은 세대는 그 전쟁이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렸으면 했어요. 하지만, 미야(자키)상이 충분히 고려한 위에 한 것이라고 생각했
지만요. 생각하지 않을 리가 없으니까요.)

≪바람이 분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땅에 떨어져 잔해로 남은 제로센의 모습만이 그려졌
는데, 다카하타 감독은 제로센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한 장면이라도 좋으니 표현했
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카하타 감독은 전쟁으로 파괴된 제로센뿐만 아니라 제로센에 사람
이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애니메이션에 확실히 그려야 했다고 말하고 있다. 다카하타 감독의
발언을 ≪가구야히메 모노가타리≫에 놓고 본다면 연기나는 후지산과 바닷가의 쓰나미 장면은
동일본대진재를 ‘객관묘사’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이 장면은 담담히
아무 설명 없이 또한 가구야히메의 조용한 눈물만으로 제시되지만, 여기에는 쓰나미에 의해
피해를 입고 휩쓸려 간 이웃들에 대한 애도가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3) 기억의 파편
이어지는 장면에서 가구야히메는 달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고 노래를 부르던 한 여인을 기억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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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遠いむかし、この地から帰ってきた人が、この歌を口ずさむのを、月の都で聞いたのです。月の羽衣
をまとうと、この地の記憶は、すべてなくしてしまいます。悲しみも、なやみもありません。なのに、歌
うたびに、なみだがひとすじ、その人の目からこぼれるのです。
ああ、いまならわかります。あの人の気持が！そして、なぜ、わたしが禁断のこの地にあこがれ、その
罰として、ほかならぬこの地に、おろされたのかも......。」
「あの人は......あの人もまた、ほんとうは、この地に帰ってきたかったのです。きっと！」
「ああ、帰りたい、いますぐに！」
「아주 오래전에 지상에서 달나라로 돌아온 사람이 이 노래를 읊조리는 것을 달나라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달세계의 날개옷을 몸에 두르면, 이 땅의 기억은 전부 없어져 버립니다. 슬픔도 고민도 없
습니다. 그런데도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한 줄기, 그 여인의 눈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아, 지
금이라면 알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 그리고, 왜, 내가 금단의 이 땅을 동경해서 그 벌로 다
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에 내려오게 되었는지도.......」
「그 여인은......그 여인도 또한 사실은 지상에 돌아오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분명히 !」
「아,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구야히메가 지상에 오기 전에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회상으로 제시된다. 지구에 일
단 내려졌다가 다시 달로 돌아 온 천상의 사람은 천녀의 옷을 입고 지상에서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지만, 곡조 한 가지를 기억해 내고 있어, 그 노래를 읊조릴 때마다 기억의 파편을 이
으며 눈물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광고에는 「かぐや姫の犯した罪と罰」(가구야히메가 범한 죄와 벌)이라고 하여 죄
(罪)의 문제가 캐치프레이즈로 되어 있었다.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에서는 가구야히메가 지상
에 오게 된 이유에는 「罪」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음이 제시되어 있지만, 어떤 죄인지, 구체적
인 이유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다.
いはく、(天人の王)「汝、幼き人。いささかなる功徳を翁つくりけるによりて、汝 が助けにとて、かた
こがね

時のほどとてくだししを、そこらの年ごろ、そこらの黄金賜ひて、身を変へたるがごとなりにたり。かぐ
や姫は、罪をつくりたまへりければ、かく賎しきおのれがもとに、しばしおはしつるなり。罪の限りはて
ぬればかく迎ふるを、翁は泣き嘆く。あたはぬことなり。はや返したてまつれ」といふ18)。
천인의 왕이 말하기를, 「자네, 어리석은 사람이여, 당신은 약간의 공덕을 지녔기에, 당신을 돕기 위
해, 잠시 (가구야 공주를) 보내어, 요 몇 년, 황금을 하사하니, 당신은 부자로 변하였다. 가구야 히메는
(천상에서) 죄를 지으셔서, 이렇게 비천한 당신의 거처에 잠시 머무르신 것이다. 속죄의 기간이 끝났으
므로 이렇게 다시 맞이하려고 왔는데, 당신은 울고 한탄하고 있다. 당치도 않다. 빨리 (히메를) 돌려
보내시오.」라고 말한다.

인용 부분에 제시된 ‘죄’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의문이었다는 다카하타 감독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나름대로의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키네마 준포』와의 인터뷰에서 다카하타 감독은 가구
야히메가 지상에 오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原作に書いてあるとおり、月は清浄無垢で悩みや苦しみがないかもしれないけれど、豊かな色彩も満ち
あふれる生命もない。もしもかぐや姫が 、月で 、地上の鳥虫けもの草木花、それから水のことを知った
ら、そして人の喜怒哀楽や愛の不思議さに感づいたら、地球に憧れて、行ってそこで生きてみたくなるの
1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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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は当然じゃないかなと。19)
(원작에 적혀 있는 대로 달은 청정무구하고 (달에서는) 고민이나 괴로움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풍부
한 색채로 가득찬 생명도 없지요. 만약 가구야히메가 달에서 지상의 새, 곤충, 짐승, 풀, 나무, 꽃, 그
리고 물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리고 인간의 희로애락이나 사랑의 신비에 대해서 느꼈다면 지구를 동경
해서 지구에 와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가구야히메가 죄가 있다면 그것은 지구의 자연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운명
에 대한 슬픔을 알아버린 것이라고 하겠다. 즉, 이 세상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자
연물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이 달세계에서는 죄라는 해석이다. 애니메이션에는 파란
행성 지구를 뒤돌아보는 가구야히메의 모습이 제시된다. 천녀옷을 입고 다시 달로 돌아간 가
구야히메는 지구에서의 기쁨과 슬픔도 다 잊었을지 모르지만, 지구를 바라보며 어딘지 모르게
그리움을 느끼고 나직이 노래를 부르며 희미한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Ⅴ. 나가며
가구야히메 이야기는 제작 기간 중에 일어난 동일본대재해는 작품 속에 재해에 관한 시선을
두게 했다. 선행연구에 지적되어 있듯이 황폐화된 고향의 모습이나 부자가 바다를 바라보는
장면은 쓰나미를 떠올리게 한다. 애니메이션 ≪가구야히메 모노가타리≫에서는 아이들의 노래
가 반복되고, 니카이도 가즈미(二階堂和美)가 부른 생명의 기억(いのちの記憶)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달나라에서 온 가구야히메도 노래를
외우고 있다고 제시되어, 지상에서도 달에서의 기억의 파편을 가지고 있고, 달의 사람들도 지
상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설정이다.
애니메이션에서는 가구야히메가 달나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는 그녀의 뜻과 관련
없이 천황이 그녀를 안아 버렸기 때문인 것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어린 시절의 친구인 스테마
루와의 진정한 사랑을 꿈꾸는 이야기가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본 애니메이션
작품이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을 닮고 있음에 주목했다. 스테마루와의 사랑 이야기는 그 자체가 주제라기보다, 가구야히메
가 지상에서 겪는 소중한 경험들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세상에서 생을 경험
한 후에 떠난 사람들은 가구야히메가 달의 날개옷을 입고 표정이 정지해 버리듯이, 지구에서
느낀 기쁨과 슬픔과 같은 감정들로부터 멀어지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세계에 가 버
린 그들에게도 기억의 파편이 남아 있어서 문득 알 수 없는 노래를 떠올리고 눈물 한 방울을
흘리게 될 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이 제시하는 내용이다.

2014년 6월에 한국에

서의 개봉 당시에는 한국 상황은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사건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애도와
함께 자숙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한일관계의 봉착으로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긴
장감이 느껴지고 있었다. 지명도가 높은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이었지만, 예년의 작품들만큼
큰 소개는 없었으며 시기적으로 여름방학 보다 조금 앞선 6월에 개봉되었다. 국내 개봉 전에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20)와 수채화풍의 영상과 신비로운 음악의 어울림에 대한 소개가 보이
지만, 개봉 이후 “<가구야 공주 이야기>의 저조한 흥행”21)이 조심스럽게 지적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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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작품은 자연과 동심의 세계를 잘 표현해내고 있지만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한 깊이 있는
시선이 포함되어 있어 다소 어려운 면도 있어서인지, 국내 개봉시에는 잔잔한 반향만이 있었
던 듯하다. 개봉시에는 스테마루와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는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되었
는데, 관객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천황을 거절하고, 어릴 때 동네친구이고 가난하지만 자연
을 이용해 살아가는 스테마루와의 자유로운 사랑을 갈망하는 가구야히메의 모습에서 감동을
얻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상황과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본대진재라는 배경을 잊지 않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가구야히메 모노가타리≫의 기억의 수사학은 한국의 상황에도 잔잔
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고 하겠다. 작품을 본 관객의 마음 속에는 사랑하는 딸 가구야히메와
이별해야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심정이 애잔하게 전달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사랑하는 딸아
이를 보내야하는 할아버지의 필사적인 저항과 기절해버리는 할머니의 슬픔, 가구야 히메를 배
웅하는 동네 아이들의 모습은 진도 여객선 침몰이라는 불의의 사고로 가족과 친구들을 잃어버
린 우리 사회의 슬픈 단면과 겹쳐진다.
삶의 시간이 지속되는 한, 죽음에 관한 것은 잊히기 쉽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생을 살아나
가기에 벅차고, 생산과 소비를 축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죽음의 기억은 망각되고 살아있는 사
람들의 욕망들이 사회를 움직여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혼과 기억의 서사가 던지는 본작품
의 메시지는 우리 사회의 삶과 죽음에도 많은 메시지를 던진다. ≪가구야히메 모노가타리≫는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들을 애도하고 기억하는 방식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승천한 가구야히메
는 지상의 기억의 파편을 가지고 있어서 달세계에서도 노래를 읊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러다가 지상을 그리워한 ‘죄’로 지상에 끌어내려지는 ‘벌’을 받고 기쁨과 슬픔과 인간이 겪는
여러 감정을 경험하고 또한 다시 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지상의 사람들도 노래를 부르며 가
구야히메를 영원히 그리워한다. 작품의 창작이 시대와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 작품은 가
구야히메의 승천을 통해서, 재해를 경험한 지상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기억함으로써 진혼하는
방식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가구야히메 모노가타리≫는 가구야히메가 남기는 편지 대신에 노래를 삽입하고, 후지산
전설로 끝맺는 대신, 활화산인 후지산의 연기를 쓰나미를 연상시키는 장면과 함께 제시하고,
달의 여인이 지구를 그리워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또한 『고킨슈』의 와카를 인용한 노래를 반
복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애니메이션이 문학작품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의
결말을 재해석함으로써 원작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진혼이라는 주제를 끄집어 내어 한층 더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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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2분과)-3]

전승 차원에서 본 패러디
-임정진의 고전서사 패러디를 중심으로김미숙(아주대)

목차
1. 서론
2. 원작과 패러디 비교
1) <토끼전> : <토끼간을 찾으러 간 용왕님>
2) <흥부전> : <부자가 된 게으름뱅이 흥부>
3) <古朝鮮(王儉朝鮮)> : <억울한 호랑이를 위한 재판>
3. 왜 패러디가 전승인가
4. 결론

1. 서론
설화는 말 그대로 이야기이며, 이야기는 입으로 전승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개인의 창
작물이라기보다는 민족의 공통 사고가 담겨져 있어, 그 속에는 그 민족의 역사ㆍ풍습ㆍ세계관
을 비롯하여 꿈과 낭만 혹은 생활을 통해 얻어지는 교훈이나 살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는 슬기와 용기 등을 문학적으로 담아낸 흥미와 교훈을 함께 지니고 있는 장르이다.
예전에는 조부모님이나 부모님 등 어른들이 아이들을 끼고 앉아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 해 주
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이런 시간을 통해 관계도 더울 돈독해지고, 아이들은 이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전수받을 수 있어 교육적 차원에서도 좋은 효과를 냈었다. 설화가 이런
과정에서 발달한 장르였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로 넘어오면서 부모 중심의 핵가족 사회로 사회가 변모하고, 산업사회가 도래한
이후 이러한 광경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핵가족화 되니 조부모님과 함께 살기 힘들고, 산업
사회로 변모하여 생계 현장으로 부모가 나가니 이야기를 해줄 존재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게
다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상인 아이들마저 학교로 학원으로 나돌게 되니 어른들이 계시다 해
도 이야기가 진행되는 板이 더 이상 형성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야기를 하던 세대와
듣던 세대가 사라지니 자연적으로 이야기가 사라지게 되었다. 현대라는 사회의 상황이 설화
뿐 아니라 구비문학의 존재 차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도래는 설화의 본질인 집단성과 공동성을
해체하였기에 여럿이 함께 하던 양식이 혼자 하는 양식으로 변하게 하고, 이야기를 즐기면 배
고프다는 인식마저 만들어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생활양식이나 사고
가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야기 속의 일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이
사라지고 깊은 괴리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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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야기, 즉 설화는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기에 그들이 살
아가는 것처럼 살아남아야 한다. 설화가 사라진다면 인간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현상을 초래
하기 때문이다. 설화를 비롯한 구비문학이 생성되게 하는 전통이 사라지고 변모한다면 창조마
저 불가능해 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능 자체가 소멸되게 되어 더 이상 전승할 수 없게 된
다.1)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화를 비롯한 구비문학의 해체나 소멸을 논하고 싶지 않
다. 한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 막을 내린다고 해서 인류는 사라지지 않고 자손을 보아 계속 그
삶을 계승하고 있듯이 설화를 비롯한 구비문학 역시 끈질긴 생명력을 바탕으로 여러 각도로
유지 계승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다양한 아이템으로 부활하고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

의 출간을 비롯한 이야기책의 재탄생, 녹화ㆍ녹음 등을 이용한 보존, 매스컴이란 매체를 이
용해 벌이는 이야기판, 문화컨텐츠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탄생되어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외적인 전승에 해당하는데, 변화무쌍한 현대인들의 삶의 양식을 고스
란히 담아내려면 내적인 전승방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다시
말해 어떤 문학적 장치를 활용해 서사를 전개시키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위의 외
적 전승방식 중 출간 부분에 관심을 두고, 내적 전승에 대해 그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아볼
까 한다. 출간으로 전승하는 방식을 다른 외적 전승방식 중 가장 생동성이 사라지고 박제화된
모습이기는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책을 접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방식은 의외로 대중
적이며 중요하기까지 하다.
외적 전승방식 중 출간방식을 통해 전통을 유지하고 전승시키려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나이에 맞는 책을 접해야 한다. 전래동화로 출간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른용 소설에 이르
기까지 나이와 수준에 맞는 단계로 이해 정도에 맞는 저서를 읽어야 한다. 이 출간의 근간은
선조들에게서 구비전승 되어오던 설화가 될 것이다. 내적 전승 방식의 하나로 설화의 서사를
그대로 간직한 채 살을 붙인 방식인 ‘다시쓰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다시쓰기의 경우 선조들이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전승하게 되어 문화유산 등이 고스란히 전승된다는 이점이 있지만, 과
거와 현대의 문화적 괴리가 두드러져서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약점도 있다. 오히려 선조들
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다 오히려 더 멀리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다시쓰기와 달리 패러디는 원전을 비틀거나 이야기를 확장시켜 새로운 느낌이 들도록 변
화2)시킨 양식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하듯, 삶의 환경이 변하면 삶의 방식이 바뀌기
마련인데 그럴 경우에 이에 대한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패러디는 새로운 방식은 아니
다. 삶의 환경이 변했다고 반드시 새로운 방식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패러디는
새로운 양식이 아니라 창작 아닌 재생산reproduction을 바탕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양
식으로, 잘 알려진 고전서사를 모티프로 하여 현대적인 옷을 입히거나 복제를 통해 텍스트를
뒤집고 해체하여3)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성에 힘입어 패러
디가 설화를 유지 전승시키는 차원의 양식으로 보고 이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1) 이와 같은 고민을 한국구비문학회에서 학술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함께 한 바가 있다. 연구자들의 이러
한 고민은 이 학회에서 발행한 口碑文學硏究 第15輯, 2002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2) 고선주, ｢번역 그림책에 반영된 시대문화｣, 어린이 문학교육 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어린이문학교
육학회, 2011, 12쪽.
3) 위의 논문,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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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작과 패러디 비교
패러디를 전승의 차원에서 서술하려면 우선 원작과 이를 패러디한 작품을 비교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패러디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패러디는 ‘차이를 통한 반복’4)이라는 허천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의도적으로 모방하는
행위를 통해 원작을 뛰어넘어 한 시대를 표방하는 재생산적 역할을 하는 문학적 장치이다. 이
용어는 Parodia를 어원으로 하여 만들어졌는데 para와 odia가 합성된 단어이다. 여기에서 접
두사인 para는 ‘대응하다’라는 대조의 의미와 더불어 ‘밀접하다’라는 의미에서 오는 친밀함이
라는 의미도 동시에 함유하고 있다. 앞의 의미에만 관심을 가지면 원전과의 단순 대조에 그쳐
눈에 보이는 차이만 보게 되므로 원전의 희화화에 이르게만 하여 지극히 부분적인 기능을 수
행하게 된다. 반면 뒤의 의미에 집중하게 되면 원전과 패러디된 텍스트 사이의 반복과 차이를
더욱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게 하기 때문에 확장된 기능 수행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패러디를 이끌어가는 힘을 정여울은 ‘보수적 충동’과 ‘변화의 충동’이라 명명하였
다. 그에 의하면 보수적 충동은 대중은 옛이야기의 매력이나 익숙한 이야기의 편안함을 잊지
못해 과거의 작품을 모방하고 반복하려 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또한 변화의 충동은 끊
임없이 옛 것과 새 것 사이의 차이를 생성해 내고자 하여 지속과 변화라는 이중 전략을 통해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극복하고, 예찬하면서도 해체하려는 데에서 매력을 찾는다고 한다.5)
정여울의 이러한 견해는 위에 서술한 부분적 기능 수행과 확장된 기능 수행에 해당하는 것
이다. 현재는 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과거가 있지 않으면 오늘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생활양식은 상당 부분 변화하여 옛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많아
많은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으니 과거와 현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차원에서 전통의 연결, 직접적으로 말해 문학 작품을 현대에 맞는 옷을 입혀
과거와 현재의 교량 역할을 해서 전통을 전승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패러디를 눈여겨 본 것
이다. 그간의 연구 현황을 보면 서양의 전래동화나 설화 등을 패러디한 작품을 토대로 연구한
연구가 많았는데,6) 이 연구들 중에서 패러디를 전승차원에서 볼 이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눈 여겨 보는 연구자들이 없었다는 데에 기인한다. 또한 원작을 패러디한 작품의 경우 외
국 작품을 대상으로 패러디한 텍스트들은 많으나 우리의 고전서사를 패러디한 경우는 매우 드
물다.7) 이중 임정진의

상어를 사랑한 인어공주 라는 패러디 동화집 속에 들어있는 세 편의

고전서사를 텍스트로 선정하여 원전과의 대비를 통한 패러디라는 문학 장치가 어떻게 과거를
현대로 전승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4) Hutcheon, Linda, A Theory of Parody: The Teachings of Twentienth-Century Art Forms.
(김상구ㆍ윤여복 옮김, 패로디 이론 , 文藝出版社, 1992, 36쪽.)
5) 정여울, ｢고전은 왜 끊임없이 패러디되는가?-패러디의 마법｣, 정여울의 문학멘토링 , 이순, 2012, 58
쪽.
6) 곽향림, ｢아동 문학에서의 패러디(Parody)의 교육적 활용｣, 幼兒敎育學論集 제1권 제2호, 1997; 배
수찬, ｢고전문학교육 연구의 방향 설정을 위한 試論-고전의 패러디를 중심으로-｣, 선청어문 제 32
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2004; 최윤정, ｢패러디 동화의 현대적 의미와 문제점-｢인어공주｣를 중
심으로｣, 동화와 번역 제15집,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연구소, 2008 등 다수가 있다.
7) 바바라 G. 워커, 박혜란 옮김, 흑설공주 이야기 , 뜨인돌, 1998; 임정진, ｢상어를 사랑한 인어공주｣
ㆍ｢벌거벗은 사기꾼｣ㆍ｢늑대와 멧돼지 세 자매｣, 이상 상어를 사랑한 인어공주 , 푸른 책들, 2004;
노경실 외, 어린이를 위한 흑설공주 이야기 , 뜨인돌 어린이, 2006; 엘렌 잭슨, 이용옥 옮김, 신데룰
라 , 보물창고, 2007; 노경실 외, 어린이를 위한 흑설공주 두 번째 이야기 , 뜨인돌 이야기, 2010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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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끼전> : <토끼 간을 찾으러 간 용왕님>8)
<토끼전>은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설화룰 바탕으로 풍자적 주제와 소재로 재구성한 우화소
설이다. <토끼 간을 찾으러 간 용왕님>은 이 작품을 원전으로 하여 원텍스트에서 제시한 문제
를 현대에 맞는 시각으로 패러디하여 교체시켜 새로운 텍스트로 재생산한 작품이다. 이 두 작
품의 주요 서사구조는 공통적인데, 원전과 패러디 작품의 공통 서사구조를 추출해 보면 다음
과 같다.
ㄱ. 용왕님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백약이 무효하다.
ㄴ. 의원이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처방을 한다.
ㄷ. 육지로 가서 토끼의 간을 구하러 돌아다니다.
ㄹ. 고생 끝에 토끼를 찾아 용궁으로 데려가다.
ㅁ. 토끼의 간을 꺼내 약으로 쓰려 했으나 약은 토끼에 의해 무산되다.
ㅂ. 토끼의 간으로 용왕님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지만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병이 치료되다.

두 작품의 공통 서사구조는 위와 같이 똑같지만 두 작품의 생성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의 작품에 나타난 줄거리가 지향하는 시대적 관점은 매우 다르다. 이를 도표로 하여 알아보겠
다.
서사구조
ㄱ

<토끼전>

<토끼간을 찾으러 간 용왕님>

과도한 주색잡기로 인해 병에 걸려

탐식과 운동부족으로 인해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

앓아눕다
의원이 자신의 처방을 듣지 않아 병이

의원들이 백약이 무효하나 토끼의
ㄴ

생간을 바로 먹으면 낫는다는
처방을 내리다

ㄷ

ㄹ

ㅁ

충성스런 별주부 자라가 대신
육지로 토끼 간을 구하러 나가다

건강한 토끼의 간을 이식해야만 하되
직접 구해야 효험이 있다고 처방하다
의원을 임시 용왕으로 앉혀두고, 자라를
대동하고 육지의 시장에서 토끼를

별주부 자라가 산천을 뒤져 토끼를

구매하다
도망친 토끼를 잡으러 다니느라

찾아내 감언이설로 꼬여 용궁으로

뛰어다니고 직접 캔 나물로 식사를 하다

데리고 가다
토끼가 자신의 간은 넣다 뺐다

자라가 짠 그물로 토끼를 잡다

하는데 급히 오느라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한다

ㅂ

심해진 용왕에게서 벗어날 마음으로

장기기증을 해서 함부로 줄 수 없다고
한다.
토끼를 잡느라 뛰어다닌 것이 운동이

자라의 충성에 감복한 화타가 준

되었고, 먹을 것을 사러 갈 시간이

약으로 용왕이 건강을 되찾다

아까워 나물을 캐 먹느라 채소 공급이
되어 건강해졌다

8) 각각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김기동ㆍ전규태 편, <토끼전>, 한국고전문학 100 8, 서문당, 10쪽
-53쪽; 임정진, <토끼 간을 찾으러 간 용왕님>, 상어를 사랑한 인어공주 , 푸른책들, 2004, 67쪽-8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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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흥부전> : <부자가 된 게으름뱅이 흥부>9)
<흥부전>은 작자ㆍ연대 미상의 고전소설로서, 욕심 많은 형 놀부의 구박에도 불구하고 이를
착한 마음으로 이겨낸 동생 흥부의 부자 되기 서사로 진행되는 작품이다. <부자가 된 게으름
뱅이 흥부>는 이와는 시각을 달리하여 재생산한 작품 형이다. 놀부가 게으른 동생의 사람 되
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못된 형 노릇을 자처하여 동생을 내쭟은 뒤에 거대한 박을 이용한 아
내의 기지로 부자가 된 후 부지런해진 흥부를 보고 숨겨두었던 재산을 돌려주지만 돈 쓸 새가
없어 더욱 부자가 되었다는 서사로 진행된다. 이 두 텍스트는 형인 놀부는 부자이고 동생인
흥부는 가난하다는 것과 흥부에게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주어 이를 이용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
말고는 공통서사가 없다. 하지만 그것이 원본과 패러디본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서사에 해
당한다.
ㄱ. 형 놀부는 부자이고, 동생은 가난하다.
ㄴ. 제비가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주어 이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다.

이 텍스트들은 하나는 원전이고 하나는 패러디 작품이지만 공통서사는 둘 밖에 없는 반면
무척 많은 시대적 변화가 담겨 눈길을 끈다.
<흥부전>

<부자가 된 게으름뱅이 흥부>

못된 짓만 일삼는 형 놀부가 동생 흥부를

처음부터 형제가 따로 살며 서로 경원시

내쫓다
형에게 내쫓겨 처자를 데리고 산 밑에

한다

움파고 살며 먹을 것이 없어 애태우다 형을

탁발 온 스님이 너무 가난한 흥부에게

찾아갔다가 퇴자 맞고, 부부가 품 팔아

제비를 돌보면 복이 있을 거라며, 단

살라하나 여의치 않아 매품이라도 팔려하니

부지런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한다

이마저 할 수 없었다

제비가 찾아와 담벼락에서 새끼를 낳자 그
밑에서 복 주기만 기다려도 복을
주기는커녕 똥만 싸자 흙벽을 쳐서
무너지는 바람에 제비집이 떨어져 제비들이

어느 날 제비가 날아와 집 짓고 새끼 낳고
살다 이무기가 나타나 새끼 한 마리 남기고
다 잡아 먹었다

이사갔다.
다음 해 봄에 벽을 튼튼히 고쳤더니 제비가
알을 낳고 박씨를 물어다 준 것을 심고는
좋아만 할 뿐 물을 주지 않아 박덩굴이
말라죽다
다음 해 다시 박씨를 물어다주자 이번엔
너무 많이 주어 뿌리가 썩어 죽다
1년 후 지붕을 고치라는 아내의 말에
박씨를 돌봐야 한다고 무시하다 태풍이
불어 비에 젖은 지붕이 무너져 유난히 큰

9) <흥부전>, 흥부전ㆍ심청전 , 하서출판사, 2005, 7쪽-110쪽; 임정진, <부자가 된 게으름뱅이 흥부>,
상어를 사랑한 인어공주 , 푸른책들, 2004, 83쪽-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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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 떨어져 깨져버렸다
다음 해엔 지붕도 고치고 벽을 살피고
농사를 배워 박 키울 준비를 마치자 다시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어 잘 자랐다
한 아름이 넘는 박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구경 오자 아내가 국밥을 끓여 팔아 번
돈으로 배를 곯지 않고 살았으며, 바가지를
팔라고 선금도 받다
박을 딸 때가 되어 박을 탔더니 모두
살아남은 새끼가 제비왕에게 말해 박씨를
얻어주어, 그 박을 심었더니 그 속에서

박씨와 박 속 뿐이다
속이 상한 흥부가 실망해 꼼짝을 안하니,

금은보화, 고대광실, 미인이 나와 부자가

아내가 흔치 않은 박이라 좋은데 쓸 수

되었다

있겠다고 생각해 남은 박을 농산물
품평회로 가지고 가다
품평회에서 1등상을 받아 심사위원들에게
연구용으로 팔고, 바가지도 팔고, 박씨도
팔아 번 돈으로 흥부 부부는 수박농사를 잘
지어 부자가 되었다.

동생 부부가 박씨로 인해 잘 산다는 말에
형 놀부가 찾아와 횡포를 부리고 돌아가 더
부자가 될 욕심에 멀쩡한 제비 다리를

흥부가 부지런히 일하며 산다는 소식을
들은 형 놀부가 아버지 유산을 돌려주어

부러뜨렸는데, 이듬해 제비가 가져다 준
박씨를 심어 나온 박으로 인해 알거지가 된

이미 부자가 된 흥부가 일하느라 바빠 돈
쓸 시간이 없어 더 큰 부자가 되었다

것을 동생 흥부가 데려다 자기 재산을
나눠주어 함께 잘 살았다

3) <古朝鮮(王儉朝鮮)> : <억울한 호랑이를 위한 재판>10)
<고조선(왕검조선)>은 주지하다시피 <단군설화>를 말하는 것이다. 환웅이 고조선을 세우고
곰과 호랑이 중 시험을 이겨낸 곰과 혼인하여 단군왕검을 낳고, 단군이 왕이 되어 다스리다
신선이 되었다는 서사구조로 되어있다. <억울한 호랑이를 위한 재판>은 <고조선(왕검조선)>와
공통서사구조는 전혀 없고 마치 후일담처럼 구성되어 있고 캐릭터만 그대로이므로 각각의 서
사구조를 서술하도록 하겠다.
古朝鮮(王儉朝鮮)

<억울한 호랑이를 위한 재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부인 3개를 들고

호랑이가 단군에게 재판을 신청했는데,

신단수 밑에 내려와 나라를 세웠다

피고가 환웅이고 증인이 웅녀이다

범 한 마리와 곰 한 마리가 사람이 되고자

호랑이는 환웅의 시험이 형평성을 고려하지

10) 一然, 이민수 옮김,<古朝鮮(王儉朝鮮)>, 三國遺事 , 을유문화사, 1999, 50쪽-53쪽; 임정진, <억울한
호랑이를 위한 재판>, 상어를 사랑한 인어공주 , 푸른책들, 2004, 105쪽-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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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고 100일간

않은 부당한 것이었다고 계약위반이라고

해를 보지 말라고 하다
범과 곰이 이것을 받아먹고 삼칠일 조심한

고발했다
단군이 환웅에게 확인하고 웅녀에게

곰은 사람이 되고, 조심하지 않은 범은

물어보아 호랑이 말이 맞음을 확인하니

사람이 되지 못했다
사람이 된 웅녀가 단수 밑에서 아기 배기를

환웅이 경솔했던 것을 반성하다
단군이 환웅에게 호랑이를 사람으로

축원해서 환웅이 혼인하여 아들을 낳아

변신시켜주라는 판결을 내리다

단군왕검이라 했다

호랑이는 사람이 되기 싫다면 환웅이
세상에 사과하고 호랑이가 살기 좋도록

단군이 평양성에 도읍하여 조선이라 하고

산을 울창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 산신이

받아들여지니, 다른 동물들에게 박수 받으며

되었다.

당당하게 돌아가다
환웅은 판결대로 사과하고 산을 울창하게
만들어 부하들에게 산을 돌보게 하다

3. 왜 패러디가 전승인가
어떤 민족이 존속하는 한 그들의 의식ㆍ역사ㆍ문화ㆍ예술 등은 유지되고 있고 계승되어야
그 민족은 살아남게 된다. 하지만 산업사회의 영향으로 인해 문물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대로 보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외형은 영상기술과 채록 등의 기록으로 보존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내면, 즉 의식의 변화는 날로 변해가는 현 시점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일
이라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몹시 어렵다.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자연히 삶에서 멀어지
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결국 전승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현대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
하여 민족의 삶을 계승하려면 기록과 영상으로 보존함과 더불어 현대라는 옷을 입혀 이를 전
승시켜야 그 민족의 유산이 계승될 것이고, 그 민족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예술, 특히 문학이란 장르가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에 알맞은 장치를 가지고 있다. 앞 장
에서 알아본 것처럼 고전 서사 작품에서 벌어지는 양상들은 이전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일은 거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흥부전>의
경우, 아무리 먹을 것이 없기로 차라리 노숙자가 되고자 하지 누가 매품을 팔려할 것이며, 형
의 부당한 행위를 그대로 참고만 있을 것인가. <古朝鮮(王儉朝鮮)>의 경우, 호랑이의 말처럼
환웅의 처사는 분명 불법이지만 어느 누가 감히 왕의 행위에 거역할 수 있단 말인가. 고전 서
사에는 당대 사회의 의식과 현실이 담겨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현대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난
감한 사안들이다.
본고에서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선택한 각각의 원전들을 고전서사라고 표명했지만 이 텍스트
들의 근원은 이야기, 즉 설화이다. 설화에는 인간이 체험한 삶의 모습, 즉 내면에서 바라본 인
간의 삶의 모습이 담겨있다.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것이다. 엘리아데는 이러한
것들이 인간 행동의 모형들이고, 이를 통해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가 제공된다고 한다.11) 삶의
11) 그는 통과의례라는 제의를 통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자세한 것은 Birth and Rebirth, Harper and
Brothers(New York), 1958( 탄생과 부활 )과 Myth and Reality, Harp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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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가치는 옛 것에서 참고할 수 있지만 이대로 실행에 옮기기에는 사회 변화로 인한 여러
장애가 뒤따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고전서사에 있고, 패러디를 활용하면 전
승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고전서사는 내면의 심리상태를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 이를 외부로 드러나게 하여 이해 가능
한 것으로 만드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고전서사는 다분히 도덕적인 성향으로 기술되어 독자
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 한다. 현실과 다른 현상을 만나는 심정 역시 마찬가지의 감정을 느
끼게 된다. 이러한 과거와 현실의 시대적 괴리감을 보완하여 표현할 수 있는 문학 장치가 바
로 패러디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허천은 패러디를 차이를 통한 반복이라 하였다. 이 말은
옛 것을 전승해야 하는 일에 가장 알맞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지속과 변화
라는 이중적 전략이라는 정여울의 견해나 원전이 부분적 기능 수행이고 패러디가 확장적 기능
수행이라고 본 본고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점이 패러디를 전승의 방법으로 보는 이유
이다. 설화를 비롯한 고전서사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답이 암시적으로 들어있다. 부
르노의 언급처럼 여기에는 제대로 위로 받을 수 없는 순간에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고전 서사의 세계관과 독자의 세계관이 같기 때문이다.12) 동서고금을 관계없이 인간은 자신의
사고와 일치하는 이야기에 감동을 받지 타인의 방식으로 그러지 못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 패러디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장르에서 패러디를 활용하는 것이다. 고전 서사
의 공상에 가까운 막연한 결말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결말이 난다는 특성 역시 패러
디를 새 옷으로 갈아입은 전승 차원에서 보는 한 이유이다.

4. 결론

Brothers(New York),
1963.(李恩奉 譯, 신화와 현실 ,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1998.)을 참
고하기 바람.
12) Bettelheim, Bruno, The Uses of Enchantment: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fairy
tales.(김옥순ㆍ주 옥 옮김, 옛이야기의 매력 1, 시공주니어, 2006,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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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2분과)-2]

현대소설에 나타나는 애정 전기소설의 흔적 찾기
- 이순원의 「은비령」을 중심으로
신희경(성신여대)
- 목차 1. 서론
2. 고독한 존재-나와 선혜
3. 기이한 공간-은비령
4. 슬픈 사랑과 운명-바람꽃
5.「은비령」에 나타나는 애정 전기소설 흔적 찾기의 의미

1. 서론
남녀간의 사랑과 연애는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 모두에 흔한 소재이다. 이는 인간의 사랑
이 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고전 소설의 경우,
사랑은 영웅 소설에서 영웅성의 완성을 위한 장치로 주인공의 결연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농염한

에로티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중에서도 연애와 사

랑의 문제를 가장 핍진하게 다루고 있는 고전소설의 장르는 애정 전기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간의 애정’이 애정 전기 소설의 양식적 특징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애정 전기소설은 ‘奇異’한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소설이다. 애정 전기 소설의 애정은 고독
한 주인공들의 일상적이지 않은 사랑의 경험으로 구현되며 애정을 성취하지 못하는 비극적 결
말을 특징으로 한다. 더욱이 애정 전기 소설에 나타나는 남녀간의 사랑은 사랑 그 자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인간의 존재와 세계관에 대한 성찰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소
설사적 의의를 가진다.
고전 소설 중에 사랑과 연애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장르가 애정 전기 소설이라면 현대 소설
에서는 사랑을 통해 한 시대의 도덕률이나 새로운 가치의 생성을 보여주는 대중 연애 소설을
꼽을 수 있다. 대중 연애 소설이 개인의 주관적인 욕망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질서가 마
주하는 접점에서 인간의 가치 탐색을 시도1) 한다는 점에서 사랑과 연애에 사회적 의미를 부
여하는 것은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본 논문은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에 나타나는 사랑 혹은 애정의 의미가 갖는 공통점에 주목
하여 애정 전기소설 분석 방법을 현대 소설 「은비령」2)에 적용함으로써 애정 전기 소설의 흔
적이 현대 소설에 존재하는 모습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은비령」의 사랑이 기이한 공
1) 진선영, 「한국 대중 연애서사의 이데올로기와 미학」, 이대 박사논문, 2011. p.15~17
2) 은비령」은 1997년 42회 현대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이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본 논문의 「은
비령」은 『제 42회 현대문학상 수상 소설집』(1997) 본을 텍스트로 하며 인용 페이지는 이 책을 기준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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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과 두 사람의 사랑이 남녀관계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인간의 삶과 가치를 숙고하게 한다는 점에서 애정 전기소설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고전 소설이 실상은 우리 민족의 삶의 자세와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남녀간의 사랑과 그에 따른 시련과 극복’의 방정식 대부분도 역시
우리 고전 소설의 혼사 장애 모티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3)는 논의에 힘입은 바가 크다.
지금까지 고전소설의 전통성과 대중화의 문제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고전 소설을 원텍스트로
하여 변용한 현대 소설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4). 그러나 「은비령」에 나타나는 애정
전기소설의 흔적을 탐색하는 본고의 연구 방법은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전 소설
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드러내보이고자 한다.5) 이러한 작업은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의
공통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고전 소설의 현대적 전승의 흔적을 밝히는 또 다른 방향을 제시
할 것으로 기대한다.

2. 고독한 존재-나와 선혜
애정 전기 소설의 주인공이 가지는 가장 특징은 고독감이다. 인물의 고독감은 세상과 불화
하는 처지의 다른 이름으로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능력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거나 그 능력
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갖게 된다. 이처럼 사회와 불화한 고독한 인물이 자신을 알아
주는 (혹은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는 면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知己와의 만
남이라고 한다.
「은비령」의 ‘나’는 아내와 별거중이다. ‘나’의 별거는 아내가 갖고 있는 신분 상승에 대한
집착과 욕망으로 인해 ‘나’가 가지고 있는 글쓰는 직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결과이다.
‘나’는 아내와 타협점을 찾을 수 없었고 이는 ‘삶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
3) 임치균, 「고전소설의 대중화 문제」, 한국학중앙연구원,『정신문화연구』제25권 제 1호 통권 86호,
2002. p.210
4) 현대 소설이 고전 소설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변용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작품을 대상으
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신선희, 『우리 고전 다시 쓰기 : 고전 서사의 현대적 계승과 장르적 변용 』, 三英社, 2005.
심치열,「<구운몽>의 현대적 계승과 변용 연구 : 한승원의 <꿈>을 중심으로」, 한국 고소설학회,『古小
說
硏究』제16집, 2003.
---,「「심청전」의 또 다른 이야기 형상화 : 심청에서 렌화, 로터스(lotus), 렌카로 살아가기」, 돈암어
문학
회,『돈암語文學』제21호, 2008.
임금복,「고전문학의 현대적 계승과 장르적 변용 연구 : 박상륭의 소설 <칠조어론>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
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제22호, 2004.
전영선,「고전소설의 현대적 전승과 변용」,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01.
전흥남,「채만식의 「허생전」에 나타난 고전소설의 현대적 수용과 변용」, 국어국문학회,『국어국문학』
109, 1993.
고전 소설의 현대적 전승과 변용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은 현대 소설에 수용된 고전 소설의 양상과
의미를 밝힘으로서 고전 소설이 가진 우리 문학의 근원으로서의 가치를 규명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
다.
5) 작가 이순원이 애정 전기소설을 염두해 두고 작품을 썼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논의가 가능한 것은 사랑의 의미와 결연의 기이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 소설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본 논문과 같은 연구 방법을 적용한 최근의 성과로는 조상우, 「<布衣交集>과 <아내가
결혼했다>의 스토리텔링 비교연구>」, 동양고전학회,『東洋古典硏究』28집, 2007. 탁현숙,「한문 단편
「驟雨」와 근대 단편소설 「메밀꽃 필무렵」의 관련 양상」,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16,
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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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와의 불화는 별거로 이어졌고 아내가 아
이의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불화는 고조된다.
사랑은 일상과 구별되어 통상적인 책무를 부여받지 않지만 이것이 결혼으로 연결되었을 때
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제도6)가 된다. 이렇게 형성된 가족은 근대 이후 집단 소속을 떨
쳐낸 불확실한 개인이 안정감과 지속성을 보증하는 대안7)이다. 근대 이전의 개인이 계급적 위
상에 걸맞는 지위를 획득하는가의 여부가 인물의 정체성에 관련되어 있다면 근대 이후의 개인
의 정체성은 가족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원인
이 개인적인 성격 차이라는 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나’가 제도 안에서 불안정한 인
물임을 보여준다. ‘나’의 가족 해체 경험은 현대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볼 때 ‘나’는 애정 전기소설의 고독한 인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처지의 ‘나’는 또 다른 고독한 존재로서 선혜를 만난다. 선혜는 죽은

친구의 아

내이다. 그 친구는 ‘나’와 은비령에서 같이 고시공부를 하면서 청운의 꿈을 키웠고 후에

안정

된 직장을 가지지만 격포에서 사고로 죽게 된다. 친구의 아내인 선혜는 처음 만났을 때 “햇빛
아래 하얗게 이가 부서지게 웃고 있”는 행복한 모습으로 ‘나’에게 기억된다. 그리고

행복한

그녀의 모습은 남편의 사망 후 그녀의 고독감과 불행을 극대화하는 기제가 된다.
부인과의 불화로 별거 중인, 더구나 삶의 방식을 인정받지 못하는 ‘나’와 남편의 사망으로
행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일로 직장에 와서까지 일을 해야 하는” 선혜의 만남은 고
독한 존재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애정 전기소설의 주인공들과 닮아 있다. 이러한 소외의 동
질감은 결연의 진지함을 보상하는 심리적인 토대와 결연을 감행할 수 있는 계기8)가 된다.
애정 전기소설주인공의 사랑은 그 대상이 이미 죽은 사람이거나, 집안의 허락을 받지 못한
채 만남을 이어가거나, 다른 신분 등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여러 정황으로 인해 비극을 내포
하고 있다. 이렇게 애정 전기소설에서 고독한 주인공의 사랑은 윤리나 규범, 사회적 인식과
관련된 갈등으로 나타난다.
「은비령」의 ‘나’와 선혜의 만남은 이혼을 앞두고는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유부남인 ‘나’와
친구의 부인과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사회 통념상으로나 윤리적 측면에서도 인물의 내적 ·외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다 가을에 떠났던 20일간의 서역 여행 중 처음으로 나는 여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아이나 어머니가 받지 않고 여자가 받았다./「지금 막 돈황에 도착했습니다. 모두들
전화를 거는데, 저도 누구에겐가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여긴 지금 막 저녁이 되었습니
다. 전화를 받기가 곤란하면 끊구요.」/「아뇨, 잘하셨어요.」/「어쩌면 선혜씨한테 그 말
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멀리 왔는지도 몰라요, 나는...」9)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나’는 그녀에게 멀리에서 전화를 걸었으며, 전화를 걸었을 때 아이
나 어머니가 받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나’가 그녀와의 사랑
에 망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결연을 향한 욕망과 그것을 일탈로 규정하는 사회규범 사
이에서의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6) 안소니 기든스, 황정미 外 옮김,『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2003.
7) 울리히 벡 外, 강수영 옮김,『사랑은 지독한(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혼란』, 새물결, 2002.
8) 이정원,「조선조 애정전기소설의 소설시학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2003. p.51
9)「은비령」, pp.65~66. (강조-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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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 현실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혜를 “깊이 사랑하게”되면서 자신의 내
면과 연애 감정을 드러낸다. 애정 전기 소설에서는 대화를 통해 표현하기 어려운 사랑과

감

정상태를 표현하는 매개체가 등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詩와 편지인데 주인공들이 이러한 매개
체를 통해 깊은 정신적 교감과 유대감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은비령」에서 이러한 역할은 ‘엔야’가 하고 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아내와의 갈등으로 고
독하고 외로웠던 ‘나’에게 ‘엔야’는 혼자 있어도 선혜와 함께 하고 있는 듯한, 그리고 함께 하
고 싶은 마음을 대변해주는 매개체이다. 더구나 ‘엔야’는 두 사람이 가진 반규범적 요소들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죄책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매개체이기도하다. 죽은 친구의 아
내 혹은 죽은 남편의 친구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만큼이
나 부담스러운 감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하고자하는 의지는 엔야를 들으
면서 사막을 여행하고 여행 중에 선혜를 떠올리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드러난다.
노래를 들으며 여자의 눈을 바라볼 때 이상하게 나는 여자와 함께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지와는 또다른 그 어딘가를 찾아 모래언덕 같은 흰 소금산을 지나 끝없는 여행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느낌을 여자에게 이야기 했다. 이렇게 앉아 저 음
악을 들으니까 선혜씨와 함께 어딘가를 찾아 끝없는 여행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아마
여자도 내가 말한 그 어딘가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금방 읽었을 것이다.10)

이처럼 서로에 대한 감정과 친구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덜어내고 자유롭고 싶은 감정을
두 사람은 ‘엔야’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또한, 시와 편지는 작품에 삽입되어 등장인물의 정황을 비유적이고 암시적으로 드러내면서
복선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개령동 속에서 봄시름을 끌어 안고
꽃 지고 꽃 피면 갖은 근심 느꼈다오
처나라 무협의 구름 속에서 그대를 못 보고
소상강 대나무 아래서 눈물이 고였어라
맑은 강 따스한 햇볕 아래 원앙은 짝을 이루고
푸른 하늘에 구름 걷히니 비취새 노니누나
이제 한 마음으로 칭칭 실을 맺었나니
비단 부채처럼 가을을 원망 말게 하여주오11)
「만복사저포기」에서 여인이 양생을 위해 지은 작품이다. 자신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노래하
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이별의 정황을 암시하고 있다. 더욱이 비단 부채를 통해
여인이 양생과 헤어지게 될 것임을 알게 해 준다. 이는『위경천전』에서 소숙방이 위생을 전쟁
터로 떠나보내는 술자리에서 노래한 臨江仙과 『운영전』의 賦煙詩를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이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10) 「은비령」, pp.27~28.
11) 開寧洞裏抱春秋, 花落花開感百憂, 楚峽雲中君不見, 湘江竹下泣盈眸,
晴江日暖鴛鴦並, 碧落雲銷翡翠遊, 好是同心雙綰結, 莫將紈扇怨淸秋
「만복사저포기」, 김시습, 심경호 역,『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0.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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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비령」에서

신비롭고 몽환적인 엔야 음악은 그 특징과 함께 “어디에도 있는 길”, “끝없는 여행”, “성지
순례” 등의 서술로 작품의 결말과 연관된다.
또한,

전기소설에서 시외 편지는 의사소통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무산 열두봉에 안개가 겹겹인데
반쯤 드러난 뾰족 봉은 자색빛 비취빛 쌓였구나
초양왕의 외로운 베갯 꿈이 안쓰러워
선뜻 구름과 비 되어 양대로 내려오니12)
「이생규장전」에서 이생이 최랑에게 건넨 편지이다. 이 편지를 통해 이생과 최랑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만남을 가지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은비령」의 전화 메시지는 또 다
른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전화 메시지는 ‘나’의 행선지를 선혜에게 알려
주는 도구이다. 하지만 단순히 행선지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숨은 마음까지도 이
해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매개체이다.
여자도 나도 그에 대한 어떤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곳. 나는 지금 은비령으로 가
는 길 위에서 엔야의 노래를 들으면서 엔야의 노래 제목대로 <어느 곳에도 있는 길>을 따라
그를 찾아 가고 있는 것이었다. -중략- 「저는 지금 서울을 벗어나 은비령으로 가는 길 위
에 있습니다. 봄인데도 그곳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돌아와 따뜻한 눈 소식을 전하겠습니
다. 이 메시지는 토요일 오후 세시 이십분, 길 위에서 입력합니다.」/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자의 몫이었다. 길 위에서 눈 소식을 들은 내겐 은비령으로 가는 길과 격
포로 가는 길이 다르지 않아도 여자에겐 두 곳의 의미가 삶과 죽음의 의미만큼 달라야 하
고, 또 다를 것이다.13)
은비령은 선혜와의 사랑을 죽은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행선지이다. 나는
이 때문에 친구가 죽은 격포가 아닌 친구와 처음 만난 은비령을 택한다. 그리고 선혜가 메시
지를 듣고 결국 은비령으로 찾아 오는 것은 나의 의도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전
화 메시지는 두 사람의 정황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감정의 교류를 드러내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고독한 인물인 ‘나’와 선혜가 지기로서 만나고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특정한
매개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은비령」의 인물 설정은 애정 전기 소설의 흔적을 찾을 수 있
다.

3. 기이한 공간-은비령
전기소설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들을 환상 공간에서 성취하도록 함으로써 첨예한
현실 인식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전기 소설에서 이야기 세계가 둘로 나뉘어 있다는 특징 자체
가 인물이 처한 현실세계의 장애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에 공간의 성격은 작품의 주제와 긴
12) 巫山六六霧重回, 半露尖峰紫翠堆, 惱却襄王孤枕夢, 肯爲雲雨下陽臺
「이생규장전」, 김시습, 위의 책, p73.
13)「은비령」, p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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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한 관련을 맺고 있기도 하다.
애정 전기소설의 주인공들이 만나는 공간은 현실내의 공간이건 비현실적 공간이건 현실 생
활의 논리에 비추어 보면 특수한 공간이며 기이한 공간이 대부분이다.14) 그리고 이성이나 합
리적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공간에서의 기이한 체험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과
대립하면서도 공존한다. 이처럼 현실에는 없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가 만들어
낸 환상15)으로서 애정전기소설의 기이한 공간은 욕망의 구현체가 된다.
「은비령」에서의 현실은 ‘나’와 선혜가 사랑을 이루기에는 많은 질곡이 존재한다. 이혼을 앞둔
남자와 죽은 친구의 아내인 여자가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두 사람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죽은 친구에 대한 죄책감이었던 것이다. 선혜와의 사랑이 욕망이라면 친구에 대한
“소금짐”은 현실이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나’는 친구에 대한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 격포로
갈 결심을 하게 된다.
자정이 가깝거나 자정이 지난 밤 중에 그곳으로 가 짐을 풀기엔 격포는 내게 너무 무겁고,
깊고 어둡고, 무서울 것이었다 더구나 그 밤, 멀리 파도소리가 들리는 방에서 그가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내게 손을 들어보이며 그럼 또 봐, 하고 말하기라도 한다면 더욱 그러고 말 것
이었다.16)
하지만 격포는 현실 속에 실재하는 공간으로서 현실의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그 곳에서 친
구와의 조우는 죽은 이를 떠올리는 것이기에 격포는 ‘나’에게 공포이다. 이는 현실로서의 그가
일탈을 제어하는 친구이며 선혜의 남편이라는 데서 오는 두려움임을 말해준다. 격포가 현실이
라는 것은 그곳으로 가는 길 위에서 꽉 막힌 도로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으로 나타난다.17) 현
실에서는 욕망을 성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는 이를 타개할 방법으
로 은비령을 택한다. 이는 자신이 처한 현실과는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며

두 사람이 만

들고 싶었던 공간은 이러한 이유로 현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 구현된다. 은비령에
는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사랑을 특정한 공간에서 결실을 보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담겨
있다. 격포라는 현실이 공포이며 불가능이라면 은비령은 현실과는 다른 모색이 가능한 공간이
다. 때문에 은비령은 현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환상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18)
은비령의 환상성은 눈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나’는 은비령이 도착하기 전에 이전의 경험과

14) 윤재민, 「전기소설의 인물 성격」, 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민족문화연구』28호, 1995. p.66.
15) 최기숙,『환상』,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p.75.
16)「은비령」,p.51.
17) 자동차는 강변도로에서 한남대교 북단 진입로로 들어가는 길 입구 훨씬 아래부터 꽉 막혀 있었
다. 그렇다면 한남로에서 밀려드는 차량과 합류하는 진입로 부분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
곳 까지 오는 길도 한강대교 아래쪽에서부터 자동차가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움직이는 시간보다 멈
춰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았을 만큼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중략- 그러나 지금으로선 고속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다리 진입을 위한 진입로 조차 한 시간 후가 될 지 두 시간 후가 될지 모를
상황이었다「은비령」,p.48.
18) 격포와 은비령의 성격 차이는 그 지명에서도 드러난다. 격포는 공인된 지명이지만 소설 창작 당시
은비령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그 설정에서부터 현실계와는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
이다. 홍정선은 은비령이라는 공간에 대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은비령」의 세계와는 너무 다
르다”고 하면서 “나의 이 보잘것없고 따분한 살림살이와는 다른 매혹적인 아름다움이”있는 공간이라
고 한바 있다.(홍정선, 「삶을 넘어서는 말의 아름다움-이순원의「은비령」」,『현대문학』통권 510호,
1997. pp.81~82) 이와 같은 공간 인식은 환상적이고 비현실적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본고의 논의와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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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혀 다른 눈을 만난다.19) 눈은 현실과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단절의 표지가 되고 눈
내리는 길에서 스노체인을 거부한다는 설정과 방송 주파수까지 잡기 어려운 상황과 함께 현실
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자동차로 이동한다는 평범한 현
실을 “지나간다기보다는 그렇게 눈이 내리는 눈 한가운데로 하염없이 빨려들어가는 듯”하다고
표현함으로써 별천지 같은 분위기를 환기하며 특별한 체험으로 서술하고 있다.
전기 소설에서 현실과는 다른 공간을 설정하는 것은 욕망과 현실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
미하며 이로 인해 초현실적(비현실적)20)성격으로 나타난다. 「만복사저포기」의 개녕동,

「취유

부벽정기」의 부벽정, 「주생전」의 전당 등 전기 소설에서 기이한 공간은 현실적인 공간인 동시
에 초현실적(비현실적)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의 진입은 특별한 표지로 서술된다.
새벽녘에 이르렀을 무렵, 여인은 양생을 이끌고 풀숲 사이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이슬이
흠씬 내려있고, 따라 나갈 길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21)
위생은 다시 비단 외투를 둘러 걸치고 배에서 내려 산골짜기 위를 쭉 둘러보았다. 비단 닻
줄처럼 생긴 길다란 길에는 적막하여 사람의 자취라곤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단지 앞마을에
서 부르는 노래소리만 은은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좁은 길을 따라 노래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가보니 용마루에 새긴 붉은 누각이 하늘 높이 우뚝 솟아 있고 푸르스름한 등불이 버드
나무 사이에서 반짝거렸다.22)
위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이한 공간으로의 진입은 “따라 나갈 길이라고는 보이지 않
았다.”, “적막한 길”, “좁은 길” 등의 서술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지표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주인공이 가진 긴장과 공포를 나타내는 표지이기도 하다.23)
은비령에 도착하는 과정은 전기 소설의 서술과 상당히 유사하다.
어느만큼 내려온 한계령 큰 길에서 다시 샛길로 은비령으로 접어들어 산허리를 타고 올라
가는 길은 말 그대로 적막강산 속의 은비은비(隱秘隱飛)였다. 자동차 불빛을 받은 눈들이
새카맣게 몰려와 작은 은조각의 깃털처럼 날리면서 내리고, 내리다가는 다시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중략-나 말고는 오는 자동차도 가는 자동차도 없는 길이었다. -중략-내려오는 길
중간에서 여러 번 자동차가 밀렸다. 기어를 1단으로 고정한 채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움켜
잡았다.-중략-그런데도 등허리에서 서늘한 기운이 머리 위로 쭉 솟아오를 만큼 대책없이 바
퀴가 밀릴 때도 있었다. -중략- 저녁 이후엔 저쪽에서 넘어온 자동차도 없었고 넘어간 차도
19)

물론 그런 봄 눈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다. 태어나고 자란 대관령에도 4월까지 하룻밤과 하루
낮 사이의 폭설로 무릎 높이까지 눈이 내릴 때가 있었고, 10여 년 전 향로봉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에도 바닷바람 때문에 땅 가까이 납작 기듯 애쓰게 피어오른 철쭉을 무참하게 짓밟던 5월의 미친
폭설도 보았다. 그런 눈들에 비하면 지금 내리는 한계령의 눈은 아무리 3월 하순에 내리는 것이라
고는 하지만 그렇게 기이한 축에 끼지 못할지도 몰랐다. (「은비령」,p.70 강조-필자)
20) 일반적으로 전기 소설의 공간은 현실계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귀신, 환생, 이계
방문 등의 모티프가 사용되는 경우는 초현실로, 초현실을 포함하여 경험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현
실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사건들을 비현실이라고 한다. (박일용,「<주생전>의 공간 구조와 환상성」,『고
소설연구』35집, p.143 참조)
21) 至詰朝, 女引至草莽間, 零露, 無逕路可遵.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심경호 역, 앞의 책, p.66.)
22) 生還攬繡綵裘 下船回顧上 錦纜長程 寂寞無人 但聽前隣有歌吹聲 尋蹊而往 則雕紫閣 聳出雲霄 燈燭
靑熒 搖照於綠楊之間 (「위경천전」, 이상구 역주, 『17세기 애정전기소설』, 1999, 월인, p.74)
23) 김문희, 「愛情 傳奇小說의 文體 硏究」, 서강대 박사논문,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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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는지 울퉁불퉁한 길 위에 자동차가 지나간 바퀴자리조차 보이지 않았다.24)
현실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적막강산 속의 은비은비(隱秘隱飛)”와 같은 환상적인 풍경
들과 함께 인적 없는 길에 대한 서술은 은비령이 가진 비현실성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긴장감과 공포감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불 수
있다.
공간적 서술 표지 뿐 아니라 시간적 서술 표지 역시 은비령이 특수한 공간임을 말해준다.
그러다 은비령 꼭대기에 올라서서 이제 내리막길로 막 접어들려고 할 때 자동차의 별다른
충격도 없이

핸들 바로 오른쪽 옆에 붙어 있는 디지털 시계의 초록색 불빛이 한순간 깜깜

하게 꺼지더니 이내 0:00으로 나타나며 깜빡이는 것이었다. 내가 주의 깊게 본 마지막 숫자
는 한계령에서 은비령으로 길을 바꾸기 전에 본 8시 53분이었다.25)
이런 현상은 양양에서 자동차를 고치고 한계령을 넘어 은비령으로 돌아 올 때 다시 나타난
다. 시간이 멈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은비령으로 진입할 때마다 이러한
현상을 보여줌으로써 은비령의 시간은 현실과는 다른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한계령의 한 샛길에 은비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풍경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했던 과거를
‘나’는 은비령에 들어서면서 기억 속에서 끄집어 내고 있다.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거기를 떠날 때까지 이곳 저곳에 붙인 이름들은 많
았다. 아침 산책길이나 저녁 산책길, 마을 앞길을 오가거나 멀리는 걸어서 한 시간도 더 걸
리는 우풍재까지 넘나들며 우리는 거기에 우리만 아는 이런저런 의미의 이름을 붙였다. 어
쩌면 그때 우리는 우리가 품고 있던 청운의 꿈에 또 다른 의미를 두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
른다.26)
은비령은 과거 속에서는 꿈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또한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지명에 개인적 의미를 부여하
는, 공론화되지 못하는 은밀한 개인체험이라는 면에서 은비령은 환상계가 된다. 더욱이 그 공
간은 공유할 대상이 사라진 그래서 더욱 주관적으로 내면화된 사적 공간이 됨으로써 이러한
성격은 더욱 강화된다. 은비령은 객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현재에서는 증명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공간이다.
‘나’는 가슴 한 복판에 남은 그와의 충돌을 피하고 싶어 은비령을 찾았다. 은비령은 “여자
도 나도 그에 대한 어떤 기억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진 공간인 것이다. 하
지만 이 공간에서도 현재는 그 성격을 잃지 않고 엄연히 존재한다.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눈길을 헤치고 은비령까지 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가 죽은 다음
에도 떠나지 못해 머물러 있는 곳은 격포가 아니라 바로 여자와 내 마음 한가운데라는 것이
었다.27)
24)「은비령」,pp 74~75.
25)「은비령」, p.75
26)「은비령」,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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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 말을 할 때 여자는 그의 팔을 잡고 있었다. 여자는 그가 살던 그때와 그가 없는
지금을 동시에 말하고 있었다.28)
'나‘의 마음에는 물론 여자의 마음도 그에 대한 기억으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은비령이라는
공간에서도 깨닫고 있다. 또한, 선혜와의 결연이 사회적 일탈일 수밖에 없기에 ‘나’와 선혜는
현실이 이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상하지 않지만 그분들한텐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요. 더구나 이렇게 밤중에 함께
가면.」/「그럼 어떡하죠?」/「내가 어떻게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아까
부터 그 얘길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어렵죠?」/「뭐가요?」/「지금도 그렇잖아요.
제가 옆에 있는 게」/「아뇨, 선혜씨가 옆에 있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선혜씨가 옆에 없는 게 어려워요」-중략- 아래에 도착하자 은자당 내외는 왜 이렇게 늦었냐
고 물었다. 나는 차를 고치러 나가던 길에 <이사람>을 만났다고 말했다. 여자가 <이사람>처
럼 다소곳하게 인사를 하자 은자당 내외는 우리가 집안일로 가벼운 다툼을 하다 내가 먼저
길을 떠나고, 뒤이어 여자가 따라 온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았다.29)
과거를 만나고 과거의 친구를 만나면서 친구에 대한 ‘소금짐’을 덜고 싶어서 은비령을 찾았
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언제고 돌아가야 하기에 고장난 자동차를 고쳐야 하는 상황으로 구체화된다. 과거를
호출함으로써 현재를 재구하고자 하지만 현재가 가지는 무거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욕망과 현실의 긴장 관계는 이들의 미래가 과거 혹은 죽은 이와 화해하고 두 사람의
욕망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두지 않는다.
대부분의 행성이 자기가 지나간 자리를 다시 돌아오는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일도 그런 질서와 정해진 주기를 자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이란 일은 모두 2
천5백만년을 한 주기로 되풀이해서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천 5백만 년이
될 때마다 다시 원상의 주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천 5백만 년이 지나면
그때 우리는 윤희의 윤회를 거듭하다가 다시 지금과 똑같이 여기에 모여 우리 곁으로 온 별
을 쳐다보며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 온 길에서 우리가 만났던 사
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겪었던 일을 다시 겪게 되고, 또 여기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앞
으로 겪어야 할 일들을 다시 겪게 되는 거죠.30)
두 사람이 가진 미래에 대한 욕망은 우주와 영원의 시간 속에서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린
다. 이로써 은비령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취유부벽정기」의 부벽정이 물리적 시간 안에 여러 개의 시간이 겹쳐 있는 특수한 공간으로
27)「은비령」,
28)「은비령」,
29)「은비령」,
30)「은비령」,

p.84
p.100
p.98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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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은비령의 시간성은 부벽정처럼 시간의 주름들이 과거의 기억
과 현재의 삶을 하나의 줄기로 이어주는 역할31)을 하며 두 사람의 정황을 환상적이면서도 비
극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영원과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 함께 언급된 과학적 사실과 수치가 등장하는
전설은 이성과 감성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혜성의 공전 궤도도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태양이고 또 하나는 우주 공간의 한 지점입니
다. 먼 거리에 있는 이 두 지점을 축으로 공전하다보니까 가까이 왔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심률이 작아 이삼 년마다 나타나는 것도 있고, 헬리혜성처럼 77년마다 나
타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한 번 나타났다가는 영원히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
다.32)
「우리가 사는 세상 저 북쪽 끝 스비조드라는 땅에 거대한 바위가 하나 있답니다. 높이와
너비가 각각 1백 마일에 이를 만큼 엄청나게 큰 바위인데, 이 바위에 인간의 시간으로 천
년에 한 번씩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날카롭게 부리를 다듬고 간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바위가 닳아 없어질 때 영원의 하루가 지나간답니다.」/「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게 참 보잘것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오는

10분의 1

시간도 안 되는」/「그런데도 그런 시간이 그 시간의 수만큼 흘러도 한 번 떠난 다음 영원
히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 별이 있습니다」/「작군요. 우리는 너무」33)
이러한 인식은 별보기라는 행위에서도 나타난다.
나도 눈위로 동그랗게 손을 말아 올렸다. 그러자 천천히 아주 희미하게 눈빛같이 하얀 꽃가
루를 꼬리 쪽으로 흩뿌리며 북극성 위로 고요히 흘러가고 있는 혜성의 모습이 잡혔다. 나로
서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혜성의 유영이었다. -중략- 잠시 전 그 별을 보지 못했을 때보다
왠지 가슴이 아련해지는 느낌이었다./「그냥 보지 말고 쳐다보면서 그것을 가만히 가슴에
담아보세요. 저 별의 긴 여행에 우리가 동반할 수 이쓴 느낌이 들 때까지요. 아니면 마음
속으로 가만히 더 깊은 우주 속으로 배웅해주어도 좋고요.」/ -중략-「관측이 아니라 종교
같군요.」/「그럴지도 모르죠. 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식이니까.」34)
관측을 종교라고 표현함으로써 이성과 합리성, 낭만성과 초월성을 함께 가진 행위로 규정하
였다. 광대한 공간과 영원한 시간에 유한한 인간의 공간과 시간을 배치하여 욕망의 덧없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은비령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하게 함으로써 은비령이
과학과 비과학,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이 모호해진 기이한 공간임을 드러낸다.

현실에서 실현

하기 어려운 ‘나’의 욕망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식을 통해
은비령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과거(친구와의 추억), 현재(사랑의 욕망), 미래(다시 만날 그 시
간)가 은비령을 통해 조우하고 또 각자의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된다.
31) 김수연, 「<취유부벽정기>의 ‘경계성’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1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pp221~222 참조
32)「은비령」, pp.104~105
33)「은비령」, p.105
34)「은비령」, pp.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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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은비령은 현실에 속해 있으면서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유폐성과 주체성을 동시에 가지는 기이성이 드러난다. 또한 은비령은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식의 결과인 동시에 현실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공
간이다. 은비령의 이러한 성격은 이성과 합리성이 중시되는 현실을 넘어 현실적 문제를 기이
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간절함을 드러내는35) 애정 전기소설과 닮아있다.

4. 슬픈 사랑과 운명-바람꽃
사랑은 남녀간의 은밀하고 사적인 감정이면서도 본능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낭만성이나 주관
적 체험이면서도 일상36)에서의 삶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층성을 가진다. 특히 애정
전기소설은 인물의 사랑이 죽음이나 이별 등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현실의 질곡을 보여줌으로
써 작가의식을 드러낸다.
「은비령」에서 현실은 삶과 죽음이 종이의 양면처럼 상존한다. 그리고 사랑은 그 연장선상에
있기에 일상이면서 비일상이다.
30편의 원고 모두 맨 불행한 사람들의 불행한 이야기였다. 비록 없는 가운데서도 행복했
으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 온 병마와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또 더러는 죽음과 싸워 그 문
턱에서 간신히 살아 오기도 하고, 아직 싸우는 중이기도 하고,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아이를 잃기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마다 그 사회보장보험의 혜택을 받기는 했지만, 보험
체험수기라기 보다는 차라리 그것 자체로 삶과 죽음과 절망과 그런 절망 속에서 꿋꿋하게
어제를 이기고 오늘을 버텨가는 사람들의 눈물과 고난의 기록들처럼 보였다.37)
그걸 보면서도 행여 그가 그런 변을 당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아
니, 고향이 그쪽인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무엇하러 거기까지 가서 그런 변
을 당했으랴 생각했다.38)
‘나’와는 상관 없었던 삶과 죽음의 공존은 선혜를 만나면서 나의 것이 된다. 선혜의 남편이
자 나의 친구가 죽은 것은 격포에서의 사고 때문이었고 결과적으로 이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하
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은 사랑을 매개로 “그럼 또 봐”라
며 손을 흔드는 친구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의 사랑이 기이한 것이 되는
현실과 일탈이라는 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로써 두 사람이 처한 현실은 공포가 된다.
또한 격포로 가는 길의 답답한 도로는 성수대교 붕괴와 연결됨으로써 두 사람의 욕망이라는
현실은 사적인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공적인 담론의 차원에서 문제시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35) 송성욱,「고전 소설에 나타난 환상적 표상의 몇 가지 층위」, 성심어문학회, 『聖心語文論集』제25집,
2003. p.8
36) 일상은 ‘경험적 인과성의 논리’, 반복과 낯익음의 논리‘에서 주어지는데 일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비
일상적인 것과 일탈적인 것에 대한 미의식인 기이의 대상은 특정 사회집단, 문화집단의 일상 규범과
사회질서 차원에서도 발견 될 수 있다. 금오신화 이후의 애정 전기 소설에서 결연을 기이하게 하는
것은 존재론적 이질성과 같은 시계질서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질성과 같은 일상규범 차원에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주인공들의 결연이 사회질서에서 일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특별한 반응
을 보이는 것 역시 일상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 준다. (이정원, 앞의 논문, p.95)
37)「은비령」, p.56
38)「은비령」,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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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가 공론화되지 않은 개인적인 사고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사고와 개인의
일상성을 결합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라고 본다. 격포라는 현실로는 불가능했던 사랑을 두 사
람은 비현실적 공간인 은비령에서 시도하는 것이다. 이는 현실세계에서는 극복전망을 창출하
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구성을 빌어 해소39)하고자하는 의도이다.
이 때문에 ‘나’는 은비령에 눈이 내리면 죽은 자와 조우한다는 비현실적이면서도 공포스러
운 체험이 화해라는 의미로 다가올 것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면 왠지 그와의 대화도 우리 기억의 억지스러운 정리가 아니라 새로운
형식의 화해가 이루어질 것같은 생각이 들었다.-중략-그곳에 가도 나는 그를 만날 것이다.
은비령에 눈이 내리면, 우리 만난 은비령에 눈만 내린다면 늦은 밤 찾아가도 그곳은 내게
무겁지도, 깊지도, 어둡지도, 무섭지도 않을 것이다. 그가 눈 내리는 마당 쪽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럼 또 봐, 하고 손을 들어보여도 나는 놀라거나 어색해하지도 않고 그의 손을 잡
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랜 이야기를 나눈 다음 그를 다시 창문 밖으로 따뜻하게 배웅
할 수도 있을 것이다.40)
그와의 화해는 외적 갈등의 해소이면서 그가 죽은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내재적 갈등의 해소
이기도 하다. 이처럼 갈등 해소의 방안으로 죽은 자와의 조우를 상정하는 것은 「은비령」에서
보여주는 사랑이 인간의 존재, 삶의 방식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인간의
삶, 욕망, 인연을 우주의 시공간 속에 흘러들게 함으로써 나타난다.
나도 그럴 리가 있겠나 싶으면서도 이상하게 사내의 말이 그대로 가슴에 와 닿았다. 처음
듣는 말이라서 라기 보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이 다음 이 세상을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
와 정말 그런 경험을 다시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앞선 때문이었는지도 모
른다. 정말 그런다면 우리가 살아가며 가끔씩 마주치는 느닷없는 슬픔과 불안과 공포도 그
렇게 무섭거나 두렵지 않을 것이었다.41)
인간의 시간이 유한한 만큼 인간의 삶과 욕망, 인연 모두 유한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
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광대한 공간과 시간 속으로 인간의 그것들을 흘려보내면서 그들의 사랑
을 결연도 절연도 아닌 상황으로 만들었다. ‘나’는 불륜이라는 현실적 잣대와 사랑이라는 욕망
을 친구와의 화해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은비령에서의 체험은 현실의 욕망이 광대무변
한 시공간 앞에서 모두 부질없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과학과 비과학, 현실과 비현
실의 구분이 모호한 체험을 진실이라 믿는 것은 욕망을 성취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낸다 할
수 있다.
이는 갈등 해결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인간 운명과 존재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그래, 바람꽃.../ 하마터면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내 앞에 양복을 입고 한쪽 손에 가방을 들
고 있는 친구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뻔했다. 10년 전 향로봉 아래에서 마지막 군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시간을 세던 때 내게 그 들꽃의 이름을 가르쳐주던 일병이 있었다. -중략-그
39) 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2000. p.42
40)「은비령」, p.53 (강조-필자)
41)「은비령」,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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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일병에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오던 나이 어린 여자가 있었다. 바로 그 여자의
얼굴이었다. -중략- 아, 바람꽃, 하고 감동하던 일병은 거기서 한 계절을 넘기지 못하고 사
계 청소를 나갔다가 미확인 지뢰를 밟고 바람처럼 흩어졌다.42)
「들은 얘기인데요, 두 기타가 가장 비슷한 음을 내자면 우선 무엇이 같아야하는지 아십니
까?」/「줄인가?」/「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줄보다는 줄 밑에 소리가 울려나오는
통이 있잖습니까?」/「그런데?」/「그 통의 크기와 모양, 통을 만든 나무의 재질이 같으면
거의 비슷한 소리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우선 키와 몸매
가 비슷하고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면 몸속의 성대도 비슷할테고, 또 그러다보면 하는 행동
도 그럴 수 있고, 운명도 그럴 수 있는 거구요」43)
그게 보기엔 꼭 고사리순 처럼 얄상하고 여리여리해두 속은 여간하지 않은 독초야. 다른 나
물에 섞여 잘못 입에 들어가면 채달(풀독)이 오르구/예전 꽃을 본 일병도 그런 말을 했다.
보기엔 연약하고 이뻐보여도 사실은 뿌리와 줄기 안에 강한 독성이 있다고.44)
죽은 일병의 여자 친구와 선혜 그리고 둘을 연결하는 바람꽃은 선혜가 가진 외로움을 운명
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선혜의 운명적 외로움은 애정 전기소설의 주인공의 소외
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선혜가 가진 운명적 소외로 인해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은
결별과 결연의 구별이 모호한 상태로 끝을 맺는다.
「어쩌면 저는 내일 아침 선생님을 보지 않고 떠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2천 5백만 년 후에
야 다시 선생님을 만나게 되겠지요」/그러면서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하나하나 벗어
윗목으로 놓았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어두운 하늘빛 속에서도 여자의 몸은 희미하게 빛
났다. 등을 보이고 섰다가 돌아설 때 여자의 머리카락까지 내 눈엔 바람에 흐르는 혜성의
꼬리처럼 가늘게 흔들리며 떨렸다. 여자는 이불 속에 발을 넣고, 한참 그렇게 앉았다가 처
음처럼 긴 한숨을 내쉬며 몸을 눕혔다./「이제 제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2천 5백만 년
후 다시 절 처음 봤을 때 그것을 기억해주시고요. 바람꽃 같다고 말할 때......」/ 그날
밤, 은비령엔 아직 녹다 남은 눈이 날리고 나는 2천 5백만 년 전의 생애에도 그랬고 이 생
애에도 다시 비껴 지나가는 별을 내 가슴에 묻었다. 서로의 가슴에 별이 되어 묻고 묻히는
동안 은비령의 칼바람처럼 거친 숨결 속에서도 우리는 이 생애가 길지 않듯 이제 우리가 앞
으로 기다려야 할 다음 생애까지의 시간도 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그리고 꿈 속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북쪽으로 부리를 벼리러 스비조드로 날아갈 때,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 입은 여자가 잠든 내 입술에 입을 맞추고 나가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별은
그렇게 어느 봄날 바람꽃처럼 내 곁으로 왔다가 이 세상에 없는 또 한축을 따라 우주 속으
로 고요히 흘러갔다.45)
규범과 질서를 일탈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현실에 초탈이라는 방법46)으
42)「은비령」, pp.35~36
43)「은비령」, p.83
44)「은비령」, p.81
45)「은비령」, p.116
46) 이정원, 앞의 논문,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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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욕망을 인간의 현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욕망의 유예이고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갈등의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소설에서의 비극적 결말은 인간 존재에 대한 반성적 인
식의 계기가 된다. 은비령에서의 비극적 결말 역시 작가가 가진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과 세
계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작가의 수상 소감을 통해서 밝힌 바 있다.
인간의 운명과 인연과 사랑을 영원과도 같은 우주의 한 질서로 파악하고, 그런 운명과 인
연과 사랑의 영속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47)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은 소설 본연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녀의 사랑과 결연은
애정 전기 소설만의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이를 비극적이고 기이한 사랑을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은비령」은 애정 전기소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5. 「은비령」에 나타나는 애정 전기소설 흔적 찾기의 의미
「은비령」은 고달픈 현실과 사랑을 통해 인간 삶의 이면에 내재한 비극성을 보여줌으로써 욕
망과 현실의 거리를 보여준다. 그리고 등장 인물들은 담담하게 욕망을 제어함으로써 기이한
체험을 또 다른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현실적 문제를 기이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해결
하고 싶은 간절함을 드러내는 애정 전기 소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애정 전기소설에서의
기이한 공간은 「은비령」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혼합되어 절연이면서도 연결이고 유폐이면서도
개방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현실사회에 엄존하는 현실의 위계와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애정과 기이라는 구조 안에 배치하는 것이 애정 전기 소설을 규정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은비령」에서 애정 전기 소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애정 전기 소설은 후대로 올수록 현실을 더욱 폭넓게 반영하면서 초현실적인 공간과 존재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기이한 결연은 현실적 차원에서 모색되고 인물들의 갈등
역시 이를 토대로 하는 양상으로 변모한다. 또한 기이함과 일상성의 대립적 구분이 흐려지면
서 ‘기이함’의 범주가 일상생활의 차원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애정
전기소설에서 기이는 현실적 성격을 강화해가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담
론으로 대체된다. 고독한 두 사람이 만남이 과학인지 비과학인지 모호한 틈새에서 전개된다는
점이 「은비령」이 가진 애정 전기소설의 현대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
학적 실재와 전설의 교합은 사실성의 획득 방식으로 현실과 비현실이 과학적이고 문명적 도구
를 통해 교차되는 기이의 현재적 모습를 보여주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애정 전기소설은 20세기 이전에 이미 그 장르적 특질을 소진하고 소멸
하였다. 하지만 고독한 인물의 비극적 사랑과 기이한 공간에서의 비현실적 체험을 통해 현실
적 삶의 가치와 인간 삶의 의미를 드러내는「은비령」으로 현재까지 이어지는 애정 전기 소설이
가진 보편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사랑을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중세적 담론으로 풀어낸 것
이 애정 전기소설이라면 「은비령」은 이의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문학상
수상작에서 애정 전기소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대중적 흥미성의 코드는 고전소설

과 현대 소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47) 작가 수상소감,『은비령-제42회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현대문학, 1997.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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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현대 소설 분석은 고전 소설의 분석과는 다른 틀을 적용해 왔다. 특히 현대 소설
분석은 외국의 소설 이론들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많은 대학에서 개설되어 있는 고전
소설론이 표방하는 “우리 문학의 원형성과 문예미의 기저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인의 문학적 삶
의 양태를 인식시키는 데 기여”48) 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배치되는 현상이다. 우리 문학의 원
형성과 문예미의 기저를 이해하고 이를 현대 소설 분석에 적용하는 것은 한국적 전통성의 계
승이라는 거창한 표현이 아니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48) 설성경,「고전문학 연구의 대중화 방안」, 돈암어문학회,『돈암語文學』12, 1999. p.31.

- 42 -

[자유주제발표(2분과)-1]

和隱 李時恒의 詩文學 硏究
梁承二(고려대)

Ⅰ. 序 論
Ⅱ. 李時恒의 生涯
Ⅲ. 李時恒의 官僚的 삶과 現實認識
Ⅳ. 結 論

Ⅰ. 序 論
본고는 和隱 李時恒(1672:현종 13∼1736:영조 12)의 生涯와 詩世界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시항은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는 8세에 鄕試에서 壯元을 차지하였을 뿐
만 아니라 평안도 관찰사 約齊 柳尙運도 재주를 시험해 보고서 그를 문하생으로 입문시켰을
정도로 재주가 뛰어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작가들의 경우에 10대에 지은 초기작이 문집에
실려 있지 않은 반면에 특히 이시항은 10대에 지은 한시가 그의 문집에 실려 있다. 이 초기에
지은 한시 작품은 작가 연구에 있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한시 작품을 통해 작가의 어린
시절의 의식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의 뛰어난 재주와 학문에 대한 실력을 짐
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詩作에 능수능란한 실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산문 창작에서도 유감없이 글솜씨를
십분 발휘하였으니 그 문장력은 조정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변려체문을 잘 지었
는데 <關西辦誣疏>와 <擬請修西路中嶺關防疏> 등이 그것이다. 이 <관서변무소>를 작성한 동
기는 평안도와 함경도에 대한 조정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암행어사 呂必禧의
모함으로 인해 국왕과 조정에서는 평안도와 함경도 두 고을을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
문이다. 여필희는 1713년에 암행어사가 되어 평안도와 함경도 두 지방을 감사하였는

데 그

의 삼촌 여겸제의 원수를 갚기 위해 평안도 함경도 두 고을은 풍속과 민심이 좋지 않다고 왕
께 허위로 보고하였던 것이다. 일찍이 慈山郡守와 鐵山府使로 부임하였던 여겸제는 고을의 정
사는 돌보지 않은 채 뇌물과 토색질로 폭정을 일삼았다. 이에 두 고을 백성들이 서로 힘을 모
아 폭정을 일삼던 여겸제를 축출한 사건이 있었다. 여필희는 함경도와 평안도에서 고을 사람
들로 인해 축출된 여겸제의 원수를 갚기 위해 함경도와 평안도를 평가한 문서에 부정한 7개의
항목1)을 기록하여 숙종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숙종은 함경도와 평안도에
30년 동안 停科命令을 내렸다. 그래서 과거를 치르지 못하게 하는 임금의 명령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평안도와 함경도의 吉仁和(영변인), 李震萊(구성인), 金南獻(완주인), 鄭尙祐(철산

1) 7개 항목은 “첫째 학문하는 사람을 홀대한다. 둘째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긴다. 셋째 복상제도가 엉망
이다. 넷째 첩을 두는 자가 많다. 다섯째 공갈과 협박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다. 여섯째 남의 처첩을
약탈하는 자가 많다. 일곱째 향교의 운영과 관리가 엉망이다”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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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朴敬一(함천인) 등 각 지방을 대표하는 유생들이 일곱 차례에 걸쳐 숙종께 상소문을 올리
게 된다. 상소문의 대표자는 길인화가 맡았고 상소문은 당대의 문장가 이시항이 1714년에 창
작하였다. 이에 숙종은 “沒其祖 忘其本과 一視同仁”이라는 상소문 내용을 통해 마음을 고쳐
먹고 停科命令을 해제하였다. 이러한 문장력으로 인해 그는 沈壽賢의 辦誣事件을 해결하기
위해 유상운을 진주사로 삼아 중국으로 사신을 보내게 되었는데 서장관이 되어 동행하기도 하
였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이시항의 시문학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항
에 대한 연구는 金台俊의

朝鮮漢文學史 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2) 그 밖에는 없

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和隱集 에 실려 있는 詩文을 통해 그의 생애, 官僚的 삶과

現實認識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저서로는

和隱集 이 있고, 그 밖에

金將軍遺事 ,

關西

通志 , 西京志 등이 있다.

Ⅱ. 李時恒의 生涯3)
여기서는 화은 이시항의 家系와 생애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시항의 자는 士常이고, 호는 華
隱･和隱･晩隱 등을 사용했는데 華隱은 초기, 和隱은 중기, 晩隱은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사용
한 호이다. 이시항은 遂安公 李廷翰의 아들로 평안북도 운산면 입석상동의 집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遂安이다. 증조부는 李啓達이고 조부는 공조좌랑을 지낸 李東義이고 아버지는 司憲府
持平을 지낸 李廷翰이고 어머니는 原州邊氏로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邊晉賢의 딸이다. 이시항
의 부인은 慈州金氏이고 장인은 김필제이다. 슬하에 1남을 두었다.
그의 생애를 修學期와 仕宦期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수학기를 살펴본다. 태어나
면서부터 총명한 이시항은 세 살 적부터 글을 읽을 수 있었지만 부모가 그의 奇才短命을 염
려하여 다섯 살 적부터 공부를 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여덟 살 적부터는 鄕試에서 壯
元을 차지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명성도 널리 떨쳤다. 그 명성은 평안도에도 알려져
서 당시 평안도 관찰사로 영변지방을 순찰하던 約齊 柳尙運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다. 유상운
은 영변 가평관으로 이시항을 초청하여 그 재주를 시험해 보게 된다. 이로 인해 신동임을 확
인한 유상운은 그를 문하생으로 입문시켜 좀 더 수학시키기 위해 평양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
던 것이다.
둘째, 그의 사환기를 살펴본다. 이시항은 1696년에 25세로 進士試에 합격하고, 그 뒤 1699
년에는 增廣文科에 급제하였는데, 내직으로는 성균관 전적, 의금부도사, 예조와 병조의 정랑과
좌랑, 춘추관기주관, 편수관 등을 지냈다. 외직으로는 泰川縣監, 魚川察訪, 德川郡守를 지냈으
며 慶尙道黃腸木敬差官도 역임하였다. 1727년경에 문장가로 조야에 명성을 떨친 그는 심수현
의 辦誣事件4)을 해결하기 위해 유상운을 陳奏使로 삼아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 書狀官의 자
2) 金台俊, 朝鮮漢文學史 , 朝鮮語文學會, 昭和 6, 172~173쪽. 김태준의 朝鮮漢文學史 에, “國舅呂必
禧가 權勢를 믿고”로 되어 있으나 조선시대 국구 중에는 여필희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필자의 착
오로 보인다. 여필희(1679- )의 자는 受卿, 본관은 咸養으로 翼濟의 아들이다. 1709(숙종 35)년에
謁聖文科에 급제하여 세자시강원을 역임하였다.
3) 이시항, 和隱先生文集 의 <序文>과 和隱集附錄 의 <行狀>, <墓碣銘>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4) 심수현이 1727년 지경연사·판의금부사를 지낸 후 우의정이 되어 謝恩兼陳奏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28년 사신으로서 나라를 욕되게 했다는 이유로 兩司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으나 곧바로 복직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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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유상운을 따라 가기도 하였다. 말년에는 향리로 돌아와 교육과 저술활동에 전념하였
다. 지은 책으로

和隱集

金將軍遺事

西京志

關西通志

등이 있다.

화은집 은 1738년

에 간행되었는데 이 해는 이시항이 죽은 다음해이다. 부인 김씨가 종을 팔아 출간한 것으로
이덕수의 서문을 받았다.

관서통지 는 서북지방의 산천과 인물, 田賦, 군량, 방어, 기무 등의

형편과 득실을 기록한 책이다. 이를 위해 변경 지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한편 그가 직접 말
을 타고 돌아다니며 관찰하고 조사하여 저술했다고 한다. 이시항은 1736년(영조 12) 4월 3일
에 6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각개의 원로들이 奔喪하였다. 묘는 선영의 乙坐 언덕에 묻
혔다. 이시항이 죽은 후 그 덕을 추모하여 여러 곳에서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그 대
표적인 것으로는 영변군 소림면 남등동에 있는 修道齋이다. 서원의 이름은 수도재이고 사당의
이름은 崇報祠이다. 笠巖 吉仁和, 屯村 閔維重, 寒竹 申銋, 和隱 李時恒 등을 모셨다.

Ⅲ. 李時恒의 官僚的 삶과 現實認識
본장에서는 이시항의 시문학을 살펴본다. 첫째 修學期의 詩에 나타난 삶의 旅程, 둘째 仕宦
期의 詩에 나타난 忠君ㆍ孝親意識, 셋째 官僚的 삶에서 나타난 愛鄕意識 등으로 나누어 그의
관료적 삶과 현식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1. 修學期의 詩에 나타난 학문의 旅程
조선 영조 때 학자 이시항은 일찍이 그의 스승 유상운으로부터 장차 큰 인물이 될 인재로서
주목받았다. 유상운이 글을 가르쳐주면 一覽輒記할 뿐 아니라 聞一知十하여 塾師들도 감탄하
였기 때문이다. 세 살 적부터 글을 가르쳐도 되었지만 부모가 奇才短命이 염려되어 다섯 살
적부터 천자문을 가르쳤다고 하였다. 아이들과 같이 놀 때도 예의와 법도에 어긋난 행동을 하
지 않았으므로 도통이 그에게 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여섯 살이 때 四書
를 읽었고 詩書와 古文도 통독하여 시문을 창작하였다. 당시에 지은 시문이 오늘날 전해오는
것이 거의 없지만 다만 일곱 살 때 지은 작품으로 ｢棉花｣가 전해지는데 이 작품을 통해 그의
作詩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吾妹非仙女

우리 누님 선녀가 아닐런가

彈琴白雲中

흰 구름 속에서 거문고 타고 있네

이 작품은 古詩의 詩格이다. 이는 물론 童詩로 염은 보지 않았지만 압운은 제대로 달았다.
시에 나타난 意想은 아주 奇想天外하다고 할만하다. 옛날에 농촌에서는 가을이 되면 방안에
이웃에 사는 부인들과 처녀들이 빙 들러 앉아서 棉花를 따고 토리개로 씨를 빼고 활로 솜을
탔던 것이다. 면화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으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흰 구름과 같이 보인다.
거기서 작업하는 묘령의 처녀들은 마치 선녀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작품을 창작하게 된 배경
은 이시항의 姊氏가 서당에서 공부를 마치고 책을 옆구리에 낀 채 돌아오는 남동생 시항을 보
고 농담으로 말했다. “네가 글을 잘 짓는다지, 우리가 면화 타는 걸 두고 시를 지어봐!”라고
하자,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는 미리 시를 지어 놓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듯이 조금도 망
설이지 않고 시를 지었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棉花를 白雲에 비유하고 솜 타는 활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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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고에 비유하고 누님을 선녀에 비유한 것으로 볼 때 기성 작가들도 창작하기 힘든 창의적
표현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뛰어난 作詩 실력은 일파만파로 이웃에도 알려졌다. 이웃사람들이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영변부사 조후량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다. 멀지 않은 곳에 영변대도호부가 있었기 때
문이다. 조후량은 문무를 겸비한 達士로 1679년 문관과 무관들의 詩 재주를 시험해 보기 위
해 각 고을의 문관과 무관들을 영변의 향교로 소집하였다. 연변･운산･가산･태천･박천 등 관내
5개 府縣의 유생들이 모두 영변 향교에 모였다. 이시항도 운산의 대표로 선발되어 모임 장소
에 老儒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그는 홍안동자로서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장원을
차지하였으니 만호도성에 축하의 함성이 울러 퍼진 것은 물론 조부사도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흔쾌히 대상을 내리면서 상좌에 앉히고 칭찬하였다.5) 그는 능력이 특출하여 8세
때 老士宿儒의 강연회에 참석하여 강론과 담론을 하였으며, 詩壇에서도 落韻과 製詩에 능숙
하였다.
그런데 영변부사는 재주를 한 번 더 시험해 보기로 한다. 물론 장원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詩會에서 장원한 그가 너무 어렸기 때문이다. 숙소로 묘령의 관기를 보내면서 은밀하게 정표
로써 詩 한 수를 지어달라고 하여 받아오게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의 장원한 시문이
親作인지 代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관기는 하룻밤 이시항의 시중을 들고 난 뒤에 미소
를 지으면서 “어떤 낭군을 가정해 두고, 저를 대신해서 이별시를 한수 지어 주세요”라고 하
자, 그는 즉석에서 관기의 치마폭에 오언절구를 써 주었다.
窓外三更細雨時

창밖엔 三更에 보슬비 내리는데

兩人心思兩人知

두 사람의 心思는 두 사람만이 안다네

新情未洽天將醒

풋사랑 아직 흡족하지 못한데 날이 새려하니

更把羅衾問後期

가는 임 소매잡고 뒷날 기약을 물어 보네

이 작품에서는 남녀가 서로 이별하는 情을 여실히 잘 형상화하고 있다. 기구에서는 창밖엔
三更에 보슬비가 내린다고 하여 時點을 말하고 있으며, 승구에서는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
만이 안다고 한 것으로, 두 情人의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다. 전구에서는 풋사랑의 情은 아직
흡족하게 나누지를 못했는데 벌써 날이 새려한다고 하였으니 날이 빨리 샌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결구에서는 떠나는 임의 옷깃을 잡고서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다.

이로 보아 남녀 간의 정을 잘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부사는 관기가 바친 代妓 作詩한
것을 통해 향시에서 장원한 이시항의 재주를 믿게 되었으며, 이시항의 명성도 널리 떨치게 되
었다.
그 당시 황해도와 평안도에 이시항의 명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평양감사도 이시항에 대
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평양감사는 이러한 사실을 한양에 알리게 되었으니 전국 방방곡곡에
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마침 평안도 관찰사 약재 유상운도 이 소문을 듣게 되
었으니 이시항의 9세 때이다. 물론 유상운은 관내의 순찰을 도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鬼才인
이시항과의 만남도 快事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시항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무 날 어천찰방
관하에 있는 가평관으로 나오라고 통보하였다. 다음의 <和隱集序>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확인

5)

龍灘雜聞 . “寧邊府使趙侯亮, 會聚寧雲泰博嘉五郡之士, 試其文才, 時時恒以齠齕之齡, 抗郡儒而獲壯
元, 詩名震西. 府使招妓設宴, 酒酣曰 : “君能代情妓作佳篇, 排我酒興乎?” 卽應之曰 : “窓外三細夜雨
時 (중략) 府使擊節稱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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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비로소 약재 유상운이 관서에 안절사로 있을 때 이시항은 동자로서 가평관에서 알현하였다. 姿貌
가 玉雪이고 出語에 사람을 놀라게 하니 유상운이 크게 기특해하고 사랑하여 마침내 그를 데리고 돌
아가 여러 자제들과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해 주었다. 이시항이 洛中에 오래 머물 수 있어 그 학업을 전
념할 수 있었으니 유상운의 힘을 도움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평안도 사람들이 이시항의
아름다움을 기쁘게 말하는 자는 유상운과 아울러 일컫지 않는 사람이 없다.6)

위 글은 同榜科擧에 登第한 李德壽가 쓴

和隱集

서문이다. 이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는 9세적부터 玉雪과 같은 용모에 出語하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니 관찰사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었고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유상운은 그 인물됨을 알
아본 뒤 한양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학업에 힘쓰도록 하였는데 비로소 진사와 문과에 합격하
였다. 尸子가 말한 바 “虎豹之子는 生而有食牛之氣”란 것과 같이, 이시항도 이미 9세 때부터
웅지의 날개를 펴려는 기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시항은 유상운의 문생으로 있는 동안에 학문을 더욱 연마하고 정진하여 실력이 날로 늘었
다. 유상운이 다른 곳으로 관직을 옮기면 이시항도 그곳으로 가서 공부하기도 하였다. 그의
12세 때 유상운은 謝恩副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대사간에 제수되는 한편 평안도 관
찰사에 제수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이시항은 한양과 평양을 오가면서 수업을 받기도 하였
다. 그로부터 2년 뒤 1685년에는 유상운이 호조판서로 영전되어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다. 이
에 각 고을의 수령들이 모여 대동강에 배 띄워 놓고서 성연을 베풀어 호조판서로 영전됨을 축
하하며 淚別詩로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이 송별연에는 14세의 소년 이시항도 참석하였는데
그가 환대해 준 箕妓에게 지어준 <戱題箕妓手巾 十四歲作>7)을 보기로 하자.
白紵明如雪

흰 모시 밝은 색이 하얀 눈 같으니

佳人手裏巾

아름다운 임 손에 든 수건이라네

年年南浦別

해마다 남포에서 이별을 하니

拭淚送行人

눈물 닦으며 떠나는 임 보낸다네

이 시는 기생과 이별할 때 수건에다 적어 준 오언절구이다. 14세 때 지은 시이다. 남녀 간
의 이별의 정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기구에서는 흰 모시의 밝은 색깔이 마치 백설과 같다고
하였으니 하얀 모시를 잘 묘사하고 있다. 승구에서는 아름다운 사람이 흰 모시 손수건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하였으니 기생이 손에 들고 있는 손수건을 시각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전구에
서는 해마다 남포에서는 연인들이 서로 이별을 한다고 하였다. 결구에서는 손수건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별하는 임을 떠나보낸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남포에서 정든 임과 이별하
는 장면을 여실히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 유람 온 才子佳人과 평양으로 관직을 제수받고 부임한 벼슬아치들이 그 곳 사람들
과 서로 정을 나누어 정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관리들이 한 관직에 오래 머물 수 없는 것
도 관료들의 현실적 운명이기 때문에 정인과 서로 아쉬운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6) 李時恒, <和隱集序>, 和隱集 . “始柳約齋相公, 按節關西, 君以童子, 謁見於嘉平館. 姿貌玉雪, 出語
驚人, 柳公大奇愛, 遂携以歸, 使與諸子同筆硏. 君之能久留洛中, 得專其業, 繫柳公力是賴. 至今, 西土
之人, 喜談君美者, 無不竝稱柳云云.”
7) 李時恒, <戱題箕妓手巾 十四歲作>, 和隱集 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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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항은 그 다음 해에 유상운을 따라 鰲山의 金景瑞(應瑞)장군의 사당에서 참배하였으니 15세
때 일이다. 아래에서 <題鰲山金將軍祠 十五歲作>8)을 보기로 하자.
勇著殲倭日

용맹은 왜놈을 죽인 날 나타났고

忠看罵虜時

충성은 되놈을 꾸짖을 때 본다네

英雄身後事

영웅의 죽은 뒤의 일로 말하면

千古一荒祠

오래도록 남은 건 한 쓸쓸한 사당이라네

이 작품은 사당에 모신 오산 김경서 장군을 잘 형상화하였다. 기구에서는 용맹스러움은 왜
적을 섬멸한 날에 나타났다고 하였고, 승구에서는 충성은 오랑캐를 꾸짖은 때에 보았다고 하
였다. 전구에서는 영웅 김경서 장군의 죽은 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결구에서는 천고토록
하나의 쓸쓸한 사당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는 국가를 위해 勇과 忠을 다한 모습과 죽은 뒤의
영웅의 사당이 쓸쓸한 모습을 잘 형상화하였는데 이를 통해 작가의 국가관이나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겠다.
이로써 이시항의 초기 詩作을 통해 사환기 이전, 수학기의 시세계를 살펴보았는데 누님과
箕妓, 김경서 사당 등을 두고 읊은 작품은 기성 작가 못지않은 창작 실력을 발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작가의 문집을 살펴보면 대부분 10대 이전에 창작한 작품이 문집에 실려 있는 경
우는 대체로 드문 편이다. 이로 인해 작가의 초기 의식에 대한 연구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지
만 이시항의 경우, 10대 때의 詩作이 문집에 수록되어 있으니 이례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작가의 초기 작품을 통해 성장 과정의 인식을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
다.

2. 仕宦期의 詩에 나타난 忠君ㆍ孝親意識
여기서는 이시항이 사환기에 지은 작품을 중심으로 관료로서의 충군ㆍ효친의식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내직으로는 성균관의 전적･직강을 거쳐 의금부도사와 예조･병조의 정랑
과 좌랑, 춘추관의 기주와 편수관을 역임하였으며, 외직으로는 태천현감과 어천찰방, 덕천군수
를 지냈다. 먼저 <入直翰苑>9)을 살펴보기로 한다.
<入直翰苑>
重入春秋館

거듭 춘추관으로 들어가니

偏蒙日月輝

두루 은혜 입은 건 해와 달처럼 빛났다네

診參時晝接

참석하러 나가니 때론 한낮이 되기도 하고

候退或宵歸

퇴청하려고 보니 어떤 땐 밤중에 돌아왔다네

秘笈窺東觀

비급은 동관을 엿보고

淸光近太薇

청광은 太微星에 가깝네

微臣榮寵溢

미천한 신하에 영화와 총애가 넘치니

踧踖在彤闈

조심스럽게 붉게 칠한 궁문에 있다네

이 작품은 翰林院에서 숙직하면서 임금에 대한 감회를 읊은 시이다. 한림원은 翰苑으로 唐
8) 李時恒, <題鰲山金將軍祠 十五歲作>, 和隱集 권1.
9) 李時恒, <入直翰苑>, 和隱集 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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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 淸에까지 계속된 官司이다. 그 직제는 시대에 따라 변천이 있었지만 주로 학문ㆍ문
필에 관한 일을 맡았던 벼슬이다. 수련에서는 거듭 춘추관으로 들어가니 두루 은혜를 입은 것
이 해와 달처럼 빛났다고 하였다. 함련에서는 참석하러 나가니 때론 한낮이 되기도 하고, 퇴
청하려고 보니 어떤 땐 밤중에 돌아온다고 하였다. 경련에서는 비급은 동관을 엿보고 청광은
태미에 가깝다고 하였다. 비급은 가장 소중히 보존되는 책이고 동관은 書庫를 말한다. 미련에
서는 미천한 신하에게 영화와 총애가 넘치는데 조심스럽게 붉게 칠한 궁문에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임금께 입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사에 힘쓰고 충성을 다하려는 마음을 읽을 수 있
다.
다음으로 <安陵舘 聞朝報 燈下書懷>10)를 보기로 하자.
<安陵舘 聞朝報 燈下書懷>
宗國危如髮

종국은 위태롭기 터럭과 같으니

朝廷纍若碁

조정은 갇힌 모습이 바둑판과 같다네

孤臣仰屋意

외로운 신하 대궐을 우러르는 뜻 있으니

惟有短檠知

오직 짧은 등잔만이 알고 있다네

이 작품은 안릉관에 머물면서 조정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등불 아래서 회포를 시로 표현
한 것이다. 기구에서는 宗國이 위태롭기가 터럭과 같다고 했고, 승구에서는 조정이 갇힌 모습
이 마치 바둑판과 같다고 하였다. 전구에서는 외로운 신하가 대궐을 우러르는 뜻 있다고 하였
고, 결구에서는 짧은 등잔만이 나의 회포를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자신이 비록 임금
과 떨어져 있지만 輔國ㆍ忠君의 의지는 늘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이

시항은 무신(戊申, 1728)년에 종사관이 되어 燕京으로 가는 길에서 옛날의 가능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하고 있다. 시문의 小序를 보기로 한다.
내 어려서 처음으로 가릉의 제산정에서 유상운을 뵙고서 곧바로 더 배움을 청하였었다. 그 뒤로 45
년이 흘러 무신(1728)년에 小子가 종사관으로서 연경으로 가는 길에 가릉을 지나가게 되었으니 옛날
의 일을 회상하고서 느낀 바를 기록한다.11)

일찍이 유상운의 문하에서 공부한 이시항은 文詞에 능할 뿐 아니라 문장의 對句에도 교묘
한 실력으로 騈驪文을 잘 지었다. 그 때문에 심수현과 관련된 것으로 辨誣차 연경으로 갈 때
종사관에 선발되었다. 문장력을 갖추었고 천성이 낙천적이며 행실이 謙退하였지만 그는 절개
를 굽혀 귀공자들한테 머리 숙이는 것을 싫어하였다. 선비가 어찌 귀하고 세도가 있다고 하여
그에게 굴복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當路者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아 벼슬이 현달하
지 못하였다. 아래에서 중국의 연경에서 지은 <續和先生瀋陽韻>12)을 보기로 한다.
<續和先生瀋陽韻> 其二
如海君恩報罔涯

바다 같은 임금의 은혜 갚으려도 끝이 없는데

忱誠時或見於詩

정성은 때로 간혹 시에 나타냈다네

10) 李時恒, <安陵舘 聞朝報 燈下書懷>, 和隱集 권2.
11) 李時恒, <余於童稚歲, 初拜先生於嘉陵之齊山亭, 仍以請益. 其後, 四十五年, 戊申, 小子, 以從事赴燕
之路, 歷到嘉陵, 追懷舊事而記感>, 和隱集 권3.
12) 李時恒, <續和先生瀋陽韻>, 和隱集 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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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誣未雪添新辱

옛날 誣告도 못 씻고서 새로 욕됨 보태니

埋骨燕山負素期

연산에 뼈 묻으면 본래 기약 저버림이네

이 작품은 燕京에서 지은 것으로 임금이 베풀어 준 은혜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잘 표현
되어 있다. 기구에서는 바다와 같은 임금의 은혜는 갚으려고 해도 끝이 없다고 하였으며, 승
구에서는 임금에 대한 정성스러움은 때로 간혹 시에 나타냈다고 하였다. 전구에서는 옛날 誣
告도 못 씻고서 새로 욕됨을 보탤까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결구에서는 만약에 연산에서 죽어
뼈를 묻게 된다면 본래 임금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비록 먼 곳 연경
에 있지만 임금을 그리는 마음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또 다음에서
<榮感述懷>13)를 보기로 한다.
<榮感述懷>
儒者至榮叨賤臣

선비의 지극한 영화는 賤臣으로 은혜 입음이니

此生何以報昌辰

이 세상에 살아 어찌 큰 은혜 갚을 수 있을까

筋骸已敗難陳力

힘줄과 뼈 이미 망가져 힘쓰기 어려우니

唯有丹心拱北宸

오직 붉은 마음만 임금께 받친다네

이 작품은 영화로운 은혜를 입은 감회를 술회하는 시이다. 기구에서는 선비 된 자로 지극히
영화로운 것은 천한 신하로 임금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하였다. 승구에서는 이 세상에 살면
서 임금의 큰 은혜를 다 갚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전구에서는 자기의 힘줄과 뼈가 이미
망가져 힘을 쓸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구에서는 오직 충성을 다하려는 붉은 마음만 임금께 받
친다고 하였다. 여기서 北宸은 임금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그의 忠君의 마음이 잘 드러나
고 있다.
아래에서는 <己酉七月十一日 在銀㙜禁直 聞德川除命>14)을 보기로 하자.
<己酉七月十一日 在銀㙜禁直 聞德川除命>
大政張公道

큰 정치가 공평한 도리 펼치니

儂名入薦書

내 이름이 추천하는 글에 들었다네

俄然恩點下

갑자기 은혜롭게 낙점이 내리니

果爾德州除

과연 덕천 군수로 제수되었네

太嶽瞻雲後

큰 산은 구름을 본 뒤이고

春塘夢草餘

봄 못가에 봄풀이 꿈 꾼 나머지라네

廬江奉檄喜

여강에서 격서 받고 기뻐하니

今古一般如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네

이 작품은 기유년 7월 11일 은대 금직에 있을 때 덕천 군수에 제수되었다는 命을 듣고 그
감회를 읊은 것이다. 수련에서는 큰 정치가 공평한 도리를 펼치니 내 이름이 추천한 공문서에
들어 있다고 하였다. 함련에서는 갑자기 은혜롭게 낙점이 내리니 과연 덕천 군수에 제수되었
고 하였다. 경련에서는 큰 산은 구름을 본 뒤이고 봄 못가엔 봄풀이 꿈을 꾼 나머지라고 하였
다. 미련에서는 여강에서 격서를 받고 기뻐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이로

13) 李時恒, <榮感述懷>, 和隱集 권3.
14) 李時恒, <己酉七月十一日 在銀㙜禁直 聞德川除命>, 和隱集 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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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임금의 공평한 정치로 인해 본인이 덕천 군수로 제수된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또 다음의 <題德川東軒>15)을 살펴보기로 한다.
<題德川東軒>
南州西邑幾金章

남쪽 고을과 서쪽 고을에 몇 개의 金章인가

此老今行最有光

이 늙은이 지금 행차가 가장 빛이 난다네

晝錦旣榮仍彩服

낮에 비단옷은 이미 영화로우니 그대로 채색 옷이고

郡齋元侈又萱堂

고을 서당에서 크게 사치스러우니 또한 어머니를 위해서라네

携來淇澳猗猗色

이끌고 기오의 물가로 오니 아름답고 무성한 빛이고

伴得羅浮淡淡粧

짝으로 나부를 얻으니 맑고 맑은 장식이라네

况復雷封山水窟

더구나 다시 뇌봉의 산수의 동굴에 왔으니

日哦山水興偏長

날로 산수의 흥취만 오로지 길게 읊조린다네

이 작품은 덕천 동헌에서 지은 시이다. 수련에서는 남쪽 고을과 서쪽 고을에 몇 개의 金章
인가 하면서 이 늙은이의 지금 행차가 가장 빛난다고 하였다. 함련에서는 낮의 비단옷은 이미
영화로우니 그대로 채색 옷이고, 고을의 서당에서 크게 잔치를 여니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하
였다. 경련에서는 이끌고 기오의 물가로 오니 아름답고 무성한 빛이라고 하였고, 짝으로 나부
를 얻으니 맑고 맑은 장식이라고 하였다. 미련에서는 더구나 다시 뇌봉의 산수의 동굴에 왔으
니 날로 산수의 흥취만 오로지 길게 읊조린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고향으로 관직을 제수받아
부임하였으니 부모를 모시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높은 벼슬에 오르려는 욕심보다는 낮은 벼슬에 있으면서 임
금께 충성하고 부모께 효도하는 현실긍정적 의식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정치
현실은 양반과 畿湖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영재라고 하더라도 높은 벼슬에 등용되어 정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삼별초와 묘청의 난 이후로 평안도 사람들의 벼슬길은 더욱 막히게
되었다. 심지어 이태조는 “畏而不用”하라는 傳心的 비결을 子孫 列王들에게 남기기도 하였다.
또 呂必禧는 권세를 믿고 사적인 감정으로 평안도 사람들에게 과거를 볼 수 없도록 誣陷한
일도 있었다. 평안도의 72명의 유생이 임금께 상소를 올려 무함으로 인한 불평등한 지방적 차
별을 철회해 줄 것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시항이 작성한 상소문으로 인해 무함이 밝
혀짐으로써 과거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이러한 당시 정치적 현실이 그를 고향으로 내려가게 만
들었던 것이다.

3. 官僚的 삶에서 나타난 愛鄕意識
여기서는 이시항의 관료적 삶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향의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서 <燈下口占>16)을 보기로 한다.
<燈下口占>
平生志在侶魚蝦

평생의 뜻은 고기와 새우를 짝하는 데 있는데

何事東遊未返家

무슨 일로 동쪽으로 노닐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 하는가

15) 李時恒, <題德川東軒>, 和隱集 권3.
16) 李時恒, <燈下口占>, 和隱集 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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只是廬江遲奉檄

다만 여강에서 격서를 받드는 게 더딜 뿐이니

今年又見鳳城花

금년에 또다시 봉황성의 꽃을 본다네

이 작품은 등잔불 밑에서 자기의 현실적 삶을 점치고 있다. 기구에서는 자기의 평생의 뜻은
고기와 새우를 짝하면서 자연과 어울려 살고 싶다고 하였다. 승구에서는 무슨 일 때문에 동쪽
으로 노닐면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걸까하면서 스스로 묻고 있다. 전구에서는 다만 여강에
서 격서를 받들어 올림이 더디어서 그럴 뿐이라고 하면서, 결구에서는 금년에 또다시 봉황성
의 꽃을 본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몸은 비록 고향을 떠나 있지만 마음을 늘 고향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고향을 그리는 애향의식은 다음의 ｢失符自嘲｣17)에도 마찬가지로 나타
나고 있다.
<失符自嘲>
默筭平生跡

묵묵히 한평생의 자취 계산해 보니

名韁卽畏途

이름의 고삐로 길에 오름을 두려워하네

决科初削榜

과거시험은 처음엔 과방에서 삭제되고

分竹又遺符

대를 쪼개어 쓰고서 또 부절을 보냈다네

失馬焉知福

잃어버린 말이 어찌 복인 줄 알리오

盟鷗不負吾

맹세코 갈매기는 나를 저버리지 않는다네

行藏今可卜

도를 행함과 물러나 숨음을 이제 점칠 수 있으니

佳處是江湖

아름다운 곳은 바로 강호라네

이 작품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부절을 잃어버리고 자조하는 시이다. 수련에서는 묵묵히
한평생 삶의 자취를 계산해 보니, 이름의 고삐로서 벼슬길에 오름을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함
련에서는 과거시험은 처음에는 科榜에서 이름이 삭제되었고, 대를 쪼개어 쓰고서 또 부절을
보냈다고 하였다. 경련에서는 잃어버린 말이 어찌 복일 줄 알리오라고 하였다. 미련에서는 나
아가 道를 행함과 물러나 은거함을 이제야 점칠 수 있으니, 아름다운 곳은 바로 강호라고 하
였다. 이로 보아 강호자연을 벗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또 다음에서 <和村卜居>18), <亦樂齋>19)를 차례로 보기로 한다.
<和村卜居>
卄載經營地

이십년 동안 경영하던 땅인데

今纔約椓完

이제 겨우 땅 완전히 다질 걸 약속했다네

全家移晩谷

온 가족은 만곡으로 이사하고

浮宅到和灘

뜬 집은 화탄에 이르렀다네

晩計田園好

늦은 계획은 田園이 좋고

幽懷水石安

깊은 회포는 水石이 편안하다네

松亭靑突兀

정자는 우뚝 솟아서 푸르니

日夕且盤桓

저녁에 또한 머뭇거린다네

이 작품은 和村에서 卜居하는 모습을 잘 묘사한 시이다. 수련에서는 이십년 동안 경영하던
17) 李時恒, <失符自嘲>, 和隱集 권1.
18) 李時恒, <和村卜居>, 和隱集 권1
19) 李時恒, <亦樂齋>, 和隱集 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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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있는데 이제야 겨우 땅을 완전히 잘 다질 것을 약속한다고 하였다. 함련에서는 온 가
족은 만곡으로 이사하고 물에 뜬 집은 화탄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경련에서는 만년의 계획은
田園으로 돌아가 생활함이 좋고, 마음속의 회포를 푸는 건 水石이 편하다고 하였다. 미련에서
는 정자는 우뚝 솟아서 푸르니, 저녁에 또한 머뭇거린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紅塵의 도회지
를 떠나 전원으로 돌아가 山水와 水石을 즐기면서 만년을 보내려는 뜻이 여실히 형상화되어
있다.
또 <亦樂齋>보기로 하자.
<亦樂齋>
四載經營一畒宮

4년 동안 경영한 한 이랑 쯤 되는 집인데

䂓模略與序庠同

규모가 대략 향교의 크기와 같다네

思將禮樂詩書敎

생각은 예악과 詩書를 가르치려는 데 있으니

少補菁莪棫樸風

조금이나마 청아와 근역의 風에 보탬이 될 걸세

樂有良朋來遠邇

즐거움은 좋은 벗이 있어 먼 곳 가까운 곳에서 옴이고

恨無凾丈課程工

한스러움은 함장이 과정의 공부가 없음이라네

門前幸有佳山水

문 앞에 다행히 아름다운 산수가 있으니

仁智於焉在此中

仁과 智가 어느덧 이 가운데 있다네

이 작품은 <亦樂齋>를 두고 지은 시이다. 수련에서는 4년 동안 경영한 것으로 한 이랑 가
랑 되는 집이 있는데 그 규모가 대략적으로 향교의 크기와 같다고 하였다. 함련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예악과 詩書를 가르치려는 데 있으니 조금이나마 菁莪ㆍ棫樸의 風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경련에서는 즐거움은 좋은 벗이 있어 먼 곳 가까운 곳으로부터 찾아오는
것이고 한스러움은 函丈이 課程의 공부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련에서는 문 앞에 다행히
아름다운 산수가 있으니 仁과 智가 어느덧 이 가운데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역락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즐거움과 공자의 樂山樂水의 사상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하겠
다.
또 아래에서 <和村新居>20)를 보기로 하자.
<和村新居>
萬景㙜西一曲沙

만경대 서쪽엔 한 굽이 모래톱인데

造翁慳閟窟煙霞

조화옹이 동굴의 연하를 아껴서 닫아놓았네

名亭久待誰爲主

정자에서 오래 기다리니 누가 주인인가

淸福偏多我作家

맑은 복이 곁에 많으니 내가 집을 짓는다네

性喜漁樵隨本分

성품은 고기 잡고 나무하기 좋아하니 본분을 따르는 것이고

地宜農圃樂生涯

땅은 농사짓기에 마땅하니 생애를 즐겁게 보내겠네

看他里俗醇仍厚

그밖에 마을 풍속이 순박하고 온후함을 보니

村號傳稱古順和

마을이 예로부터 화순하다고 일컬어 온다네

이 작품은 和村에 새로 이사와 사는 모습을 두고 지은 시이다. 수련에서는 만경대 서쪽에는
한 굽이 모래톱이 만들어져 있으니 조화옹이 동굴은 연하를 아껴서 닫아놓았다고 하였다. 함
련에서는 정자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니 누가 주인인가라며 도리어 묻고, 맑은 복이 곁에 많으

20) 李時恒, <和村新居>, 和隱集 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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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하였다. 경련에서는 성품은 고기 잡고 나무하기를 좋아하니 본분을 따
르는 것이고, 땅은 농사짓기에 마땅하니 생애를 즐겁게 보내겠다고 하였다. 미련에서는 그밖
에 마을의 풍속이 순박하고 온후한 것을 보았는데 마을은 예로부터 화순한 마을이라고 일컬어
온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순박한 마을의 정경을 잘 형상화 한 것으로 시인의 의식이 이러한
和順한 곳을 그리워하는데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아래의 <八詠堂聽琴>21)을 보기로 하자.
<八詠堂聽琴>
玉女抱琴雲錦屛

옥녀가 거문고 안고 있는 건 구름비단 병풍에서 인데

黃河一曲動旗亭

황하의 한 물굽이는 술집 앞으로 움직인다네

潯陽秋月流絃白

심양의 가을 달은 흰 줄이 흐르고

巫峽朝雲入曲靑

무협의 아침 구름은 푸른 골짜기로 들어가네

遠客思鄕腸欲斷

먼 객은 고향 그리매 창자가 끊어지려 하는데

使君看笏耳偏醒

使君의 笏을 보니 귀가 두루 깨어진다네

華堂夜靜聲猶在

빛난 집 밤이 고요하니 소린 그대로 남아 있는데

疑是踈篁泣楚汀

의심컨대 성근 대가 초나라 물가에서 우는 듯하네

이 작품은 팔영당에서 거문고 소리를 듣고 지은 시이다. 수련에서는 옥녀가 거문고 안고 있
는 건 구름비단의 병풍에서라고 하면서 황하의 한 물굽이가 술집 앞으로 움직여 흐른다고 하
였다. 함련에서는 심양의 가을 달은 흰 줄의 모양이 흐르고, 무협의 아침 구름은 푸른 골짜기
이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경련에서는 멀리 있는 객은 고향이 그리워 창자가 끊어지려 하지만
사군의 笏을 보니 귀가 두루 깨어진다고 하였다. 미련에서는 화려한 집의 밤은 고요하나 소리
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 의심컨대 성근 대가 초나라 물가에서 우는 듯하다고 하였다. 楚囚泣
은 타향에서 방황하면서 고향에 돌아갈 수 없음을 슬피 여기는 것으로, 거문고를 들음을 통해
가을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잘 묘사하였다고 하겠다.
또 다음의 詩序와 詩를 보기로 하자.
그는 시서에서“경자 7월에 영남 경차의 임무에 제수되었는데 내 집이 관서에 있고 집안에
병든 어머니가 계시니 이천 리 4,5삭의 역사이다. 실로 사사로운 생각으로 간절하고 민망한
것은 한 고을을 맡은 道臣이 되어 한 해가 흉년 들고 역사가 커지는 것에 있는 것이다. 그런
데 이 행차를 정지하라는 소식을 듣고서 마음으로 매우 기쁘고 다행스러워서 시로써 그것을
기록한다”22)라고 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부모에 대한 효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 시문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散蹤蒙甄叙

흐트러진 발걸음이 확실히 순서를 밟으니

差官近顯淸

차관은 현달하고 깨끗한 벼슬에 가깝다네

黃腸尊事體

누런 창자는 몸 섬김을 높게 하고

白首侈恩榮

흰 머리는 은혜와 영화로움 많이 받았다네

路絶承慈候

길은 어머니 안부를 받드는 것을 끊게 하고

情難作嶺行

마음은 영남으로 떠남을 실행키 어렵다네

今回停此伇

지금 돌아왔으니 이 역사를 정지하고서

21) 李時恒, <八詠堂聽琴>, 和隱集 권2.
22) 李時恒, <庚子七月 差除嶺南敬差之任 余家在關西 堂有病慈 二千里四五朔之伇 實有私懷之切悶者
道臣以歲儉伇大 狀聞停行 心甚喜幸 詩以志之>, 和隱集 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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猶勝得專城

오히려 오로지 城을 얻은 것보다 났다네

이 작품은 부모에 대한 효심을 엿볼 수 있다. 수련에서는 흐트러진 발걸음이 확실히 차례로
밟으면서 가는데 차관의 벼슬은 현달하고 깨끗함에 가깝다고 하였다. 함련에서는 누런 창자는
몸 섬김을 고상하게 하였고, 흰 머리는 은혜와 영화로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 경련에서는
길이 멀어 어머님 안부를 묻고 받드는 것이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심정은 영남으로 떠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미련에서는 지금에 이 역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오히려 오로지
城을 얻은 것보다 났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를 섬기는 것에 크
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詩序와 시문을 보기로 하자.“임인 11월 18일 망가진 역참을 일으키려고 어천찰방이
되었는데 어천이 비록 망가진 역참이지만 역참이 묘향산 아래에 있으니 또한 고향과 가까워
부모를 찾아뵐 수 있다. 노닐면서 구름과 남기를 감상할 수 있어 마음이 매우 즐겁다. 이에
삼가 감사드리는 날에 시로써 기쁨을 기록한다”23)라고 하여, 어천찰방이 비록 망가진 역참이
지만 묘향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부모를 모시게 되어 기뻐하고 있다. 아래에서 그
시를 보기로 한다.
西郵除命下彤闈

서쪽 역참으로 갈 것을 제수 받고 동위를 내려오니

休道藍丞職事微

남승의 직책이 작다고 말하지 말라

前聖亦云魚所欲

앞서 성인도 또한 어천지방을 원하는 바라고 하였고

好官誰似馬如飛

좋은 벼슬 그 누가 말이 나는 것 같다고 하였는가

行尋檀窟眞仙跡

가는 길에 단군굴 찾으니 참으로 신선의 자취이고

歸着萱堂老子衣

돌아가 부모를 뵈오니 노래자의 때때옷 입었다네

自詑恩榮耀鄕里

스스로 으쓱거리는 恩榮이 향리에 빛나니

那將晝錦換朝緋

어찌 장차 낮의 비단옷을 아침의 붉은 비단옷으로 바꿀까

이 작품은 수련에서는 서쪽의 역참의 직책을 제수받고 동위를 내려오는데, 남승의 직책이
작다고 언급하지 말라고 하였다. 함련에는 앞서 성인도 어천지방의 관직은 원하는 바라고 하
면서 좋은 벼슬을 누가 말이 나는 것 같다고 하였는가라고 하였다. 경련에서는 가는 길에 단
군굴을 찾아보니 참으로 신선의 자취인데,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뵈고 노래자처럼 때때옷
입고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려하고 있다. 미련에서는 스스로 으쓱거리게 하는 恩榮이 향리에
서 빛나는데 어찌 장차 대낮의 비단옷을 아침의 붉은 비단옷으로 바꾸겠는가라고 언급하고 있
다. 晝錦은 비단옷을 입고 대낮에 다닌다는 뜻으로 자신이 출세하고서 고향으로 歸鄕함을 비
유적으로 언급한 귀향의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아래에서 <宿雲鄕本第>24)을 살펴보자.
<宿雲鄕本第>
三公難換此官榮

三公과 바꾸기 어려운 건 이 벼슬의 영화로움이니

千里桑鄕錦作行

천리 길 고향으로 비단옷 입고서 간다네

經過某丘仍某水

아무개 언덕을 지나니 아무개 물은 그대로이고

23) 李時恒, <壬寅十一月十八日 起廢爲魚川察訪 魚雖廢郵 郵在竗香山下 且近桑鄕 可以省覲庭闈. 游賞
雲嵐 心甚樂之. 乃於肅謝之日 詩以志喜>, 和隱集 권2.
24) 李時恒, <宿雲鄕本第>, 和隱集 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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歡迎吾弟與吾兄

환영해 줌은 나의 동생과 나의 형이라네

高堂喜氣春融海

高堂의 기쁜 기운은 봄이 바닷물에 융화함이고

小閤羞顔月隱城

小閤의 부끄러운 얼굴은 달이 성에 숨은 듯 하네

㝡是床頭雙少女

가장 좋은 건 평상 앞에 있는 두 소녀인데

一書先報候門情

한 글씨로 먼저 알림은 대문의 정황을 엿본 것이라네

이 작품은 운향의 본가에서 자면서 지은 시이다. 수련에서는 삼공과 바꾸기 어려운 것은 이
고향의 벼슬의 영화로움에 있으니 천리 길 고향으로 비단옷 입고서 간다고 하였다. 함련에서
는 아무개에 있는 언덕을 지나가 보니 아무개에 있던 물은 그대로 있지만, 기쁘게 맞아주는
건 나의 동생과 형이라고 하였다. 경련에서는 高堂에 가득한 기뻐하는 기운은 봄의 따뜻함이
바닷물에 융화함과 같고, 小閤의 부끄러워하는 얼굴은 달이 城에 숨은 듯하다고 하였다. 미련
에서는 가장 좋은 건 평상 앞의 두 소녀로, 글씨를 써서 먼저 알린 건 대문의 정황을 엿본 것
이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객지의 생활을 청산하고 오랜만에 금의환향하는 모습을 잘 형상화
하였다고 하겠다.
이시항의 관료적 삶에서 애향의식이 싹튼 원인은 현실 정치의 부조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있다. 관료로서 輔國ㆍ忠君의 마음은 늘 한결같았지만 부조리한 현실정치를 몸소 겪으면서 관
료적 삶의 어려움과 회의를 절감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고향으로 가서 벼슬하면서 부모를 모시
면서 조용한 삶을 살려고 하였다. 그래서 만년에 銓曹의 작은 관직에 있는 그를 臺閣에 천거
하였지만 驛丞(찰방)을 희구하였던 것이다. “집에 늙은 어머니가 계시니 하루라도 더 봉양하기
를 원하며 卿相은 비록 귀하지만 바꾸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고향에서 南齋를 짓고서 유
생의 교육에 힘쓰니 백여 명의 제자들이 학업에 정진하였으며, 또한 亦樂齋에서도 유생들을
교육시키니 여러 유생들이 과거에 급제하기도 하였다. 평양의 和浦에도 別業을 개설하고 講說
로 樂을 삼으니 수백 명의 문하생들이 학문을 연마하였다. 수려한 산수와 勝景의 화포에 亭榭
와 書樓를 세웠는데 서루에는 장서가 천여 권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날씨가 淸美하면 손
님들과 練光亭과 부벽루를 오가면서 술 마시고 시문도 지었는데 서경 사람들이 연파 속에서
울려 퍼지는 피리소리를 들으면 和浦水仙의 배에서 난다고 하였다고 한다.

Ⅳ. 結 論
이로써 이시항의 생애와 관료적 삶과 현실인식을 나름대로 검토해 보았다. 그는 1672년 평
안도 운산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 상경하여 유상운의 문하에서 공부하였으며, 1736년 4월 3
일에 6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 덕을 추모하기 위해 여러 곳에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으니 영변군 소림면 남등동에 있는 修道齋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笠巖 吉仁和, 屯村 閔維
重, 寒竹 申銋, 和隱 李時恒 등을 함께 모셨다.
수학기의 시세계에서는 누님과 箕妓, 김경서 사당 등을 두고 읊은 작품을 통해 기성 작가들
못지않은 한시 창작 실력을 발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작가의 문집에 10대 이전에 창
작한 작품이 실려 있는 경우는 드물어 작가의 초기 연구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시항의 경우는
초기의 詩作이 있으니 이례적이라고 하겠다. 이를 통해 작가의 초기 성장 과정의

의식을 검

토ㆍ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유상운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한 이시항은 관직에 몸담으면서 京鄕과 朝野에서

- 56 -

일어나는 부조리한 정치현실과 당쟁을 경험하게 된다. 문벌과 지방을 가려 관리를 등용하였기
때문이다. 양반과 畿湖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뛰어난 영재라 하더라도 높은 벼슬에 등용될 수
없다는 정치현실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한 정치현실을 체험을 통해 인식하
게 되어, 현실 긍정적인 삶을 살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시항의 관료적 삶에서 애향의식이 싹튼 원인은 부조리한 정치현실로
기인한 것으로 볼 있다. 관료로서 忠君ㆍ孝親의 마음은 늘 한결같았지만 부조리한 현실정치를
몸소 겪으면서 관료적 삶의 어려움과 회의를 절감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중앙의
슬보다는 고향으로 가서 하찮은 벼슬을 살며 부모를 모시면서 조용한 삶을 살려고

높은 벼
하였던 것

이다. 그래서 만년에 銓曹의 작은 관직에 있는 그를 臺閣에 천거하였지만 고향의 驛丞(찰방)
을 희구하였던 것이다. 그는 고향에서 南齋를 짓고서 유생의 교육에 힘쓰니 백여 명의 제자들
이 학업에 정진하였으며, 亦樂齋에서도 유생들을 교육시키니 여러 유생들이 과거에 급제하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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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3분과)-1]

판소리의 연변 이식과 전승과정 연구
공 정 배1)
이 정 원2)

1. 서론
2. 조선족 연변 이주사와 문화적 이중정체성
1) 한민족의 연변 이주와 조선족사회의 형성
2) 중국 조선족의 문화적 이중정체성 형성
3. 연변지역 판소리의 이식과 전승 현황
1) 연변지역 판소리의 이식 배경
2) 중국 국내의 이식 과정
3) 연변지역 판소리의 전승 현황
4. 연변지역 판소리의 특성과 추이
1) 연변지역 판소리의 특성
2) 중국 내 판소리의 위상과 시사점
5. 결론

1. 서론
판소리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자 문화콘텐츠의 핵심 창작소재이다. 판소리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구비전승 되다가 점차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일군의 소
리꾼과 전문가들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였으며, 다시 연변 조선족
사회에까지 진출하게 된다.
본고는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판소리가 어떤 배경과 과정을 통해 연변지역에 까지
진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연변 조선족 사회 문화를 바탕으로 자생하게 된 판소리가 중국 현
지에서 어떻게 문화적으로 전승과 교류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에 이르게 되었는
가를 살펴보고 논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변지역의 판소리 전승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연변 조선족의 형성과 이민사를 살펴보
아야 한다. 20세기 초 일제에 의한 주권 침탈과 경제 수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많은 수의 조
선인들이 이주하였고, 광복 전까지 조선인 인구는 약 200만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실정은 한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가 중국에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본고의 연구 대상인 판소리 역
시 지역 내 향유와 연행의 과정을 통해 중국에 정착하게 된다.
이렇게 한민족의 이주와 더불어 중국에 정착하게 된 조선족의 판소리가 중국 내에서 독자적

1) 제1저자,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
2) 제2저자,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BK21+ 글로벌문화콘텐츠시장선도창의인재양성사업단
참여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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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승과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판소리는 한중수교 이전 남한
과의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 예술인과의 교류 및 현지 교육을 통해 명맥을 잇게 되며,
현재 남한에 존재하는 판소리와는 사뭇 다른 형식을 지니게 된다. 나아가 연변지역의 판소리
는 중국 문화혁명 기간 동안 혁명적 의식의 고양을 목표로 하는 새 설창형식인 연변창담으로
까지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판소리의 중국 이식 배경이 되는 한민족의 연변 이주사와 그로 인해 발생
한 중국 조선족의 문화적 이중 정체성을 먼저 언급하고자 하며, 이어서 연변지역의 판소리의
이식과 전승 현황을 논구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판소리의 이식과 전파 양상에 대한 조명을 통해 한민족 전통예술의 문화접변 과
정의 실례를 예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차후 문화적 이중정체성을 가진 조선족에
의해 한중 양국이 공유하게 된 또 다른 한민족 전통 문화유산들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불러
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조선족 연변 이주사와 문화적 이중정체성
1) 한민족의 연변 이주와 조선족사회의 형성
본고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판소리의 중국 연변 이식3)과 전승과정에 대한 규명에 있다. 판소
리는 약 300여 년 전 부터 전라도 지방 민간에서 구비전승 되다가 점차 발전하여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경로를 따라 중국 조선족
사회에 판소리가 전승된다. 따라서 중국 연변지역 판소리 이식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조
선족의 이민사를 먼저 짚어보아야 한다.
중국 조선족은 6단계를 걸쳐 몇 차례의 전쟁과 자연재해, 봉건적 사회구조의 폭정을 피하여
살길을 찾아 왔거나, 일제의 통치에 저항하면서 이주해 왔다. 1620년대 명말청초 때부터
1940년대까지 약300여 년 동안 여러 차례의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파산한 조선농민들이 살
길을 찾아 왔거나 일제통치를 반대하여 이주해 온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는 것이다.4)

3) 최동현(2001), <연변 지역 판소리의 전승 현황>, <<판소리연구>>, 제17집, 판소리학회, 419~420쪽 참
조.; 본고에서 언급하는 판소리는 지리적으로 연변 지역에 존재하는 판소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
다.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판소리를 일컫는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재중국 조선족의 판소
리’라고 해야 옳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대표되는 연변지역은 조선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으나 요녕성, 흑룡강성 뿐만 아니라 내몽고 지역에까지 다수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 따라서 여
기서 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조선족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문화적, 상징적 의미
로 사용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변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할지라도 연변으로
대표되는 조선족 문화의 일부로 본다는 것이다.
4) 윤병석(2003), <<간도역사의 연구>>, 국학자료원, 9~31쪽.; 19세기 중엽 조선인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간도와 연해주 등지로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한다. 이들의 이주를 촉발시킨 계기는 함경도와
평안도 지방을 비롯한 서북지역에서 발생한 기사년 대흉년이었다. 이후 1880년대 들어 청나라 정부
측에서 간도 개척을 위해 조선인 이주를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1883년 조선과 길림성 당국 간에 체
결된 조길통상장정에 근거하여 두만강 이북 길이 700리, 너비 50리 되는 광범위한 지역을 조선족 이
주민을 위한 특별 개간구로 확정하였고, 조선인들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된다. 이후 20세기 초 일제
에 의한 주권 침탈과 경제 수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많은 수의 조선인들이 이주하였으며, 1952년 9
월 3일 길림성 내 연변조선족자치구가 성립되었다.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첫 정식헌법이 반포되
었고 헌법에 의거 1955년 12월 한 단계 아래규모인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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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제의 강제이민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수만을 헤아리는 군인과 백성들, 즉 조선사회
의 최하층에서 시달리던 사람들이 ‘환위이민’정책으로 말미암아 파산된 조선농민들과 ‘망국노’
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조선인들이 대량으로 지금의 길림성 연변지역과 흑룡강성, 료녕성 나
아가 화북 등 지역에 널리 이주하였다.5)
조선인들은 월경천입으로 멀리는 산해관 이남의 북경, 상해, 광주 등 지역에까지 매우 넓게
분산되었지만 주로 중조 국경인 두만강과 압록강의 북안지역에 집중되어 정착하였으며 곳곳에
다양한 규모의 민족집거구6)들을 형성하였다.
이들 조선인의 73.5%가 길림성에 분포하였으며 특히 62.2%가 연변지역에 집중되어 중국
내 가장 큰 조선민족 집거지였다. 1907년 7만 3,000명이었던 연변 조선인은 1926년 35만
6,210명까지 늘어남으로써 20년 사이 매년 평균 4.8배의 증가율을 보이게 되었다.
조선인들이 한반도에서 천여 년간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민족 특유의 역사, 문화적 속성과
근대민족으로서의 모든 사회, 문화적 특성을 체득한 후에 당하게 되었던 피압박민족으로서의
현실적 여건은 이주한 민족구성원들의 동질감과 유대감을 강화시켰고 이는 중국 내 상대적으
로 독립된 민족사회문화 생활권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7)
또한 일본으로 건너간 대다수의 조선인들이 도시산업 노동자로 대도시에 분산되어 거주하였
던 것과는 달리, 중국 동북지역의 낙후되고 척박한 변경 일대에 천입한 많은 조선인들은 당시
상황으로 개척되지 않은 농촌지역에 정착하는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환경적 여건들은 자연
적으로 민족집거지역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한민족의 전통문화가 유지되었던 것이
다.8)
이렇듯 중국 공민으로서 조선족의 전신이 되는 조선인들의 이주로 중국 내 한민족 전통문화
의 명맥이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조선인들은 타국 내 생존의 자구책으로 한민족 문
화의 전승에 바탕한 공동체의식을 강화시켰다. 그 결과 조선인들은 중국정부 수립 이후 중국
내 소수민족이자 중국인으로서 조선족으로 정체성을 부여받은 이후에도 한민족의 민족정체성
을 유지하는 사회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 이른다.

2) 중국 조선족의 문화적 이중정체성 형성
조선인들의 중국 연변지역 이주사를 통해 중국 동북지역의 지역적, 사회적 특성에 의거하여
조선인들이 조선족으로서 중국인으로 편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민족문화에 바탕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2014년 현재 중국은 91.52%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 및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조선족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전체 인구대비 0.15%
로서 13위를 차지하고 있고9)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등 중국 동북3성을 중심으로 집거하고

5) 조선족 사이버박물관, 조선역사관 중국조선족의 역사는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는가?
http://history.zoglo.net/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_rsgh&wr_id=129
6)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동북조선민족 인구는 1919년에 43만 1,198명, 1925년에 53만 1,973명,
1931년에 67만 9,315명이었다.
7) 박정군 외(2011), <중국 조선족 정체성의 결정요인 :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동북아연
구>> 제26권,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155쪽.
8) 전신욱(2001), <중국조선족사회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 <<통일연구>> 제6집, 숭실대학교 통일문화연
구소, 참조.
9) 2013년 기준 중국 국내 조선족인구수는 190만여 명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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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에서 중국의 법률적 권리가 보장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다.
이민사회는 이주민들이 자국(모국)에서 옮겨온 문화와 그들이 새로이 정착한 지역의 기존
문화 간에 전면적인 접촉이 일어난다.10) 그 결과 이주민들은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 중국조선족 역시 중국으로의 이주 후 중국 문화와의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접촉을 통해
한민족으로서의 문화정체성과 중국 공민으로서의 국가정체성이 혼재된 문화적 이중정체성이
내재되어 있다.11)
조선인들은 조선 8도의 사방팔방에서 이주하여 왔고 각 지방의 다양한 풍습들이 연변이라는
한정된 지역 내에 밀집되어 서로 침투되고 영향을 받아 ‘복합 문화’, ‘혼합 습속’을 형성하게
된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조선족들의 풍습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환경과 기후, 풍토의
영향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차별성을 획득한 특유의 풍습인 것이다.
조선인이 중국 조선족으로서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것은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일찍부터 중국 내의 모든 민족을 중화민족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민족자결을 주장하였다. 1920년대 후반기로부터 중국공산당은 동북 경내에 거주하
고 있는 조선인들을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였다.12)
그 결과 법적, 제도적으로 중국 공민이 된 조선인들은 조선족으로 호명되면서 중국 문화와
의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접촉을 통해 한민족으로서의 문화정체성과 중국 공민으로서의 국가정
체성이 혼재된 문화적 이중정체성을 내재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중국 조선족은 티베트, 위구
르족과는 달리 중국 사회에 큰 갈등 없이 동화되었다.13)
결과적으로 중국 조선족은 연변지역 이주 후 중국으로의 정치적 동화 과정에서 획득한 타
소수민족과는 달리 독립된 모국이 존재한다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모국인 한국14)의 문화와
지속적인 교류의 양상을 보였다. 이를 중국 조선족의 문화적 이중정체성 형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이중정체성은 결과적으로 조선족 공동체 내부에서 전래되는 한민족 문화의
전통과, 공동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중국 문화 전통이 접촉하여 변화하는 양상을
야기한다.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한민족의 전통공연예술인 판소리 역시 중국 현지 이식
과 전승 과정에서 많은 접변의 양상15)이 드러난다.
10) 두 개 이상의 문화간의 충돌이나 접촉은 쌍방간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야기, 문화체계에 영향을 미치
며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는 두 문화의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새로운 조합과 종합이 일어나
제3의 문화체계를 형성한다.
11) 조선족학자 황유복과 김호웅의 이론이 대표적이다. 황유복은 ‘조선족은 한(조선)반도의 이주민족으로
서 중국조선족은 한민족이라는 종족집단의 한 부분이지만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 소수민족의 일원’
으로, 중국의 국민이라 하였으며 김호웅은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을 민족(종족)은 혈연과 역사적 기억
및 문화, 영토와 관련되며, 정치적으로 중국화 되었지만 문화적 측면에서는 한반도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한 갈래로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보전하면서 중국의 주류민족의
장점을 받아들인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다.
12) 박정군 외(2011), 앞의 논문, 같은 쪽.
13) 윤인진(2004), <<코리언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출판부, 65쪽.; 첫째 조선족은 티베트나 위그르족이
한족과 갈등관계에 있는 것에 비해 체제에 순응하고 다수민족과 공존하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둘
째 조선족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5%에 지나지 않아 수적으로 소수자이고 정치권력
측면에서도 소수자로 당과 정부에 전적으로 협조하였다. 셋째 사회주의 체제에서 소수민족으로 전통
문화를 유지하고 우대정책의 혜택 속에서 조선족은 기존 체제를 지지하고 그 안에서 신분상승을 추
구하였다.
14) 여기서 한국은 남한과 북한 모두를 포괄한다.
15) 이는 후술할 연변창담이라는 공연양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변창담이란 1973년 최수봉에 의해
한민족 전통예술인 판소리의 형식과 민요의 선율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설창형식으로서 중국
조선족 사회 내에서 판소리의 전통이 계승되면서 새롭게 현지화된 예술형식을 개발해 내었다는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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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변지역 판소리의 이식과 전승 현황
1) 연변지역 판소리의 향유와 이식 배경 : 조선인 이주 ~ 중국 건국(1949) 이전
지금까지 중국 조선족의 문화적 이중정체성 형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문화적 이중정
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조선인의 현지 생존을 위한 지역 내 공동체의식 강화에 의거하
며, 공동체의식 강화의 한 방법으로 한민족 문화유산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있다.
판소리로 대표되는 한민족 문화유산의 중국 현지 전파과정 역시 조선인의 지역 공동체 형성
및 확장과 동일한 이식과 전승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판소리의 경우, 일찍이 중국에서 판소리가 향유된 곳은 자연스럽게 남도사람들이 집거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그것은 판소리를 연변지역에서 남도창이라 부르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 남부에서 발생, 발전한 판소리는 남도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친숙하였으나, 북도
사람들에게는 남도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소한 음악이었다.
따라서 남도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명절놀이나 굿 놀이가 끝나고 난 후 판소리는 자
연스럽게 향유되었다. 1928년 남도사람들이 집거한 흑룡강성의 오상, 상지, 방정, 료녕성의 관
전, 길림성의 통화 등 지방에서는 리종덕, 김경모, 은성산, 안종연 등 중심으로 한 판소리 부
르기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시기 연변지역 판소리 향유자의 수요로 인해 조선의 연행자들까지 중국에 와서 순회공연
을 하게 된다. 명창 이동백16), 박동진17) 등의 현지 순회공연에 대한 기록은 조선인들 집거지
에서 판소리가 활발하게 향유18)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처럼 판소리는 20세기 초엽부터 시작하여 동북의 넓은 지역에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
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중들이 오락의 목적으로 불렀거나 북한에서 온 극단에서 출연 한
종목들은 장소와 관객의 요구에 따라 듣기 좋아 하는 대목을 불렀다.
이는 그 작품의 완전성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동북의 넓은 지역과 나아가서는 관내
에까지 높은 수준의 판소리를 선사하여 이주민들의 고달픈 생활에 기쁨을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판소리의 의미를 초월하여 민족의 얼을 불러일으키는 전통문화의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나 현재 명창이나 명기들이 중국 동북지역에 이주하여 정착을 했다는 기록은 존재
하지 않는다.19)
의가 있다.
16) 1930년에는 명창 이동백이 지금의 연길시, 룡정시, 장춘시와 흑룡강성의 해림, 상지, 하얼빈시 그리
고 료녕성의 심양에서 순회공연을 하게 된다.
17) 1937년에는 명창 박동진이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흑룡강성의 제일 북쪽 흑하에서부터 중
국 남방의 소주, 항주 등지까지 순회하며 공연을 하였고, 그 후에도 심양에서 목단강까지 오면서 공
연을 하였다.
18) 1939년 가을 북한에서 한 창극단이 와서 흑룡강성 해림현(당시에는 목단강성 녕안현) 이주민부락에
서 공연할 때 나이어린 여성 가수가 <심청가>에서 심청이 공양미 300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로 하직
길을 떠나는 대목과 <춘향가>에서 춘향이 변학도의 폭행에 반항하는 대목인 <십장가>에 출연하여
심청의 효성과 희생정신, 춘향의 백절불굴의 절개에 기탁하여 민족의 한과 설움, 일제에 대한 반항
정신을 토로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19)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1994), <<예술사>>, 중국민족출판사/서울대학교출판부, 714쪽.; 동북지역이
광복되자 많은 판소리 애호가들과 해방된 창기들에 의하여 널리 창연되기는 하였으나 역시 여흥물에
지나지 않았다. 이 당시 할빈지구에서는 리선화, 박예화 등이 판소리 토막들을 불러 애호가와 민중
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목단강지구에서는 신옥화, 박정렬 등이 춘향가, 흥부가 등을 불러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고 심양지구에서는 리금덕 등이 곧잘 불러 이채를 돋구었다. 연변지구에서는 우제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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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국 동북지역으로의 이주 조류 속에 일부 전업적인 교육을 받은 예인과 소리와 춤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중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여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그들 중
박정렬20), 신옥화21), 김문자22), 리금덕, 우제강, 조종주, 강성기 등 예술인23)들이 비교적 대표
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중국 연변지역에서 판소리에 대한 향유자와 연행자는 느슨하게 구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주 초기, 조선인들은 생존의 자구책으로 민족문화에 의거한 공동체의식을 강화하였고,
한민족 전통예술은 자연스럽게 향유되었을 것이다. 당시 판소리는 조선과 동일한 형식을 바탕
으로 이주 농민이 주 향유자가 되어 소비되었다.
명창으로 대표되는 판소리 연행자는 중국까지 공연시장의 확대되면서 초청 등의 형식을 통
해 공연하였으며, 이후 현지 향유자의 외연이 연행자로 인해 더욱 확대되는 등, 중국 연변지
역에서 판소리의 이식은 조선인 초기 이주자와 동일시되는 향유자와, 조선 명창 연행자가 서
로 영향을 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고 예측할 수 있다.

2) 중국 국내의 이식 과정 : 중국 건국(1949) 이후 ~ 중국 개혁개방(1978) 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면서 소수민족의 전통음악은 차츰 정책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1951년에 당시 연변조선족자치주 주장이었던 주덕해는 전통문화의 발굴 및 정리 사업
을 강조했다. 이때 연변가무단의 작곡가들이였던 정진옥, 고자성, 김성민, 리황훈은 자치주 및
흑룡강성과 료녕성 일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전통 민요를 수집함과 동시에 민간예인들을 발
굴하였다.
특히 이들 연변가무단의 작곡가들은 1952년 화룡 등지에서 <성주풀이>, <넉두리>, <봉황가
락>, <외삼경>, <애원성>등을 수집하였고, 용정 일대에서 <새타령>을 비롯한 민간에 숨어있는
서도소리, 남도창과 잡가들을 발굴하였다.24)
발굴된 작품 중에서 49수를 뽑아 <<민요곡집>>을 1954년5월에 출판하였고 이에 앞서 1954
년초에는 작곡가 정진옥이 창작판소리 <떡메의 증오>(최정연 대본)를 창작, 발표하였다. 이 작
품은 창(소리), 아니리, 발림 등 소유의 판소리 요소를 갖춘 창작판소리로서 당시 무대에서 대
중적 인기를 누렸으며 몇 년간 연변가무단의 주요 공연 종목이 되었다. 이 작품은 중국 조선
종주 등이 배뱅이굿, 적벽가 등을 불러 인기를 얻었다.
20) 박정렬은 1920년 5월 4일 충청남도 대전시의 한 가난한 농민의 일남삼녀 중의 막내딸로 태여 났고,
19세 때 권번에 나가 노래와 춤을 배웠는데 학비를 이어댈 수 없어 2년 읽고 그만 두었으며 1938년
에 중국 목단강시에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21) 신옥화는 1919년7월4일 전라북도 전주군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 부모를 여이고 11살부터는 남의
애기보기로 지내다가 총명한 탓으로 14세인 1933년부터 인천항 권번에서 전광태에게 5년간 남도와
서도소리, 가야금과 장고기법을 배우게 되고, 16세 때 인천항 권번에서 출연한 창극 <춘향전>중에서
춘향 역을 훌륭히 각색함으로써 출중한 재능을 과시 하였다. 그 후 조선 청진에서 지만수를 만나 6
개월간 소리를 배운다. 19세에 출가하여 1944년 중국 목단강에 이주하였다.
22) 김문자는 1908년 2월22일 황해도 해주에서 무남독녀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 해주에서 예기권번에서
4년 동안 공부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1941년에 중국 심양에 들어와 음식업, 약장사, 여관업 등을
경영하였다.
23) 전라남도 광산군 서창리에서 출생하여 13세부터 5년간 권번에서 소리와 춤을 배웠던 리금덕, 평안북
도 순천에서 출생하여 서도소리와 <<배뱅이굿>>을 잘 불렀던 조종주, 전라남도 목포 출신이여서 남도
소리를 잘 불렀던 강성기, 함경북도 웅기 출신으로써 서도소리와 <<배뱅이굿>>을 잘 불렀던 우제강
등 많은 민간예인들이 중국에 이주하여 도시와 농촌에서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였다.
24)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1994), 앞의 책,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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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첫 번째 창작판소리 작품이다.
1954년 6월에 중국방문 조선인민대표단을 수행해 온 조선국립예술극단에서 창극<춘향전>과
<심청전>의 단락을 연길에서 공연하게 되고, 1956년 12월에는 북한의 예술극단이 연길에 와
서 창극 <춘향전>과 <심청전>을 공연하였다. 이는 중국 조선족들이 처음으로 창극을 접하는
기회가 된다.
이 두 차례의 공연에서 북한에서는 공기남, 안기옥 등 판소리명창이 대거 등장하여 출연하
였는데 이는 이전까지 현지에서 단순히 향유되기만 하던 판소리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과 전승
의 필요성을 조선족 스스로 자각하게 한다. 그 결과 1954년 이래 중국 조선족자치주에서는
최삼명, 김진 등 조선족 음악예술인들을 북한 평양음악대학에 보내 작곡과 가야금을 배우게
하는 등 북한과의 지속적인 문화교류의 양상을 보였기에, 이 시기 판소리는 북한으로부터 주
된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1957년 여름에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연변예술학교(후에 연변대학연변예술학원으로 개칭)
를 창립하였다. 이때부터 판소리는 민간 차원을 넘어 예술학교에서 정식 교과과정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 김문자, 박정렬, 신옥화, 리금덕 등 4명의 민간예인들을 판소리 연변 이
식의 1세대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판소리를 연변지역에 전수
하였고, 성악계 학생이었던 강신자25)는 박정렬로부터 4년 동안 판소리를 전수 받았기에 그를
2세대로 볼 수 있다.
1957년 말부터 1958년까지 일 년 동안 연길시 가무극단은 연변예술학교의 민간교원 신옥화
를 초청하여 전 극단의 무용, 기악, 성악 등 전업을 불문하고 판소리와 민요를 배우기 시작하
였다. 이것은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연변창담이라는 새로운 예술형식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
이 된다.26)
당시 연변지역에서는 신창극실험극단을 창립하고, 판소리 <흥부전> 전극을 공연하였다. 연
변가무단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우제강, 조종주 등 민간예술인들을 초청하여 가수들에게 판소
리를 전수하게 한다. 이 당시 지역 내 판소리 연행자와 애호가들이 연변로동자궁 등 자치주
공공장소에서 판소리 열두마당의 토막들을 자주 공연했다.
전술하였듯, 연변예술학교에서는 북한의 판소리교원을 초청하여 판소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1964년 판소리를 배운 학생들이 1차 10여명이 졸업하였다. 그 중 전화자, 강신자 단 두명이
예술학교에 남아 교편을 잡게 되어 이후 연변지역 판소리의 발전을 이끄는 주역이 된다. 연변
가무단, 연변예술학교, 연변대학, 연변문학예술연구소 등 지역 내 예술 인프라를 통해 판소리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요약하면 이 시기 판소리는 단순 향유의 층위를 넘어, 북한의 지원을 통해 본격적인 이식과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배경에는 중국 건국과 조선족자치주 성립에 따른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다. 즉 본격적인 판소리의 연변 이식과 전승이 이루어진 시기이며 다음
<그림 1>을 통해 이식과 전승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벌어진 문화혁명의 기간

25) 그때 학교에서 배운 주요한 판소리 곡목들로는 <춘향전>의 광한루장면, <심청전>의 부녀상봉, 심봉
사 목욕장면, 그리고 <수궁가>의 토끼타령 등 이었는데 음악전업 학생들은 집체과당에서 배우고 성
악전공의 학생들은 개별전수를 받았다. 당시에는 세 개 학년에 10명 좌우의 학생이 판소리와 전통민
요의 개별수업을 받았는데 그중에 판소리의 학습 성적은 강신자가 비교적 특출하였다. 그는 1961년
에 졸업 한 후 학교에 교편을 잡고서도 계속 판소리를 배웠다.
26)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1994), 앞의 책, 714쪽. 참조.; 당시 연변지역에서는 신창극실험극단을 창
립하고 <흥부전> 전극을 공연하였다. 연변가무단에서도 우제강, 조종주 등 민간예인들을 초청하여
가수들에게 판소리를 전수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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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소수민족의 고유 문화는 배척되었고, 민간 예술인들은 소위 ‘잡귀신’으로 몰리게 되어 이
기간동안 중국 현지에서 판소리 원형의 전수는 공백으로 남게 된다.27)

<그림 6> 판소리의 연변 이식 흐름
문화혁명이라는 정치적 배경 아래 중국 현지에서 판소리의 전승은 단절되었으나, 1970년대
새로운 장르인 연변창담이 등장하여 판소리전통의 명맥을 잇게 된다. 연변창담은 판소리의 형
식과 민요의 선율을 바탕으로 중국 조선족 최수봉에 의해 재창조되었으며, 한민족의 뿌리를
공유하는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내부적으로 판소리를 대표로 하는 설창형식의 전통을 계승함
과 동시에, 중국 내에서 현지화된 새로운 예술형식을 창작했다는데 의의가 있다.28)

3) 연변지역 판소리의 전승 현황 : 중국 개혁개방(1978) 이후 ~ 현재
앞에서 논의했듯, 남한 수교 이전까지 연변지역의 판소리는 북한의 예술인들로부터 전승되
었고, 문화혁명의 기간을 거치면서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이전까지의 판소리 채록 작업은 세
권의 <<민요곡집>>으로 정리되었으나 문화혁명 기간 동안 전부 불타버렸다.
결국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1992년 남한과 수교하면서 판소리의 전승은 새로운
27)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1994), 위의 책, 183쪽.; 중국 조선민족음악은 건국후 17년간 쌓아온 모든
성과를 잃게 되었고 작곡가, 가수, 연극가들은 터무니없는 죄명을 쓰고 개조대상으로 몰려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다. 중국 조선민족전통음악은 50년대에 새로 발견된 후 예술무대에 진출하여 이미 세
계적인 수준에까지 발돋움했지만 동란시기 하루밤새에 모조리 ‘복고주의’, ‘봉건잡귀신’으로 몰리게
되었다.
28) 연변창담은 중국 혁명의 역사와 건국 후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 노동생활과 일터를 찬양하는 지극히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판소리로 대표되는 한민족 문화예술이 현지화의 과정을 거쳐 고
유의 특징을 획득하게 되는 모습을 예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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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을 맞이한다. 비록 전통음악을 가르치던 1세대 예술인들은 모두 세상을 뜨고 없었지만,
이들에 의해 사사받은 2세대인 강신자는 연변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치면서 남한
판소리 예술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한다. 그는 많은 학생을 배양했는데, <그림 1>에서 참고하
듯 김화, 김월녀, 변영화, 박소연 등이 있으며 이들을 연변지역 판소리 전승의 3세대로 볼 수
있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남한이 중심이 되어 수차례의 ‘해외 교포 국악강좌’를 연변에서 실
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한의 판소리 예술인들이 연변 조선족 예술인들과 전공자들에게 남한
고유의 판소리를 알리고 가르치게 되었다. 90년대 초반부터 가야금병창 명인인 윤소인과 강정
숙을 필두로 시작된 남한과의 교류는 전승보다는 사회주의 체제의 합당여부에 따라 선택하고
변화하는, 소수민족의 민족음악으로서 간신히 연행되고 있던 연변지역 판소리와 전공자들에게
남한 고유의 판소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29)
최근 연변지역 판소리의 전승을 위해 연변예술대학의 안계린은 2003년부터 작곡가 김봉관,
희곡작가 김정권, 그리고 성악교수 강신자 등과 함께 판소리의 전통을 연구하였고, 2006년 현
지에서 판소리연구소를 창립하면서 창작판소리 다섯 마당을 발표하였다. 이후 판소리연구소는
정책적 지원을 받으면서 2009년 3월 ‘연변두만강창극단’을 세움으로써 판소리의 보존과 새로
운 창조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4. 연변지역 판소리의 특성과 추이
1) 연변지역 판소리 현행의 특성
조선인의 중국 이주로 획득하게 된 문화적 이중정체성과 중국 소수민족 전통이라는 특수성
에 말미암아 오늘날 연변에서 전승되고 있는 판소리는 ‘연변 스타일의 판소리’라고 할 만큼
18세기에 형성되고, 19세기 전반의 전성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의
판소리와는 그 개념과 본질적 특성에 많은 차이가 있다.30)
판소리의 장단이나 선율형태는 남한의 것과 유사하지만, 남한 판소리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관계로 판소리의 구체적인 음악어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판소리 연행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인 성음이나 길에 대한 인식이 없이 모든 대목을 맑고 고운 소리로 부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판소리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는 ‘성음을 제대로 가져가는지’, ‘이면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따르는 것이 아닌, ‘누가 최고로 높은 음을 가성을 안 쓰고 맑게 내느냐’
에 따른다. 이는 전통 판소리에 대한 인식의 미흡, 중국 조선족 특유의 정서와 미적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31)
이는 북한 판소리의 특징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이미 60년대부터 북한은 판소리를
중앙 차원에서 사장시키면서, ‘낡고 케케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는 입장을 바
탕으로 판소리 고유의 탁성을 배재하고 서양식 창법을 부각시켜 맑은 소리를 내는데 주목했기
때문이다.
발성만이 아닌, 음악적 특성에서도 남한과 연변지역 판소리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청
29) 최려령(2010), <연변지역 판소리의 형성 및 전승과정에 대한 음악적 연구 : 현행 판소리 <심청가>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전문사학위논문, 12쪽.
30) 최려령(2010), 위의 논문, 같은 쪽.
31) 최려령(2010), 앞의 논문,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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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심봉사가 갓 태어난 어린 심청을 안고 어르는 대목을 보면, 남한에서 부르고 있는 대
목의 마지막 다섯 장단이 연변지역 판소리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남한 판소리
<심청가>의 풍부한 대목들이 연변지역 판소리에는 사라져있다.
판소리 예술인들의 기량 부족도 오늘날 남한과 연변지역 판소리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
위의 <그림 1>에서 제시된 연변지역 판소리 1세대인 박정렬과 신옥화 등은 일제강점기 이전
권번출신의 예능인들로서, 판소리 자체에 대한 음악적 이해와 기량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결
국 이들에 의해 전승된 판소리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문화혁명으로 인해 이들 1세
대 판소리 예술인들의 전수 기회 자체가 차단되기까지 한 것이다. 현재 연변에서는 판소리 본
고장인 남한과의 문화교류와 시중에 나와 있는 판소리음반의 수집 등을 통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 초점이 판소리의 예술적 본질인 성음과 음악어법에까지 미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2)
결국 현행 연변 판소리는 북한 판소리의 성음적 한계, 문화혁명 기간 동안의 단절, 개혁개
방 이후 서양문화 수용에 의한 변질, 더불어 남한 수교의 결과에 의한 남한 판소리의 수용까
지 겹치면서 형질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한민족의 판소리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
이다.

2) 중국 내 판소리의 위상과 시사점
지금까지 연변지역 판소리의 이식 과정과 현황,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식의 배경과 전
파 과정은 조선인의 연변지역 이주사를 통해, 본격적인 전승 과정은 중국 건국의 역사적 과정
과 정부 주도의 정책적 지원 및 문화혁명의 과정을 통해, 현황은 중국 개혁개방 이후 남한 판
소리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에서 판소리의 위상은 어떠한가? 이는 구체적으로 길림성 도문에 위치한
중국조선족비물질문화유산전시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7월 개관한 전시관은 중국
에서 유일한 조선족 문화유산 전시관으로 조선족의 국가급, 성급비물질문화유산을 망라하고
있으며 이중 판소리는 설창예술이라는 구역에서 소개되고 있다. 중국은 자국 소수민족 조선족
의 문화유산이자 한국의 중요한 전통문화예술인 판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전문 전시
관을 건립하여 체험과 교육, 홍보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2013년 연변가무단의 창극 <심청>이 중국소수민족희극희연에서 중국 내 14개 소수
민족들의 전통적인 희극과 경합하여 금상을 수상한 사실 또한 중국 내 판소리의 위상을 강화
해주는 예시가 된다. 특히 <심청>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난 효(孝)에 대한 가치가 중국에서 현
재 가장 필요한 가치로서 심사 결과에 반영되었음은 조선족 전통 문화의 파급 효과를 증명한
다. <심청> 제작 과정에서 연변대학교 국문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등, 연변지역 판소리 발전
을 위한 조선족사회 협력의 모습은 고무적이다.
또한 2011년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무형문화유산 중 국가적 보호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종목
들을 발표한 명단에 판소리가 포함되었다는 사실 역시 일견 연변지역 판소리 발전의 한 모습
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판소리 자체의 예술적 역량에만 집중한 결과가 아니다. 1992년 한
32) 최려령(2010), 위의 논문, 47쪽 참조.; 현행 연변지역 판소리 <심청가>의 경우 남한에서 연행되고 있
는 김소희 제 <심청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설은 축소되고 장단의 템포는 상
대적으로 빨라지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선율이나 사설은 남한 판소리와 비슷하지만 음악어법이 계면
으로 일관되어 있고, 시김새에 따른 선율진행이 비교적 단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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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에 한국바람이 일고 남한에서 재외동포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제적으로 상당한 위상을 갖는 조국을 배후에 두고 있는 조선족 사회의 변화에 중국정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분리적 속성이 강한 티베트와는 달리 동북지역은 국내외 정세의
변화 등에 의해 통합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다.33)
이에 따라 중국은 고구려사 왜곡과 조선족 문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북공정34)을 추
진하여 중국 변경지역을 통합하려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다각적인 대
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민족의 다양한 전통문화유산들을 중국의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국가적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방편의 하나이며 판소리 역시 2011년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급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35)되어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더불어 판소리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보호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선정을 통해 국제사회
에서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중국의 의지 발현이기도 하다. 중국은 2001년 <곤곡(昆曲)>
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선정을 시작으로, 자국 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한다.
중국은 2006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을 시작으로 자국내 무형문화유산
중 보호 가치가 있는 종목을 비물질문화유산목록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1년
<판소리>는 <아리랑>, <가야금예술>과 더불어 중국 내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예술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명시된다. 이는 한민족의 문화유산이 타국에서까지 가치를 인정받아 보호의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는 긍정적이나, 국제 사회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선정을 둘러싼 국
가 차원의 문화적 주도권 선점이라는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5. 결론
이상으로 판소리의 연변 이식과 전승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지하다시피 판소리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태동해서 전국적으로 전승되었고 특히 북한 지역을 거쳐
연변 조선족에 이르기 까지 폭 넓게 구비 전승된 문화콘텐츠의 소중한 창작 소재이다.
연변지역 판소리의 이식 배경은 한반도 남쪽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집거한 지역을 중심으로
명절이나 굿놀이가 끝난 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술자리에서 판소리 한 대목을 부르며 판소
리 부르기 활동이 전개된 것이다.
그 배경에 중국 조선족의 문화적 이중정체성 형성이 있다. 조선족은 해외 한인들 중 유일하
게 국가적으로 기타 55개 민족(한족 포함)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으며, 중국 공민으로서의
33) 티베트의 경우 서장자치구 내의 92%가 넘는 티베트 민족의 분리 독립이 가장 큰 장점이 되고 있는
반면 중국 동북지역(만주)에서는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분리 독립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4) 동북공정이란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지난 2002년부터 진행한 연구사업으로 고조선에서 기원하여 고
구려를 거쳐 발해로 이어지는 한국 고대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중국
은 2004년 북한과 함께 고구려 고분 벽화와 왕릉 등 고구려 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공동 등재함으
로써 남한에서 사회적, 정치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35) 2011년 중국 문화부는 제3차 국가급비물질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국무원 통지를 통해, 자국의 비물
질문화유산 목록에 <아리랑>, <가야금예술>, <판소리>를 최종 승인했다. 판소리의 경우 이미 2009
년 길림성 연변주와 요녕성 철령시에서 성급비물질문화유산에 등록된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
와 법률 제정 공표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한 자국의 비물질문화유
산 보호, 보존산업, 중화민국 우수문화 계승발양,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 문화대발전, 대번영을 추
진한다는 국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 68 -

법적, 정치적 및 민족자치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었다. 이는 중국 조선족이 중국 사회에서 이
주자 신분의 주변인으로서가 아닌 중국 국민으로서의 국민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
다.36)
이러한 이중정체성의 형성을 바탕으로 판소리는 연변지역에서 고유의 이식과 전승 형태를
보인다. 판소리의 연변이식의 주요 흐름은 지속적으로 전승된 남한 판소리와 지만수를 중심으
로 한 북한 판소리가 혼융되어 연변지역의 독특한 문화요소가 가미된 판소리로 발전하게 되었
다. 연변 판소리의 선율은 전통 판소리와 같지만 한국 판소리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고 있
다. 사설은 축소되고 장단의 템포는 빨라졌으며 음악어법이 계면으로 일관되어 있고, 선율 진
행이 비교적 단조롭다.
판소리는 나아가 연변창담이라는 조선족 고유의 설창양식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연변창담
은 판소리의 형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화융합의 대표적 작품이며, 문화적 이중정체성을 보
유한 조선족의 특성을 바탕으로 중국이라는 새 영토에서 만들어지는 독탁한 양식의 실험작으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연변창담에 대한 후속 연구의 진행은 중국 조선족의 판소리로 예시되
는 한민족 전통문화와 전통예술의 정착 과정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중국 조선족들의 노력과 중국 정부의 지원에 의해 연변지역 판소리의 위상이 긍정적인 모습
으로 보여지는 반면, 조선족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중국정부의 반응은 민감한 편이다. 중국
은 고구려사 왜곡과 조선족 문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북공정을 추진하여 중국 변경지
역을 통합하려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판소리가 중국 비물
질문화유산으로 선정되어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는 문제로서
별도의 장에서 논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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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3분과)-2]

문화적 할인의 관점으로 본
몽골 설화와 성서의 ‘창세 신’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reator deity’ from between
Mogolian folktales and holy bible focused on Cultural
discount

정영찬＊1)

【국문초록】
살아온 환경에 따른 우주관과 인간관은 민족의 정체성과 고유적 특질을 반영한다. 민족적
특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 구성되었으며 타민족과의 구별성을 확보하면서 발전한다. 구술 전승
을 통해 민족의 근원과 창세, 수많은 고비 속에서 등장하는 영웅 등에 대한 서사들은 신화화
과정을 거쳐 설화(說話)로 이어지거나 기록문학 형태로 유지된다. 이를 신화라 통칭하면, 다양
한 지역의 신화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 신화소를 추출하는 것이 공간적 경계와 시간적 간극이
사라지고, 동시성과 향유성이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되는 ‘문화 융합’ 시대의 문화콘텐츠 창작
소재 개발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는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재화창출이 가능한 지역의 범
위를 확장시키고, 이에 앞서 두 지역 또는 신화 간의 유사 신화소 추출을 통해 문화적 할인율
은 낮추는 제작․배급이 필요하다.
본론에서는 샤머니즘의 기원이라 불리는 바이칼 지역의 몽골 설화에서 하늘 신을 중심으로
한 창세 신화와 성서에서의 창세 신 야훼가 각각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서로
비교함으로써 유사 신화소와 차별 신화소를 추출한다.
＊ 몽골 국립예술대학교 초빙교수,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 BK21plus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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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보편적 향유가 가능한 문화콘텐츠 창작소재를 확보함은 물론이고, 문화의 공존은
적극 도모하고 문화의 충돌은 완화하려는 시도에 본 연구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Ⅰ. 서론
1. 문화적 할인을 위한 유사 신화소
살아온 환경에 따른 우주관과 인간관은 민족의 정체성과 고유적 특질을 반영한다. 민족적
특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 구성되었으며 타민족과의 구별성을 확보하면서 발전한다. 구술 전승
을 통해 민족의 근원과 창세, 수많은 고비 속에서 등장하는 영웅 등에 대한 서사들은 신화화
과정을 거쳐 설화(說話)로 이어지거나 기록문학 형태로 유지된다. 설화의 형태 뿐만 아니라 기
록문학으로써의 신화는 어떤 내적인 고유한 가치 때문에 고전으로서의 고유한 의미를, 나아가
권위를 갖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가치에 의해 규정되는 유동적인 개
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고전적 서사로써 신화의 가치는 서사 자체의 고정된 힘
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재해석해내는 사람들의 가치와 힘에서 나
온다.1) 다시 말해, 신화는 각 지역의 특수성 뿐만 아니라 인류 공통에 기댄 보편성도 지닌 이
야기이며, 이것이 한 지역에 존재하는 신화의 총체적 이해를 위해서 지엽적인 특수성을 넘어
타 지역의 유사 신화를 통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이다. 특히 신화에 담긴 보편성은 인간이 세
계에 대해 갖는 높은 수준의 추상적 관념이 담겨 있기에 신화의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입체
적 조명이 필요하다.2)
이러한 입장에서 몽골의 설화와 성서의 창세 서사 사이에 존재하는 신화소를 발견하는 작업
은 신화 자체에 대한 보편성을 탐구하는 목적으로서의 연구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할인을
위한 신화소 추출이라는 가치에도 큰 역할을 한다. 레비-스트로스의 이론에서와 같이, 단일한
신화소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관계군 속에 존재하는 신화소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이며, 이
는 단일 신화의 다양한 판본 간에도 해당하지만 유사성을 보유한 다른 신화의 신화소와의 관
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3)
유사 신화소의 추출은 공간적 경계와 시간적 간극이 사라지고, 동시성과 향유성4)이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되는 ‘문화 융합’ 시대의 문화콘텐츠 창작소재 개발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소재로서 문화원형은 역사와 문화유산, 고전문학을
비롯하여 신화, 설화 등을 포함한 구비문학의 탐구를 통해 발굴되며, 본고에서 연구하려는 유
사 신화소의 추출 과정은 고부가가치 재화창출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
을 한다. 아울러 고대 서사시의 문화콘텐츠로서의 전환 과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은 원천
소스의 국적 개념을 버리고 우리의 시각으로 다시 리메이크하는 세계지역화(Glocalization)의
전략적 관점을 확보할 수 있다.5)
1) 메리 베어드, 존 헨더슨, 《클래식》, 동문서, 1999, p.27.
2) 이주영, 〈어스다이버 유형을 통해 본 창세신화 인세차지 경쟁 화소의 신화적 의미〉, 《우리문학연구》
39, 우리문학연구회, 2013, p.145.
3) 레비-스트로스, 《신화학 1》, 한길사, 2005, pp.58-69. 참고.
4) 단순 이용의 차원을 넘어 수용자가 적극적인 ‘끌어당김’ 과정을 통해 ‘재미’와 ‘몰입’에 근거한 자발적
이용의 용어로써 ‘향유’라 지칭한다.
5) 김용범, 〈영웅서사시 게세르 칸의 내러티브 연구〉, 《한국언어문화》제40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p.80.

- 71 -

문화콘텐츠의 향유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보편성이 높은 신화소, 다시 말해 문화 코드를 형
성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문화적 할인’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이해․적용해야할 필요가 있
다. 한 문화권의 문화 상품이 다른 문화권으로 진입할 때 언어․관습․종교 등 문화적 차이 때문
에 그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문화적 할인6)이라고 할 때, 할인율이 높을수록 지역을 넘어 이
동한 문화상품에 대한 향유 가치와 시장성은 떨어지고, 반대로 할인율이 낮을수록 가치와 시
장성을 상승한다.
정리하자면, 두 지역 또는 신화 간의 유사 신화소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한 지역이나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화콘텐츠가 다른 지역으로 판매․배포 될 경우 문화적 할인율은 낮추는
효과로 직결되고 이를 통해 문화적 공감대 확보 및 문화콘텐츠 시장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일례로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영화 〈왕의 남자〉7)를 2006년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교 한
국어학과 2학년 학생 8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10%인 9명이 ‘재미있
었다’고 대답한 반면 57.3%인 51명이 ‘이해가 어려웠다’고 답했다.8) 문화적 할인에 대한 충분
한 분석과 함께 문화콘텐츠 상품이 전해질 경우 이와 같은 결과를 방지 또는 약화 시킬 수 있
다. 결국 구술 전승을 통해 전해지는 설화는 문화콘텐츠 창작소재로서 상당한 가치를 지니며,
살아온 환경에 따라 형성된 우주관과 인간관은 민족의 정체성과 고유적 특질을 반영하여 설화
나 신화에 드러난다. 따라서 두 지역 및 사고 간의 문화적 할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사 신
화소를 발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9)

2. 연구 방법
본고는 문화적 할인율을 낮추기 위한 유사 신화소 발견의 관점에서 서구 사상 중 헤브라이
즘의 대표 서사인 성서의 창세설화와, 이와 유사한 유일신 사상의 관점에서 창세 서사를 전개
하는 몽골 부리야트 서사시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에 앞서 몽골에서 사용하는 유일신을 뜻
하는 용어인 ‘보르항’의 중의적 의미 변천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후대 종교적 신 표현을 배제
한 원질적 신 용어로서의 설화를 도출하는 연구를 선행할 것이다. 물론 구술 전승된 설화의
특성 상 일정한 형태를 규정하기 어려우며 상호 우위를 평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전
제로 두고, 제시된 다양한 설화 속에 존재하는 서사 특성을 종합하여 제시코자 한다. 반면 성
서는 구술 전승의 기룩 형태로의 전환과 이를 종교적 경전으로 공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
양한 판본들이 통합되었고, 이본은 폐기되는 결과 현재의 성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성서에 기
술된 창세 서사의 특성을 추출한다.
6) Cultural Discount.
유승호, 〈세계화시대의 문화 공존과 충돌 : 한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
사회학회, 2005. / 이광철, 〈국내 개봉 미국영화의 장르별 흥행성과와 문화적 할인〉, 《대한경영학회
지》제26권 제2호, 대한경영학회, 2013. / 고정민,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인
문콘텐츠》제27호, 인문콘텐츠학회, 2012. 참고.
7) 누적관객수 12,302,831명 / 누적 매출액 66,015,436,400원으로 역대 관객수 상위 9위에 랭크.
영화진흥위원회 박스오피스 참고.
8) 연구자가 울란바타르대학교 수업 중 조사한 결과로, 만족도 항목에 대해 ➀재미있었다(гоё юм байн
а.) / ➁볼만했다(зүгээр.) / ➂이해가 어렵다(Сайн мэдэхгүй байна.) / ➃싫다(дургүй.) 로 구
분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9) 성서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콘텐츠는 영화, 뮤지컬, 판타지, 게임,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활발
히 창작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과 유사한 연구로는 ‘선교학’, ‘문화접변’. ‘토착화’ 등의 연구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문화적 할인에 주목하여 두 서사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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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창세 서사의 핵심 내용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는 연구 이후에 본고에
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차후 연구를 위한 토대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본론
서구 사상의 두 축인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은 유일신 사상과 다신 사상으로 설명 가능하
다. 야훼를 중심으로 서술되는 유일신 사상은 바이칼을 중심으로 파생된 동아시아 알타이어족
계통에서 유사하게 발견된다. 그 중에서 민족적 뿌리가 같다는 학설이 지배적이며, 흔히 ‘몽고
반점’이라는 인종․생물학적 특성도 공유하고 있는 몽골과 한국의 유사성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다.10)
한국의 창세 신화를 보면, 하늘 신(천제, 天帝) 환인의 서자 환웅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다
환인이 천부인 세 개를 환웅에게 주며 지상에 내려가 다스려보길 권면한다. 이에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삼천 여명의 무리와 함께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먹거리와 생명, 선악
과 질병, 날씨와 형벌 등 인간의 삶에 따른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기 위하여 삼위태백 신단
수, 즉 신시에 내려와 인간 세계를 통치하면서 시작된다.11) 또한 제주도에서 유래하는 창세
설화 〈천지왕본풀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➀ 하늘의 천지왕은 지상에 내려와 총맹부인과 인연을 맺고 아들 형제를 두리라고 예언한 뒤 아들
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박씨를 준 후 사라진다.
➁ 총맹부인은 아들 형제를 낳아 ‘대별왕’과 ‘소별왕’이라고 이름을 짓고 양육한다.
➂ 대별왕과 소별왕 형제는 서당에 다니다가 동료로부터 ‘아비 없는 호로자식’이라는 욕을 먹고 어
머니에게 아버지 근본을 물은 뒤 어머니가 내어준 박씨를 심어 박순이 뻗는 곳을 따라 아버지를 찾아
간다.
➃ 천지왕은 아들 형제를 만나서 대별왕은 이승을, 소별왕은 저승을 차지하도록 지시한다.12)

이와 같이 하늘의 신, 천지왕(天地王)을 유일신으로 두고 그로부터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보
는 사상은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유일신 사상은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의 거주하는 민족 대부분이 유사한 샤머니즘 등 무속을 기층 종교로 한 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그러한 무속 종교에 기반한 사고를 신화와 서사시에 투영시키고 있다.13)
본론에서는 샤머니즘의 기원이라 불리는 바이칼 지역의 몽골 설화에서 하늘 신을 중심으로
한 창세 신화와 성서에서의 창세 신 야훼가 각각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서로
비교함으로써 유사 신화소와 차별 신화소를 추출한다.

10)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검색결과 ‘한국과 몽골의 유사성’에 관련한 학술논문은 1,772건 검색되었
으며, 경제, 교육, 문학, 인류학, 문화학, 역사 등 전 영역에 걸쳐서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본고는 조동오의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과 최원오의 학술논문
인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을 연구 배경으로 삼았다.
11) 김헌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pp.161-168. 중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신화를 기술하였
다.
12)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pp.248-249.
위 책에서 저자는 《천지왕본풀이》의 박봉춘본, 이무생본, 고대중본, 강일생본, 남무 안사인본 등을 종
합 정리하였다.
13) 최원오, 〈동아시아 구비서사시 이론 구축을 위한 사례 점검 1〉, 《구비문학연구》16, 한국구비문학회,
2003, p.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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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몽골의 ‘창세 신’ 보르항
창조자이자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보르항14)은 몽골의 역사를 거치며 중의적 의미를 수반하
는 용어로 사용된다. 물론 ‘하늘 神’, 즉 전능자이자 조물주, 세상의 통치자라는 의미는 공통
적으로 담고 있지만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 대상에 다소간 차이를 이룬다.
샤머니즘의 보고이자 출발지역인 바이칼을 중심으로 몽골 신화학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몽
골 구비문학 연구자 센덴자빈 돌람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수풀마다 보르항(神)이 있고, 바위마다 칸(王)이 있고, 산마다 옹고드(신의 정령)가 있다”(《별의 천
신》 중)라는 말과 같이, 옛 몽골인들은 이 내적인 힘이 무엇보다도 사물(현상)의 운동(활동)이나 외형
(형상)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를테면 산이 굳건하게 터 잡고 있는 것은 그곳에 주
인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고,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는 것 또는 풀이 삐쭉삐쭉 돋아난 것 역시 그 안에
숨겨진 내밀(內密)한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 따라서 만약 그러한 주인, 즉 내적인
힘이 깃들어 있지 않다면 산이 굳건하게 터 잡고, 물이 세차게 흐르고, 풀이 삐쭉삐쭉 돋아나지 않는
다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이는 옛 몽골인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형상을 통한 사고, 즉 유형(有形)적으로 사고하도록 만든 복잡
하고 미묘한 것이다. 산과 바위가 도처에 솟아 있는 모습, 강물이 세차게 소리내며 흐르는 모습, 푸링
여기저기 돋아난 모습은 옛 사람들에게 그 안에 일종의 비밀이 간직된 장엄한 현상으로 여겨졌을 터
인데, 그들은 이를 추상화하지 않고 인격을 부여하여 묘사하였다.15)

이것이 세상의 주인으로 묘사되는 창조신의 역할과 활동인 것이다. 신은 주권을 가지고, 스
스로 가진 힘으로,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세운 계획으로, 스스로 활동한다. 이를 보르항이
라 부른다. 만물에 부여하는 의미는 추상적인 존재화 또는 개념화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실
제하는 신의 현현(現顯)으로써 만물의 요소를 인식하였다. 다시 말해 만물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과 존재 또한 보르항의 현재적 표상이며, 의미의 출발과 도착도 보르항에 귀결되는 것이
다. 이러한 태고의 순박한 믿음에서 시작된 샤머니즘은 몽골 신화의 존재적 토대가 되었으며,
바이칼16)과 부리야트17)에서 ‘보’(боо, 남자 무당)와 ‘오드강’(удган, 여자 무당)과 같은 샤먼
의 후손이 끊기지 않는 이유이다. 이에 대한 신화도 존재하는데, “먼 옛날에 (불교도들이) 눈
이 먼 ‘오드강’을 속임수를 써서 죽이려고 한 교활한 계략 때문에 부리야트에서 ‘보’와 ‘오드
강’이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되었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 부리야트 지역은 할하(몽골
족의 중심지인 몽골국, 즉 외몽골과 거기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몽골족) 등 여타 몽골족 거주
지보다 불교가 뒤늦게 전파되었거나 상대적으로 덜 번창하였다. 그 때문에 고대 샤머니즘의
흔적이 강고한 생명력을 갖고 보존되어 왔다.”18)
샤머니즘에서의 하늘신이자 유일신, 보르항은 13세기 이후 몽골에 불교가 전해지기 시작하
면서 중의적 개념화가 시작된다. 구술 전승되던 설화를 13세기 문자19)(хот бичиг)화 작업을
14) бурхан, 사전적 정의로는 ➀하늘신, 창조신 ➁부처(석가모니의 존칭이자 득도자에게도 사용함), 불
상 등 ➂기독교의 하나님 또는 하느님 등이 있다.
15) 센덴자빈 돌람, 이평래 역, 《몽골신화의 형상》, 태학사, 2007, pp.33-34.
16) 몽골 민족과 알타이 어족, 샤머니즘의 근원지로 인정되고 있는 호수 주변 지역으로써, 현재는 러시
아 연방 내 ‘부리야트 몽골 자치 공화국’에 속해 있다.
17) 바이칼의 서쪽 지역, 부리야트 몽골 자치 공화국의 수도인 이르쿠츠크와 그 주변 지역에 부리야트
몽골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통칭한다.
18) 체렌소드놈, 이평래 역, 《몽골 민간 신화》, 대원사, 2001, p.19.
19) 19세기 소련을 통한 공산화 혁명을 거치면서 옛 문자는 버리고 키릴 문자를 몽골어에 차용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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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다. 동일한 시기에 일어난 불교의 전래와 설화의 문자화는, 신화가 시대상과 주변 환경을
적극 반영하듯이 구전 신화에 대한 변용이 뒤따른다.20) 다시 말해 창세 신화를 비롯한 무수한
설화에 등장하는 보르항에 불교의 붓다가 포함되어 통용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의 설화를 통해서 드러난다.
[자료1]21)
태초에 세상은 온통 불과 물, 그리고 바람뿐이었다. 어느날 보르항 박시(бурхан багш22), 붓다)가
흙을 가져다가 물에 뿌리자 대지가 생겨나고 풀과 식물, 나무가 자라나 번성했다고 한다. 그뒤 보르항
박시는 사람을 창조하고 일곱 보르항(일곱 신불=북두칠성)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자료2]23)
샥지투브 보르항(석가여래)이 대지를 만들기 전까지 세상은 온통 물바다였는데 보르항(즉 샥지투브
보르항)이 하늘에서 한 줌의 흙을 가져와 지상에 뿌려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지를 만들었다.
그러자 대지 위에 온갖 풀과 여러 가지 나무와 꽃이 자라고 동물이 태어났으며 마지막으로 사람이 생
겨났다. 최초의 인간은 온몸이 털투성이였다. 보르항께서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머리, 눈썹, 턱, 뺨,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분의 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털은 모두 없애 버렸다. 그 다음 샥지투브는
여자와 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후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다.
[자료3]24)
태초에 이 세상에는 공기와 물 두가지만 있었다. 하늘에 있던 오치르바니 보르항(금강불)이 한번은
아래를 바라보고 물 대신 대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후략)

위의 창세 설화에서 살펴보듯이 보르항이라는 신의 개념은 초기 샤머니즘이 가지고 있던 창
조신과 유일신에 덧붙여 ‘샥지투브 보르항’이라는 석가여래로, ‘보르항 박시’라는 붓다로, ‘오
치르바니 보르항’이라는 금강불의 공통 요소인 열반에 이른 부처를 포함하는 언어로 확대 사
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몽골 민간 신화》의 역자 이평래는 “특히 보르항 박시와 같은 단어에

용토록 하였다. 현재 몽골어는 키릴 문자로 표기한다.
20) 특히 몽골 대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Chinggis Khan)의 3대손 쿠빌라이칸에 의해 성립된 원나라는
1266년에 지금의 베이징으로 천도하고 그 이름을 칸발릭(Khaanbilig, 왕이 사는 도시)으로 부른다.
1264년 연호를 지원(至元, 완전히 새로운 시작)으로, 1271년에는 대원(大元, 위대한 시작)으로 정하며
서 중국의 영토를 지배한다. 1368년 이후 중국 본토에서 밀려난 몽골의 왕들은 몽골 초원에 흩어져
명맥만 유지하다, 1758년 북쪽에서는 제정 러시아가, 남쪽에서는 청나라(만주국)가 몽골을 압박한다.
뿐만 아니라 17세기 초 내몽골 지역을 청나라로 흡수하고, 1689년 부리야트 몽골을 제정 러시아에
편입한다. 청나라와 제정 러시아와의 네르친스크 조약에 의한 분할 통치 정책이다.
이러한 지배통치 기간 동안 독립 운동의 일환으로 티베트와 정치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티베트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여, 청나라 독립 이후 왕정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왕을 벅드칸(bogd
khan, 왕이자 국가 최고 승려)으로 삼는다.
21) 이 자료는 포타닌(G. N. Potanin)의 《서북몽골기행》, 1883, 상트 뻬쩨르부르크, p.268.에서 요약 번
역한 것으로, ‘초이잠츠(Choijamts)’라는 할하 사람에게서 채록해 러시아어로 번역 출판했다.
체렌소드놈, 위의 책, p.28.
22) 보르항은 신을 의미하고, 박시는 선생을 뜻한다.
23) 이 자료는 베니그센(A. P. Bennigsen)의 《중앙아시아 전설과 민담》, 1912, 상트 뻬쩨르부르크,
pp.13-14.에서 번역한 것으로, 울란바타르의 아디야(Ad’yaa)라는 사람에게서 채록했다.
체렌소드놈, 위의 책, pp.28-29.
24) 이 자료는 포타닌이 파흐라스(Pahras)라는 할하 사람에게서 채록해 《서북몽골기행》에 수록한 내용
이다.
체렌소드놈, 위의 책,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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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몽골 설화가 16세기 불교 수용 후 전반적으로 불교적 색채가 덧칠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신 혹은 신격으로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하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보르항의 중의적 개념화는 후대 20세기 사회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정치체제를
전환한 몽골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물론 신화의 서사 변용은
불교와 달리 사례를 찾아볼 수 없지만, 기독교 내 성서 편찬 기관인 몽골 성서공회에서 야훼
를 뜻하는 하나님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보르항’을 사용하게 된다. 몽골어 성경의 시작이 “Эх
энд Бурхан тэнгэр газрыг бүтээжээ.”로 기술되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의 번역이 되었다.
정리하자면, 유일신을 뜻하는 보르항이 세상의 창세를 주관하는 존재로서의 하늘신의 개념
에서 신화가 생성되고 구술로 전승되었다. 이후 불교의 전파․흡수와 함께 부처를 뜻하는 용어
로 보르항이 중의적 개념화가 성립되었고, 아울러 구술 전승된 창세 서사가 기록 형태로 전환
되는 과정에서 신화의 서사 개변이 일어났다. 현대 기독교의 전파와 함께 보르항의 중의적 개
념화는 확대되었고 야훼를 뜻하는 하나님을 보르항으로 사용하고 있다.25)
종교적 개념의 신을 포함하는 중의적 개념을 제외한 샤머니즘의 창조신이자 유일신으로써
보르항을 다루는 신화는 다수 존재한다. 본고는 이러한 최초 형태의 서사를 바탕으로 이어 제
시하려고 하는 성서와의 비교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자료4]
태초에는 대지가 없고 오직 물과 불뿐이었다. 작은 불이 수면에 열(列)을 만들어 마치 한 줄기의 길
이 생긴 것 같았다. 수면에 두 척의 은으로 만들어진 조각배가 떠 있었다. 한 척에는 ‘아버지인 은 기
둥’이 타고 있었고 또 한 척에는 ‘어머니인 금으로 된 창문의 구멍’이 타고 있었다. 조각배 두 척은 오
른쪽으로 돌아 두 번 선회하였지만 결합하지 않았다.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서 선회하자 멋지게 결합하
여 자손이 생겼다.26)
[자료5]
혼돈의 세상 그 어둠 속에서 에헤 보르항이 나타났다. 에헤27) 보르항은 하늘과 땅을 분리하기로 결
정하고 처음에 야압(野鴨)을 만들었다. 야압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입술에 진흙을 묻혀 돌아왔다. 에헤
보르항은 이 진흙으로 어머니가 될 대지 우르겐을 창조하고 거기에 식물과 동물을 만들었다. 에헤 보
르항은 태양에게서 선량한 딸 망잔 그루메를 만들고 달에게서는 사악한 두 번째의 딸 마야스 할라(혹
은 할라 망잔)를 만들었다. 선량한 딸 망잔 그루메로부터 서천의 신들이 태어났고 사악한 딸 마야스
할라로부터는 동천(東天)의 신들이 태어났다. 최초의 인간도 에헤 보르항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해가
지는 땅에서 여자가, 해가 뜨는 땅에서 남자가 창조되었다. 둘이 만나서 최초의 남자 파한과 최초의
여자 토야가 태어났다.28)

[자료4]와 [자료5]를 소개한 요시다 아츠히코는 “첫 번째는 인간의 탄생에 관한 신화이며 두
25) 현재 몽골 각 지역에 존재하는 ‘보르항 테 올(Бурхантэй уул, 신이 있는 산)’에는 불상이 있거나
어워(овоо, 서낭당과 같은 돌무더기 聖所)가 있다.
26) 이 자료는 바이칼 주변의 부리야트 족의 창세 설화이다.
요시다 아츠히코, 《세계의 신화 전설》, 혜원, 2002, pp.362-363.
27) 어머니를 뜻하는 몽골어 에흐(эх)에 호격 조사 에(е)를 붙였다. 따라서 에헤 보르항은 신의 속성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빗대로 표현하는 용어이다.
28) 이 자료는 바이칼 주변의 부리야트 족의 창세 설화이다.
요시다 아츠히코, 위의 책, pp.363-364. 참고로 동일한 내용이 이경윤 편저, 《세계의 신화와 전설사
전》, 다인, 2012, p.253. 에도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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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의 것은 세상 및 인간의 창조를 설명한 신화이다. 양자가 각각 다른 계통에 속한다는 것
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 후자에 등장하는 파한은 티베트 신화에 등장하는 마상의 다른 형
태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신화의 성립 시기는 비교적 나중이라고 생각된다.29) 최초의 신화는
보다 옛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강하다.30)”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신화 연
구자 남질 발다노(Namzhil Baldano)는 부리야트의 서사시를 채록한 《Abai-geser khubuu
n》31)에서 다음과 같은 창세 설화를 밝힌다.
대지가
아직 무질서하던 시기에
이 세상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높고 높은 하늘이
안개로 덮여 있을 때
넓고 넓은 대지가
먼지로 덮여 있을 때32)

위의 설화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몽골의 창세 서사의 핵심이 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
다. ①태초는 유로부터 시작한다 / ②무질서에서 질서로의 전환을 이룬다 / ③창조자가 주권
적으로 창세한다 / ④태초에는 땅이 없다 / ⑤하늘과 땅을 분리한다 / ⑥최종적으로 인간을
만든다.

2. 성서의 야훼
성서는 헤브라이즘을 대표하는 서사로 야훼를 중심으로 창세, 인간 창조, 인간을 향한 약속
과 반목, 이를 둘러싼 인간군상의 다양한 면면을 서술한다. 야훼를 유일신으로 두는 기독교의
경전으로 널리 읽히고 있으며, 성서 안에는 야훼에 대한 풍부한 묘사가 등장한다.
성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야훼의 속성은 전능성과 신실성으로 대표된다. 창조자이자 조
물주로써 야훼는 全能한 존재로 세상과 우주, 인간과 역사의 출발이자 끝이라 강조한다.33) 야
훼의 전능성은 인간에 대한 심판34)이나 초자연적 현상35)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신실성은 자기
를 유일신으로 섬기는 민족 또는 개인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약속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모
습으로 기술된다. 다시 말해 성서는 야훼가 창조부터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까지를 주관
29) 몽골국립대의 몽골어학자 Я. ЦЭВЭЛ 교수가 집필한 몽골어 사전(mongol helnii tovch tailbar
toli)에는 ‘파한’이라는 단어는 없다. 반면 ‘토야(туяа)’는 ‘광선’, ‘아침의 강렬한 태양빛’ 등의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30) 요시다 아츠히코, 위의 책, pp.362-364.
31) Namzhil Baldano, Abai-geser khubuun: buriatskii narodnyi epos, Buriatskoe knizhnoe
izd-vo, 1969.
32) 이 자료는 센덴자빈 돌람, 위의 책, pp.198-204.에서 소개하고 있다.
3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22장 13절)
34)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에덴동산 방출, 노아의 홍수 사건, 히브리민족의 탈이집트 사건 때 이집트
민족에 대한 징벌 등이 그 예이다.
35) 탈이집트 사건 때 홍해의 기적, 요나가 고래 배에 갇히는 사건, 소리를 질러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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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최상의 신으로 강조하여 기술한다. 다만 몽골의 보르항과 같이 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
지는 않으며, 유일신의 강력한 표현으로 야훼를 둔다.
구약성경은 고대 근동 신화의 언어를 듬뿍 담고 있다. (중략) ‘하늘’, ‘달’, ‘바람’, ‘강’, ‘피’. ‘가시나
무’는 구약성경에 흔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 표상들의 원래 의미는 고대 근동의 신화적 맥락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피(血)의 신이었던 ‘다무(damu)’를 보면, 그는 악령을 물리쳐
쫓아내고(apotropaic), 사람을 치유했다. 고대 근동인들은 질병이 악령을 통해 들어온다고 생각했으므
로, 이 두 역할은 사실상 하나다. ‘생명력’을 상징하는 이 신은 고대 근동인들에게 널리 사랑받았다.
물론 야훼 하느님만을 따르는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다무를 섬긴 적이 없다. 하지만 피에 대한 고대 근
동의 종교심만은 고스란히 공유했다. 이스라엘인들한테도 피는 신령한 생명력을 상징했다. 그래서 피
를 먹으면 안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피로 죽음의 영을 쫓아냈다. 물론 그
생명의 원천은 야훼 하느님이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고대 근동의 종교심은 구약성경에 녹아 들었다.36)

이처럼 오랜 시간을 걸쳐 전승된 성서는 당시의 시대상과 환경을 반영하여 기록되었다. 다
시 말해 오랜 역사를 통해 근동 지역을 중심으로 구술 전승의 과정을 통해 현재 기록 문학으
로 자리잡았다. 구약 성서 중 창세 설화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오경37)에도 고대의 편집자들이
다양한 출처에서 얻은 문서들을 이어붙인 것이라는 ‘문서가설(Documentary Hypothesis)’ 이
론도 존재하며, 이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사실여부를 떠나서 다양한 학설의 등장이
신약 성서와 구약 성서를 통틀어 구술 전승 이후 기록물 형태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에는 이견
이 없으며, 전승 과정에서 야훼의 전능성에 바탕을 둔 전달자나 집필자의 현실 반영과 야훼에
대한 신념의 정리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본다.38) 이러한 맥락에서 성서에 나타난 창세
설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
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
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
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
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36) 주원준, 《구약성경과 신들》, 한님성서연구소, 2012, pp.14-15.
37)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다는 학설 또는 모세의 관점으
로 기술되었다는 학설 등이 지배적이며, 따라서 모세 오경이라 부른다.
38) 당시 고대 근동 서사시인 〈에누마 엘리쉬〉와 비교해보면, 대부분은 일치하지만 그 목적에서 성서가
야훼의 주체성과 목적성에 공통적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에누마 엘리쉬〉는 ‘신들 중의 승리자이
며 가장 강력한 자인 마르둑에 대한 찬송이 창조 설화의 목적이며, 창조는 계획적이지 않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 기술한다.
이에 대해, 우명일, 《창세기 1:1〜2:3의 창조 기사와 고대 근동 문서의 창조 설화 비교 연구》, 한일장
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와 정국채, 《고대근동문학의 창조설화, 홍수설화와 구약성경과의 비교
연구》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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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
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
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
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
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
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
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
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
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
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39)

창세기에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02번 나오는데, 창세 설화가 기록된 1장 1절부터 2장 3
절까지 총 33개의 구절 중에 28번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이-’로 시작되는 어미는 ①창세 사
건의 주체자가 야훼라는 사실을 반복․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빛과 어둠, 낮과 밤, 하늘
과 땅, 바다와 땅,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계절과 별, 새와 바다 짐승과 가축과 모든 동
물, 마지막으로 인간까지 야훼의 능력과 지시로 시작되었음을 기록한다. 또한 각 창세 날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반복 삽입함으로써 ②야훼의 창세 행위가
성공적이었음을 공인하고 있다.
결국 헬라 철학이 물질의 영원성을 포함하는 이원론(dualism) 속에서 혹은 세계를 하나님의
외적인 현현으로 삼는 유출의 과정 속에서 세계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교회는 아주 시
초부터 ③무로부터(ex nihilo)의 창조론과 하나님의 ④자유로운 행동으로서의 창조론을 가르쳤
다.40)
이러한 창세 이론의 서사적 전승은 구약 시대를 거쳐 신약 시대로 이어진다. 특히 예수 탄
생 이후 기독 교회의 성립과 함께, 교회의 정통성에 따른 고백으로 불리는 ‘사도신경(The

39) 〈창세기〉1장 1절-2장 3절. (개역개정판)
40) 루이스 벌콥, 《조직신학 상》,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0, pp.3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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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stles’ Creed)’에서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41)라고
시작한다. 이는 ⑤하나님이 남성성인 아버지의 속성과 닮아 있으며, 모든 것이 가능한 신의
전능성을 가지고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초대 교회의 신앙의 표현이 서사의 또다른 형
태로 이어진다.42)
위와 같은 성서의 창세 서사의 특징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담〉에서는 성서의 창세 설화를
지지하는 내용들로 기록․전승되었다. “왜 히브리 성경은 알레프(אב
)가 아니라 베트( )로 시작되
는가?”와 “만물을 창조한 목적” 등에 대해 기술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하느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자 하셨을 때, 알파벳의 스물두 글자는 하느님의 면류관에
화염 펜으로 새겨져 있었다. 글자들은 면류관에서 내려와 하느님께 간청했다. “저를 통해 세상을 창조
하소서!” 그러나 하느님은 모두 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베트()ב가 나와, “만물의 주인이시여, 세상 모
든 사람이 ‘야훼여, 영원히 복되시도다. 아멘, 아멘.’ 이라는 말로 날마다 당신을 찬양하도록 저를 통
해 주님의 세상을 창조하소서.”라고 간청하자 하느님은 기쁘게 받아들이셨고, 그리하여 ‘태초에(בראשי
ת, Breshit)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베트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다.
스스로 자기를 써 달라고 간청하지 않은 유일한 글자는 겸손한 첫 글자 알레프()א였는데, 하느님은
나중에 그에게 십계명의 첫 자리를 주심으로써 그 겸손함에 상을 주셨다.
➁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나 다 가치를 지닌다. 쓸모없고 해로워 보이는 동물이나 곤충들
조차도 완수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습기를 따라 기어가느라 그 생명력을 다 소모시키는 달팽이는
부스럼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인다.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치고 지혜롭게 만드신다. 자기
배설물을 흙으로 덮는 고양이와 상대의 창고를 결코 건드리지 않는 개미들에게서 삶의 품위와 남의
재산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 결국 피조물은 모두 하느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느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피조물마다 창조주를 찬미하는 나름대로의 노래가 있다.43)

성서를 가운데 두고 창조자의 권위와 능력, 피조물에 대한 인간애를 창세 설화의 중심 주제
로 채택하는 히브리 민족은 이를 보완하는 설화 또한 야훼의 창세 목적을 강조하는 내용과 창
세 설화가 기록된 절차까지도 야훼의 뜻 안에 포함시키면서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절대 가치
로 설정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 사용하는 보편적 용어로써 야훼의 사용에서도 유일신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살펴볼 수 있는데, 神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조차 없었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야훼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엘로힘(Elohim, אלהים, 보편적 용어로 神)’으로 부르거나, ‘야
훼’를 뜻하는 용어가 구약 성서에서 4개의 자음 (יהוהtetragrammaton, YHWH)으로 기록되는
데, 이를 발음할 수 없어 임의로 자음 사이에 모음을 넣어 ‘아도나이(Adonai, ינוֹדא, 나의 主)’
로 불렀다. 이처럼 야훼를 향한 유일신 사상은 성서에 나타난 창세 서사의 핵심으로 작용하
며, 드러나는 서사적 특성은 야훼 중심 서사에 대한 강력한 보조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

41) 옛 번역에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 기록되어 있다. 이때 사
도는 예수의 제자와 역사적으로 함께 했던 사람들 중, 신앙의 정통성을 보호․전파하는 사람을 지칭한
다. 대표적 인물로 ‘베드로’와 ‘요한’, ‘바울(자칭)’을 들 수 있다.
42) 사도신경 중,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신경의 원래형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후대
에 첨가된 것이다.
43) 최창모, 《세계 민담 전집 – 이스라엘 편》, 황금가지, 2008,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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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몽골 설화와 성서의 ‘창세 신’ 비교
몽골 설화의 보르항과 성서의 야훼를 다루는 창세 서사는 단편적으로 유일신 사상에서 출발
하여 유사한 서사적 특징을 다수 발견된다. 이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몽골의 창세 설화

성서의 창세 서사

“대지가 아직 무질서 하던 시기
에”
“혼돈의 세상 그 어둠 속에서 에
헤 보르항이 나타났다.”
“에헤 보르항은 하늘과 땅을 분
리하기로 결정하고”
“작은 불이 수면에 열(列)을 만들
어 마치 한 줄기의 길이 생긴 것
같았다.”
“최초의 인간도 에헤 보르항에
의해 창조되었다.”
“하늘에 있던 오치르바니 보르항
이 한번은 아래를 바라보고 물
대신 대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유사 신화소

“땅이 혼돈하고”

태초의 무질서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 신 존재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늘과 땅 분리

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
하시니라”

수면 위의 질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신의 인간 창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의 창조에 대한
만족감

고 생각했다.”
“보르항 박시가 흙을 가져다가
물에 뿌리자 대지가 생겨나고 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

창조물의 번성

과 식물, 나무가 자라나 번성했다

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염원

고 한다.”
[표 1] 몽골 설화와 성서의 공통점
“①태초의 무질서 / ②태초부터 신이 존재했다 / ③하늘과 땅을 분리하면서 창조가 시작된
다 / ④수면 위에 질서가 존재한다 / ⑤신이 인간을 창조한다 / ⑥신은 창조에 대한 만족감
을 드러낸다 / ⑦신은 창조물이 번성하길 바란다.”와 같은 신화소는 몽골의 창세 설화와 성서
의 창세 서사 사이에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유사 신화소는 두 서사 사이에 역사적․민
족적 유사성으로 성급히 귀결시키기는 어렵다. 다만 어느 한 편에서의 문화 혹은 문화콘텐츠
가 상대 문화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유사 신화소의 확대 과정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기획 요
소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두 서사 사이에 구분되는 차별 신화소는 한 방향에서의 약화 과정을 거치거나 상대 문
화로의 접변을 통해서 문화적 할인율을 낮출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구분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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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창세 설화

성서의 창세 서사

차별

“태초의 세상은 온통 불과 물, 그
리고 바람 뿐이었다.”
“세상은 온통 물바다였는데”
“태초에 이 세상에는 공기와 물

“태초에 (중략) 공허하며”

두가지만 있었다.”

태초의 상태가
유 / 무로 나뉨

“태초에는 대지가 없고 오직 물
과 불뿐이었다.”
“보르항 박시는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

일곱 보르항(북두칠성) 중 하나가

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되었다고 한다”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최초의 인간은 온몸이 털 투성
이였다.”

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중략) 이는

“처음에 야압을 만들었다”
“선량한 딸로부터 서천의 신들이
태어났고, 사악한 딸로부터 동천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의 신들이 태어났다.”

창조 후 위치의
변경
최초 인간의 상태
차이
첫 창조의 차이
유일신 이외의
조력자 유 / 무

[표 2] 몽골 설화와 성서의 차이점

두 서사 간의 유사 신화소가 연결되는 사이 간극마다 설명이나 목적에 대한 추가 서술이 삽
입된 공간이 존재한다. 여기서 몽골의 창세 설화와 성서의 창세 서사 사이에는 차별점이 발생
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별 신화소는 몽골의 창세 설화가 태초의 상태를 물, 불, 먼지 등 무
언가가 존재하는 상태로 그린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것이 창조의 원칙이라고 본다면,
몽골 설화에서의 창조는 소극적 창조라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다만 태초의 상태가 물질의
상태가 아닌 기본 요소의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창조가 강조하고자 하는 세상의 시작
이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의 확립으로써 창조를 서술하고 있다.
창조 후 신의 위치가 변경되는 점, 최초 인간의 상태가 차이를 두는 점, 첫 창조부터 창조
순서가 어긋나는 점들은 유사 신화소 사이의 간극에 따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두두
러지는 차이가 ‘유일신 이외의 조력자 유․무에서 나타난다. 성서의 서사에서는 하나님이 독립
적으로 창조하는 반면, 몽골 설화는 서천과 동천의 신이 등장하는 구분이다. 하지만 엄밀히
구분하자면, 창조의 사역 자체로는 몽골 설화에서도 동일하게 창조 신이 독립적 행위로 그려
지는 부분은 동일하며, 등장하는 창조 신 이외의 신은 창조된 상태의 세상과 만물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일을 조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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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한 사회에 어떻게 신화가 형성되었는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하
나의 신화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확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혀 상호교류가 없는 별개
의 사회 집단들이 자연적 혹은 지리적으로 유사한 상황을 접하며 살아가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별개의 독자적인 상상력으로 그 정황을 유사하게 해석해 가는 ‘분산’이 있다.44)
본고에서 살펴본 몽골의 창세 설화와 성서의 창세 서사 사이에는 ‘확산’인지 ‘분산’인지 정
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유일신을 중심으로 기술된 창세서사라는 주된 공통점과 더불어 무
에서부터 유로의 창조, 신의 주권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전환, 신의 주도적 창조 등으로 유사
신화소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이와 대비되는 차별 신화소도 함께 살펴봄으로서 양 문화간의
문화적 할인 여지를 제고해 보았다.
나아가 다소 무리가 있는 제언을 하자면, 문화콘텐츠의 창작소재로서 살펴보는 신화에 대한
연구가 신화를 둘러싼 민족적 특징과 역사적 흐름에 대한 폭넓은 고찰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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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3분과)-3]

문학과 역사적 사건의 개연적 해석
- 세월호와 <심청전>을 중심으로 장영창(우송대학교 교양교육원)

1. 서론
2. 이웃사람의 공감과 애도의 분위기
3. 십시일반과 구호픔
4. 동정의 한계점 – 공양미 300석과 여야의 난항 (수사권, 기소권)
5. 결론

----------

2.. 이웃사람의 공감과 애도의 분위기
심봉사와 심청이 처한 어려움은 주민들의 동정심과 연민의 정을 유발하였다. 주민들은 동정
이라는 감정의 차원을 넘어 공생을 위해서 심청과 심봉사 가족을 돌보아 주었다. 이러한 부분
이 개인의 불행을 개인에게 돌리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도와줌으로써 약자에 대한 사
회적 복지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심청전> 서사 전반에 걸쳐, 심청과 심봉사는 이

웃마을에서 이웃들의 자발적인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지역공동체가 불행한 이웃을

돌보는 행위는 마을 공동체를 일종의 협력체제, 공생의 단위로 간주함으로써 가능했던 품앗이
나 두레, 소등의 정서구조와 연원을 같이 한다.

남을 돕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

은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이다. 그런데 착한 일과 보상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증명되는 것은 아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나서서 불행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이성적인 논
리차원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을 도와 주고자하는 동정심의 발로에서 이해해야 한다.

2.1. 분향소의 방문객
4월 23일 분향소가 문을 연 이후 5월 13일까지 21일간 모두 50만4500여명(임시 합동분향
소 방문객 포함)이 조문했다. 전국 시도분향소의 조문객수를 합치면 182만36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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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1만3100여명을 시작으로 4
월 26일 4만6800여명이 조문을 하는 등 하루 평균 2만4000여명이 분향소를 찾았다. 5월 12
일 이후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수가 평일 4000여명으로 줄었지만 유족과 슬픔을 나누려는 발
길은 한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각 학교는 매년 해온 카네이션 전
달식 등 스승의 날 행사 대신, 정상 수업을 하거나 합동분향소를 찾아 세월호 사고로 인해 고
통 받는 이웃을 배려해 주었다.

2.2. TV 방송에서의 애도
공중파 예능이 전부 결방을 하였으며 이 뿐만이 아니라 케이블에서까지도 예능을 결방하였
다. 이처럼 공중파는 물론이고 케이블에서까지도 이러한 큰 사고가 일어난 지금 웃음을 줄 수
도, 웃을 수도 없다며 모든 예능을 중단하며 애도하였다. 이렇게 중단된 예능들은 정말 오랫
동안 결방을 하였다. 지난 천안함 사고등 과거 다른 사고 때에도 물론 몇몇 예능이 결방하기
도 했지만 이렇게 까지 오래, 케이블 방송까지도 모두 결방을 하며 피해자들을 애도 한 적은
없었다. 최고 7주까지 결방을 하였는데 이것은 그만큼 이 사고가 정말 많이 안타깝고 슬픈 사
고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또 오랜 침묵을 깨고 방송을 재개한 예능의 대부분은 프로
그램의 모든 출연진들이 노란리본을 달고 나와 그 애도의 뜻을 전하였다.

2.3. 애도에서 분노로
① ‘어린이날’ 거리로 나선 어머니들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인 ‘마담 방배, 서초 엄마들의 모임, 자연출산 카페’ 등으로 구성된 아
이 엄마들 200여명은 5월 5일 오후 1시 유모차를 끌고 나와 ‘엄마라서 말할 수 있다’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엄마들은 검정 옷차림에 노란 리본을 단채 남편과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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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애도와 실종자 구조를 기원하는 행진을 벌였다.
엄마들은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은 정의롭고 안전한나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합니
다”, “구조자 0명이 웬말이냐!”,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모두 반성합시다”, “당신에게 ‘국민’은
누구입니까?”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줄을 맞춰 질서정연하게 행진했다. 구조자 0명은
해경 등이 배 안으로 들어라가서 구조한 학생 등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② 촛불시위로 심정을 표현하는 국민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31일째인 5월 17일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추
모 5.17 범국민 촛불행동' 행사가 열렸다. 청계광장을 가득채운 5만여명 시민들이 모인 가운
데 세월호 참사로 희생자 284명 명복을 빌고 아직도 찾지 못한 19명의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
으로 돌아올 것을 기원했다. 특히 이날 모인 시민들은 절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 시민은 "우리 아이들을 죽인 정부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3. 십시일반과 구호품
심청이가 동냥을 가면 이웃집에서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었다.
모친 상하신 후에 안맹하신 우리부친, 공양할길 없오니 댁에서 잡수대로 밥한슐만 주
옵소셔 (강상연)
애근이 비 말이 “모친은 셰상 바리시고 우리 부친 눈 어두워 압 못보신줄 뉘 모르시랏가.
십시일반이오니 밥  술 덜 잡수시고 주시면 (완판 71장본)
어린 심청은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이웃의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
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살아 갈 방도가 없으니 도와 달라고 한다. 그러면서 도움의 크기를
밥 한술이라고 말하였다. 십시일반은 보통 사람이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크기이다.

이

러한 십시일반의 도움은 우리 역사에 이어져 내려왔다. 근대초기 국채보상운동은 국가 차원의
모금운동이었다. ‘빚 때문에 나라 망하게 할 순 없다’는 취지로, 이 운동이 실시된 이후 4월
말까지 보상금을 의연한 사람은 4만여 명이고 5월까지의 보상금액은 230만 원 이상이었다.
이 운동에는 여성들도 적극 참여하였는데, 여러 형태의 여성 국채보상운동 단체가 설립되었으
며 운동의 영향이 일본에까지 파급되어 유학중인 800여 명의 유학생들도 국채보상운동에 호
응하였다. 최근에는 IMF때의 금모으기 운동이 있다. 이것은 1997년 IMF 구제금융 요청 당시
대한민국의 외채를 갚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던 금을 나라에 기부한 운동
이었다. 전국 누계 약 350만 명이 참여한 이 운동으로 약 227톤의 금이 모였다. 이것 외에
홍수가 날 때마다 수재민에 대한 성금, 그리고 다양한 텔레비전 모금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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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전화

로 1000원 기부하는 운동, 유니세프 소액 기부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심청을 돕고자 하는 동
정심은 우리 민족에 녹아 있다.

3.1. 성금 모집액 및 사용처
기부 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등록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
사 등 13개 단체를 통해 지금까지 모인 국민성금은 모두 1270억여원이다. 천안함 희생자 모
금액 395억원,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65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이며 이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을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돕자며 국민들이 뜻을 모은 결과이다. 모금활
동이 연말까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모금액은 2천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추정치도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태어 주었다. 기부액수에 따라 순위를 매기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곳은 재계이다. 삼성그룹은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세월호 피해 지원
성금 150억원을 기탁했으며 현대자동차그룹은 100억원, 등을 기부했다. 세월호 성금의 사용처
는 통상 국민성금은 모금기관과 피해자 가족 대표, 시민사회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의기구에서
성금의 사용처를 결정한다.

3.2. 자원봉사자 및 구호품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오후부터 6월 18일까지 진도군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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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 자원봉사자 수는 3만 5643명이다. 하루 평균 557명의 자원봉사자가 진도를 찾았으며 실
종자 수가 줄어들면서 자원봉사자의 수도 차츰 줄어 현재 178명이 실종자 가족이 머물고 있
는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 머물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 곁에서 급식, 통신, 물리치료, 세탁, 약국, 실내청소, 물품지원, 행정지원, 의료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호물품은 모포 생수, 의류, 부식 등 25개 품목 76
만여점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67만 3000여점이 지급됐다.

3.3. 안산 택시기사들의 도움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조합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초기부터 발 빠르게 지역사회를 위해 힘을
보탰다. 희생자들이 안치된 장례식장을 오가는 유가족을 위해 택시 200대를 무료로 순환 투
입, 유가족들의 편의를 돌봤다. 안산 단원고에도 차량을 대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안산시 개인택시기사들의 봉사는 지난 20일부터 범위가 넓어졌다.
목포 혹은 진도에서 안산 등지로 이동하는 유가족을 위해서 봉사했다. 안산에서 진도까지는
약 340㎞에 달한다. 소요시간으로도 4시간에 이른다. 당초 안산시는 목포와 진도 등의 택시업
체와 계약을 맺고 유가족의 편의를 도모하려 했으나 가격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개인택시기사들은 20일에는 7대가 그리고 21일과 22일에는 각각 10대의 안산시 개인택시가
목포나 진도 등으로 내려와 유가족을 태우고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도움을 주었다.

4. 동정의 한계점 – 공양미 300석과 여야의 난항(수사권, 기소권)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겠다고 약속한 심봉사의 마음은 단순한 생계유지의 삶에서 벗어나
안맹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의 투영이었다. 심봉사는 부처님의 도움을 얻고자
공양미 300석을 약속했지만, 이것은 심청이가 사는 마을 공동체가 십시일반으로는 도저히 감
당할 수 없는 상징적인 거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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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3분과)-4]

미야자키 하야오 장편 애니메이션의 동양 여성영웅 서사연구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중심으로*

장효진 (제 1저자), 조혜령

**

1)

(제 2저자)

2)(

-목차Ⅰ 서론

영웅

Ⅱ 스스로 여신이 된 여성영웅

Ⅳ 나우시카, 동양 여성영웅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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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문화콘텐츠는 더 많은 향유자들에게 읽히도록 창작하는데, 신화의 “인간의 심성 깊은 곳에
내재한 원형적 충동의 징후인 집단의 꿈”인 신화 속 영웅의 서사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동양적 여성 영웅의 서사적 특
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의 생태학적 주제로 모아지는 작품들에 여성 영
웅의 서사를 활용한 것은 동양의 여성 영웅의 특성에 다양한 변주를 주어 문화콘텐츠의 주요
서사로 활용한 것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여성 영웅은 기존 영웅과는 상대적인 개념
이 아니며, 여성성, 여신의 특성을 강조하여 나타난 영웅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보았다. 조셉
캠벨과 모린 머독의 영웅의 여정을 토대로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에 나타난 여성 영웅의 여정
을 분석하였다.
동아시아의 여신에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 우선 서양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문헌에 기록된 여신은 그 비중이 낮게 나타나거나 축소되었다. 두 번째는
이들 동아시아의 여신들은 서양의 신들과 달리 선과 악의 구별을 두지 않은 점이 다수 공통적
으로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여신은 중국의 도교, 우리나라와 일본의 민속신앙과
신교에서 여신을 자연과 동일하게 바라본다는 특징이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의 생태주의적 주제의 작품에 동양 여성 영웅의 여정을 적극 활용하였
는데, 동양 여성영웅이 양면성을 품으며 자연과 동일시되는 초월적 존재라는 신화를 활용하였
다. 그의 서사전략은 어린 여자아이와 성인 여성으로 분리하여 그 양면성을 극대화시켜 보여
준다. 그들의 결합과 완성으로 완결 지으며 자연의 위대함과 중요성을 드러내었다.

*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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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야자키 하야오는 전쟁, 급속한 산업발전을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의 계곡 나우시
카>, <천공의 성 라퓨타>, <모노노케 히메> 등의 작품을 다수 선보였다. 대부분 반전, 생태주
의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토토로>, <센과 치히로>등의 작품은 일본의 전통 민간 신앙과
생활양식을 드러내면서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
다. 이러한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에서 담고 있는 시공간적 배경, 소재, 사상, 캐릭터 뿐 만 아
니라 연출 표현기법 등은 많은 연구자들이 주요 텍스트로 삼아오고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는 생태주의적 관점의 연구들이 많다. 작가의식의 변화과정을 추적하여 “문
명의 위험성에 대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경고”를 드러내거나3)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에서 나타난 자연의 성격(숲, 생물, 도시 등)에 따라 주인공의 태도 및 주제의식의 변화를 도
출하기도 하였다.4) 더 나아가 자연과 여성성이 조화로운 질서의 세계를 위해 동등하다는 관점
의 에코페미니즘에 관한 연구도 있다.5) 생태주의적 관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여성성을 두드러
지게 사용한 여성 주인공들의 연구도 다양한 관점에서 뒤 따르고 있다. 여성 캐릭터의 복장
(컬러와 실루엣 등)과 장신구의 기호학적 접근을 통한 성격연구를 진행하거나 마이어브릭스
유형지표(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로 분석하여 각 여성 캐릭터의 성격유형을 분
석하여 분류하기도 하였다.6)
이같이 다수의 연구에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이 주로 신화적 모티프를 입힌 여성 캐릭터
를 통해 생태주의 주제를 드러낸다고 보았으나, 공통적으로 드러난 여성 영웅의 서사를 중심
으로 한 문화콘텐츠관점의 연구는 부족하다. 여성 영웅의 특성을 활용한 서사를 들여다보는
것은 신화의 문화 원형 활용측면과 함께 문화콘텐츠 창작을 위한 서사연구로 의미 있을 것이
다.
문화콘텐츠는 더 많은 향유자들에게 읽히도록 창작하는데, 신화에는 인물, 사건 그리고 배
경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와 그 ‘표현’으로 서사의 기본을 갖추고 있다. 한정된 러닝타임 안에
주제를 전달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경험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간의 심성 깊은
곳에 내재한 원형적 충동의 징후인 집단의 꿈”인 신화 속 영웅의 서사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동양적 여성 영웅의 서사적 특
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의 생태학적 주제로 모아지는 작품
들에 여성 영웅의 서사를 활용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여성 영웅 특히 동양의 여성 영웅의 특
성에 다양한 변주를 주어 활용한 것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여성 영웅은 기존 영웅과
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며, 여성성, 여신의 특성을 강조하여 나타난 영웅의 또 다른 모습이
라고 보았다.
텍스트로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장편애니메이션 중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중심으로 분석
하였는데,

작품의 주인공 나우시카는 ‘위기의 순간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고난을 이겨

내고 승리하여 신격을 부여받고 추앙받는‘ 영웅의 특성을 잘 드러내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김남석, 「미야자키 하야오의 장편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생태의식 연구」, 한국언어문화, 2007.
4) 김종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과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 한국문
예비평연구, 2010.
5) 진은경,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한국비교문학회, 2006.
6) 양세혁, 김일태,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한국콘텐츠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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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셉 캠벨과 모린 머독의 영웅의 여정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여성 영웅의 특성을 확인
하고 동양 신화와 민담, 전설 등에 나타난 여신, 여성 영웅의 특성을 검토했다. 이를 통하여
일반적인 여성 영웅의 특성과 동양적 특성이 드러난 동양 여성 영웅의 개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속에서 여성 영웅의 여정이 어떻게 압축되고 분화되
었는가를 살펴보았다.

Ⅱ 스스로 여신이 된 여성영웅
조셉 캠벨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에서 밝힌 영웅의 여정에 여성 신화적 존재들의 여

정을 비교하여 정리한 모린 머독의 『여성영웅의 탄생』에는 여성 영웅의 여정을 구체적인 사례
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7) 모린 머독은 남성과 상대되는 이원론적 개념으로 여성 영웅을 본 것
이 아니라, 세계로부터의 분리, 힘의 원천에 대한 통찰, 그리고 황홀한 귀향의 패턴 속에서 기
존 가부장적제 사회에 타자화 되어 온 성, 여성성에 대한 편견에 대응하여 조셉 캠벨의 영웅
의 여정에서 여성 젠더에 맞춤한 양원론적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그가 제시한 여성영웅의 여정은 [여성성의 분리-남성성과 동일시, 조력자를 만남-시련의 길
에서 괴물과 용을 만남-성공이라는 허황된 열매를 찾음-정신적 메마름 자각-여신으로 입문과
하강-여성성과 재결합을 갈망-모녀 분리 치료-상처받은 남성성 치유-남성성과 여성성의 통합]
이다.
<표1>은 조셉 캠벨의 영웅의 여정과 모린 머독의 여성 영웅의 여정을 단계별로 대응시킨
것이다. 모린 머독의 여성 영웅의 여정은 남녀의 영웅을 구분하지 않고 전개했던 캠벨의 영웅
의 여정에 여성을 중심으로 구체화 시킨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아버지와의 분리, 여신과의
만남은 남자와 여자로서의 대상이 아닌 이겨내야 하는 중요한 시험대 혹은 고난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물이나 신념 등으로 치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1> 영웅, 여성 영웅의 여정
조셉캠벨

모린 머독

영웅의 여정

여성영웅의 여정

1단계

영웅에의 소명

여성성 분리

2단계

소명의 거부

남성성과 동일시,

3단계

초자연적인 조력

그리고 조력자를 만남

4단계

첫 관문의 통과

5단계

고래의 배

열매를 찾음
정신적 메마름 자각: 죽음

5단계

6단계

시련의 길

여신으로 입문과 하강

6단계

7단계
8단계

여신과의 만남
유혹자로서의 여성

여성성과 재결합을 갈망함

7단계

시련의 길:
괴물과 용을 만남
성공이라는 허황된

7) 모린 머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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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9단계

아버지와의 화해

모녀 분리 치료

8단계

10단계

신격화

상처받은 남성성 치유

9단계

11단계

홍익

남성성과 여성성의 통합

10단계

12단계

귀환의 거부

13단계

불가사의한 탈출

14단계

외부로부터의 구조

15단계

귀환 관문의 통과

16단계

두 세계의 스승

17단계

삶의 자유

그렇지만, 모린 머독의 여성영웅의 여정이 조셉 캠벨의 영웅 여정에서 단순히 성별을 치환
하여도 무방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여신의 부분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아버지를 어머니로 대응시키고 조력자를 아내와 남편 등 성의 치환으로 표현한 것
과 달리 여신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의 여신은 남신으로 대응시키기
에는 무리가 있다. 오랜 신화 속에 등장하는 남신과 여신이 차지하는 입장과 역할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 영웅은 자신을 유혹하고 파멸시키거나 시험에 들도록 하는
여신과는 만나지 않고 스스로 여신이 되어 입문하고 하강을 경험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는 것
이다.
모린 머독은 다소 다르게 생각하였지만 결국 조셉 캠벨이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여성영웅
은 ‘외부로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여정에서 귀환 단계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완벽한
존재로서 ‘사람들이 도달하려고 하는 곳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다.8)
융 학파의 심리치료사인 재닛 댈럿(Janet Dallett)에 따르면, “우리의 가치관과 지각과 선택
을 좌우하는 수많은 가설로 이루어진 우리 문화의 집단 무의식은 근본적으로 남성적이다. 그
거대한 꿈의 근원인 가부장제 사회의 집단 무의식은 의식의 세계에서 배제된 가치들을 떠맡기
때문에 여성(家母長)에 대한 편견이 있다. 오늘날 창조적인 개개인은 가부장적 탐욕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의 의식으로 태어나기 위해 어머니들의 음습한 왕국으로 내려가야 한다.9)

캠벨의 영웅의 여정에서 여신은 영웅에게 커다란 시험대가 된다. 삶의 근원이면서 마지막이
기도 하고 선과 악을 통합하기도 한다.
여신은 또 때가 되면, 죽는 모든 것의 죽음이기도 하다. 나서 사춘기, 성년기, 장년기를 거쳐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전 존재의 순환은 여신의 지배 아래서 이루어진다. 여신은 자궁이며, 무
덤이며, 제 새끼를 먹는 돼지다. 이렇게 해서 여신은, 개인적인 어머니는 물론 우주적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의 두 유형을 드러내면서 <선>과 <악>을 통합한다.

10)

이어서 캠벨은 여신이 자기 존재를 알아보는 자에 의해 해방된다고 하였는데, 여성영웅의
여정에서 여성성 분리 후 본격적인 여정을 완수하기 위해 자기 존재를 완전하게 알아보도록
8) 모린 머독, 앞의 책, 14쪽-15쪽.
9) 머린 머독, 앞의 책, 61쪽
10) 조셉 캠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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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상인 조력자를 만나야만 한다. 여성 영웅의 여정이 드러난 신화, 민담, 설화, 그리고
문화콘텐츠에도 자기 존재를 알아보는 조력자로서의 대상에 의해 열등한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여신은 열등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무식한 눈으로 보면 범용하고 추악한 존재로 보
인다. 그러나 여신은 자기 존재를 알아보는 자에 의해 해방된다. 지나치게 흥분한 상태에서가
아닌, 여신이 바라는 친절하고 침착한 상태에서 그 여신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영웅은, 여
신이 창조한 세계의 왕, 즉 인간으로 화신한 신일 수 있는 것이다.

11)

Ⅲ 양면성을 지닌 자연, 동양여성영웅
여성 영웅의 여정은 일반적인 영웅의 여정과 다른 부분이 있다. 스스로 여신으로 입문과 하
강을 겪기 때문에 여신의 유혹단계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며 조력자는 스승의 역할보다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만나게 하고 완전성을 촉발시키는 비중이 크다. 즉, 여성 영웅은 관계 맺
기를 통해 완성되고 스스로 여신으로 죽음과 하강을 겪어내며 비로소 완전해지는 서사를 가진
다. 또한 여성영웅의 여정에서 ‘출발’과 ‘시련의 길’은 있으나 ‘귀환’의 단계는 의미를 갖지 못
하는데, 이것은 캠벨이 앞서 말한 것처럼 여성 영웅은 떠날 필요가 없으며 스스로의 완전함을
완성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곳에서 여정이 끝을 맺기 때문이다.
집단무의식의 원형이 여러 지역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면 그것은 신화의 보편적인
모습을 이해하게 한다. 한편 특정 지역의 신화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에서는 그 지역
의 문화의 특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의 신화를 살펴보면 지역에 중점적으로 나
타나는 집단 무의식의 구체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오랜 신화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데, 국교로 불교와 유교를 삼으면서 지역 토속신앙으로 이어지던 신화의 자취가 점점 희미해
졌기 때문이다. 한편 농경사회, 전제왕권에서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가 지속되면서 여
성의 지위가 낮아지면서 남아있는 신화에서 조차 여신, 여성 영웅의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여성 영웅이 등장하더라도 그 능력을 낮추어 편찬하거나 삭제하는 등 그 당시 사회의
이데올로기에서 여성 영웅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12)
우리나라의 경우 고조선 건국신화로 웅녀의 신화가 전해지고 있다. 최초국가의 왕인 단군을
낳은 이야기 외에 이후의 행적을 서술되어 있지 않아 여성영웅으로서의 서사로는 다소 부족하
다. 그러나 웅녀가 스스로 곰에서 여자가 되었고 스스로 찾아가 단군을 낳도록 기원한 점 등
이 웅녀에 의하여 전개된 여성영웅으로서의 신화로 볼 수 있다.
건국신화의 경우 북방신화의 여신은 사라지거나 건국시조의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지만, 남
방 신화의 여신은 형제들의 어머니로서 추상적 상징의 역할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13) 그러
나 바리공주, 효녀 심청의 설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성은 ‘효’이데올로기 안에서 자발적이라
는 전제하에서 ‘희생’을 통한 자기실현과 완성은 주체적사유와 적극적 문제해결의 여성의 원
형을 보여준다는 점14)에 주목할 만하다.
11) 조셉 캠벨
13) 서철원, 「건국신화의 여신 형상과 그 문화사적 의미」, 한민족문화학회, 2010.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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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녀는 누구와 혼인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늘 신단수 아래에서 잉태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 혼인하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단군(檀君)이라 불렀다.
단군 왕검은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 곧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불렀다.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는데, 궁홀산(弓忽山)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미달(弥達)
이라고도 한다. 1천 5백년간 나라를 다스렸다.15)
문헌신화가 아닌 구전되는 한국의 신화 속에는 여신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여신들의 직능
또한 생명의 탄생, 유지를 위한 풍요, 죽음과 관련이 됩니다. 탄생, 풍요, 죽음의 여신들뿐만
아니라 산신, 용신, 그밖에 수덕을 지배하는 운사(雲師), 우사(雨師), 풍백(風伯) 등이 여신으로
서, 인간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자연적, 사회적 재난을 넓게 포용하고 치료해 주는 역할을 하
고 있습니다.

16)

중국의 창세신화에 등장하는 여와는 새끼줄에 진흙을 묻혀 돌리면서 인간을 만들어 내었다
고 전해진다. 독립적인 여성성을 드러내면서 창조의 여신으로 의미가 깊은 여신이다. 여와는
단순히 인간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서 잘 살고 발전할 수 있도
록 보살핀 것이다.
하늘에서 굽어보는 천신(天神) 여와(女媧)는 아직도 외로왔다. 땅 위에 천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없는 것이 퍽이나 한스러웠다. 여와는 마침내 결심을 하였다.
“천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땅의 주인이 되게 하자.”
지상으로 내려온 여와는 여러 모로 궁리를 했다. 마침 그녀가 내린 곳이 황하(黃河) 근처인 황
토(黃土)지대였다. 이윽고 여와는 진흙을 빚어 천신의 모양을 한 인형을 만들었다. 그리고, 땅
에 세워 놓자 그 인형은 <으앙, 으앙> 태어난 아기같이 울음을 터뜨리며 즐거운 듯이 살아 뛰
었다.17)
노자 역시 춘추 시대의 초나라 출신입니다. 창조의 여신들이 등장하는 창세신화가 지금도 많
이 전승되고 있는 지역, 문헌신화 속의 창세여신인 여와에 관한 물음이 처음으로 나온 지역,
그곳에서 노자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신화 속의 여성 원리를 자신의 사상 속에 반영한 것은 매
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노자의 사상을 대표하는 ‘도(道)’는 세상 만물을 탄생시키는
힘입니다. “도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둘이 나오며 둘에서 셋이 나오고 셋에서 만물이 탄
생한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원기(元氣)와 음양(陰陽), 충기(沖氣) 등을 만들어내는 근원적 힘이
‘도’에 있음을 봅니다. 그 ‘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견해를
낸 바 있지만 필자는 그것이 세상을 낳고 기르는 힘, 즉 여성 원리라고 봅니다.18)

일본의 창조신화인 이자나미의 죽음 신화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더 크게 작용하였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는 일본의 우주를 지배하는 통치자이면서 휴우가, 이즈모 왕권의 선
조인 3귀자의 탄생신화가 전해진다. 『일본사기』에서 이자나미의 죽음 이전에 삼귀자가 탄생하

14) 장영란, 「한국 여성-영웅 서사의 희생의 원리와 자기 완성의 철학-‘딸’의 원형적 이미지 분석과 ‘효’
이데올로기 비판」,2002.
15) 일연, 고운기 옮김, 『삼국유사』, 홍익출판사, 2007, 15∼16쪽
16) 차옥승외 『동아시아 여신 신화와 여성 정체성』,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0,
17) 장기근, 『중국신화』, 대종출판사, 1975, 62〜63쪽
18) 차옥승외, 앞의 책,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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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다르게 『고사기』에서 3귀자는 남신인 이자나기의 목욕을 통해 씻겨 나오게 된다고
묘사되는데, 이는 여신인 이자나미가 죽은 뒤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편찬자에 의해
이자나미를 이계의 여성으로 만들어 왕족의 특별함을 더하기 위한 장치일 가능성이 크다. 이
자나미는 탄생과 죽음과 맞닿아 있는 여신으로 하늘과 자연을 다스리는 중요한 신을 만들어
낸 여신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고서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여신들을 만나보았다. 이들
동아시아의 여신에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 우선 서양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문헌에 기록된 여신은 그 비중이 낮게 나타나거나 축소되었다. 구전되기보
다 문헌에서 주로 찾을 수 있는 일본의 이자나미 신화는 가부장적인 특성에 의해 이자나미를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의도가 드러나는 반면, 주로 구전에 의해 전해지는 한국의 바리데기 등
의 한국 설화는 보다 진취적인 여성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두 번째는 이들 동아
시아의 여신들은 서양의 신들과 달리 선과 악의 구별을 두지 않은 점이 다수 공통적으로 드러
난다. 창조의 여신인 여와가 인류를 창조하고도 홍수를 내려 은을 멸한 것, 지옥에 갇히게 된
이자나미가 매일 천명의 사람을 죽이겠다는 저주를 내리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동아시아의
여신들은 그래서 기괴한 모습을 한 파괴의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여신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
며 주로 창조와 파괴의 이중적 이미지를 모두 가진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여신은 중국의
도교, 우리나라와 일본의 민속신앙과 신교에서 여신을 자연과 동일하게 바라본다는 특징이 있
다.

19)

남성성을 추구하지 않고 허황된 성공을 추구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머무는 동
아시아의 여신들의 모습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곧 자연과 문명,
감성과 이성, 세계와 인간의 관계로 확장하여 그동안의 가부장적, 문명, 이성, 인간의 이데올
로기에 여신은 자연, 감성, 세계를 더욱 환하게 제유하고 있는 것이다.

Ⅳ 나우시카, 동양여성영웅의 여정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지브리 스튜디오를 설립하게 한 중요한 작품
이다. 인간의 탐욕에 의해 자연은 황폐해지고 오염된 물질로 뒤덮인 세계에서 일부만이 살아
남았다. 바람의 계곡은 이런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곳이며 나우시카는 끊임없이 자연의 재생
을 추구한다. 여기서 인간의 이기적인 산물들에 의한 자연의 파괴와 그 재생을 이야기하는 미
야자키 하야오의 생명주의가 드러나고 있다. <바람의 나우시카>의 주인공 나우시카는 작은 왕
국의 공주로서 병든 왕인 아버지를 대신해 나라를 대표하고,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죽음을 각
오한 희생을 통하여 나라를 구원한 메시아적 영웅이다.
모린 머독이 제시한 여성 영웅의 여정은 외적, 내적으로 성숙해가는 여성의 여정을 담았다
는 점에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를 내세우는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의 서사와는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애니메이션의 특성에 따라 배경과 연령, 주제에 따라 압축되
고 삭제되는 단계가 있으며, 디즈니의 것처럼 권선징악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나 갈등의 완벽한
해소로의 완결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지만 나우시카는 자연과 교감하고 자연을 재생시키며 스스로가 ‘푸른 옷을 입은 구원
19) 차옥승 외, 앞의 책, 335∼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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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되어 사회를 외부세력으로부터, 자연의 분노로 부터 지켜내는 여성 영웅으로서의 면모
를 가지고 있다.

[그림1] 전설 속의 푸른 옷의 구원자가 된 나우시카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중 주요 여성 캐릭터인 나우시카(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라퓨타(천
공의 성 라퓨타), 산(모노노케 히메), 치히로(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소피(하울의 움직이는
성)등은 각자가 속한 사회 속에서 여신으로서 입문과 하강을 경험하고 평범하지 않은 존재로
완성된다.
나우시카와 대립 캐릭터인 크샤나는 ‘남성성과 동일시’를 꿈꾸며 여성성을 부정하며 나우시
카와 대립한다. 외부에서 바람의 계곡에 잠들어 있는 거신병을 깨우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
으며, 군대를 통솔하는 남성적 캐릭터로 등장한다. <모노노케 히메>의 아시타카와 같이 절대
적 조력자로 두드러지지는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아스벨은 나우시카가 여신으로 입문하는
것을 돕는다.
대립캐릭터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크샤나 외에도 무스카(천공의 성 라퓨타), 에보시(모
노노케 히메), 유바바(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셔리반(하울의 움직이는 성)에도 등장하며 강
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는 각각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군대나 집단
을 통솔하는 남성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나우시카의 조력자로서의 거울 캐릭터인 아스벨과 같이 여신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돕는 상
대역할도 역시 아시타카(모노노케 히메)외에 다른 작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파즈
(천공의 성 라퓨타), 하쿠(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이 그러하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서사 전략에는 공간의 성격화를 통한 주제 전달이 주요하게
작용하는데, 이 때 그 공간을 하나의 지점으로 모아서 그 관계를 밝히는 역할은 여성 영웅이
한다. 나우시카가 소형 비행기를 타고 오염대기를 빠져나가 아름다움을 맞고, 지하로 침잠하
여 부해가 재생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며 자신이 만들어 낸 재생 실험실 등에서 자연과 동일
시, 치유, 그리고 세계의 정화의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일반적인 영웅의 여정의 서사를 따
르는 <모노노케 히메>의 경우 주인공은 남성인 아시타카이지만, 작품에서 드러내는 자연의 재
생의 메시지는 시시가미 숲의 산의 존재로 만들어지므로 두 명의 영웅의 서사가 중첩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모린 머독이 밝힌 여성 영웅의 여정에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여성 영웅은 두 캐릭터로 분화
되어 완성된다. 즉, 주요 여성 캐릭터는 때로 ‘여성성의 분리’를 경험하지만(산), 조력자를 만
나고 시련의 길에서 괴물과 용을 만나 해치우고 여신으로 입문과 하강을 겪어 결국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춘 여신의 역할을 담당한다. 대립되는 캐릭터는 ‘남성성과 동일시’, ‘허황된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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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거나, ‘정신적 메마름을 자각’하면서 결국에는 여신에게 감화하고 화합하는 것으로 상처
받은 남성성을 치유 받도록 한다.

Ⅴ 결론
상호텍스트성은 거시텍스트인 신화나 민담을 통해 애니메이션의 시대상이나 맥락을 바탕에
두고 애니메이션의 서사를 향유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특성들은 결국 여성영웅을 내세워 자
연주의, 반전, 생명존중의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여타 텍스트와의 상호텍스트성’은 미야자키 하야오나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이 아닌
다른 애니메이션 작품이나 다른 장르의 작품 혹은 신화나 민담 등의 텍스트와의 상호텍스트성
을 의미한다. (...)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은 ‘텍스트와의 상호텍스트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원천소스로서 활용하고 있다. <모노노케 히메>의 그것은 일본 민담인 ‘모반(母班)을 가
진 공주, ’조몬 토기에 그려진 소녀‘와 같은 거시 텍스트와 같은 거시텍스트와 만화<호법동자>
와 같은 미시텍스트로 이루어졌다. 이 작품에서 ’여타 텍스트와의 상호텍스트성‘은 재맥락화 과
정에서 아주 미미한 흔적만 남게 되지만 향유과정에서 작품의 문화적, 역사적 이해의 폭과 깊
이를 확보해줌으로써 내용을 텍스트에 드러난 것 이상으로 풍부하게 만들어준다.20)

박기수는 <모노노케 히메>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연구하면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이 신화나 민담의 거시적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이야기의 주제를 더욱 강력하게 전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모노노케 히메>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등과 같

이 같은 감독의 다른 작품들과도 밀접한 상호텍스트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마녀의
특급배달>또한 <모노노케 히메>가 조셉 캠벨의 ‘영웅의 여행담’의 전형성을 따르면서도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 진입을 중심으로 길게 형성되어 욕망의 혼란을 강화하는 구조를 지향하였다
고 보았다.21) 이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본다면 앞서 살펴 본 여성영웅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여신이 되기 위한 과정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여성영웅과 미야자키 하야오의 여성영웅의 특성을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를 중
심으로 한 여성영웅서사를 들여다보았다. 여성영웅의 서사는 보편적 영웅의 서사와는 다른 지
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동양의 여성 영웅은 자연과 동일시되며 양면적 특성을 가진다는 특
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의 생태주의적 주제의 작품에 여신을 나우시카와
크샤나처럼 분리하여 그 양면성을 성격화된 여러 공간을 통해 극대화시켜 보여주면서 그들의
결합과 완성으로 완결 지으며 자연의 위대함과 중요성을 드러내었다. 여기에 조력자로서 등장
하는 이성 캐릭터는 또 하나의 영웅의 여정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이는 영웅여정의 중첩으
로 작품의 깊이를 더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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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4분과)-1]

한국어 조사 ‘에게’에 대응되는 중국어 성분 연구
-중국어 전치사 ‘给’와 ‘对’의 역할분담을 중심으로김기범(한국외대)

目

次

서론
给의 전달의미 분석
3. 给와 对의 비교
4. 생성대상으로서의 对

1.

2.

1. 서론
한국어 조사 ‘에게’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흔히 중국어 전치사 ‘给，对，跟，向’ 등과 대응
된다.
(1) 妈妈给我寄了一个包裹。
엄마는 나에게 소포를 하나 부쳤다.
(2) 老人对我讲了事情的经过。
노인은 나에게 일의 경과를 알려주었다.
(3) 我想跟你借点儿钱。
나는 당신에게 돈을 좀 빌리고 싶습니다.
(4) 大家向班长提了不少意见。
모두들 반장에게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대응되는 이유는 한국어 조사 ‘에게’가 ‘[유정물]+에게’형식으로 결합할 때대개 그 문
법적인 의미가 ‘대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응되는 ‘给，对，跟，向’ 등의 전치사는
모두 ‘대상’이라는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어학습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
다. 이전의 연구에서 毛海燕, 전기정, 정기심 등이 위와 같은 전치사들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을 비교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많이 쓰이는 ‘给’와 ‘对’의
비교를 통해 기존연구의 결과를 보충하고자 한다.

2. 给의 전달의미 분석
2.1 给의 변환
많은 중국어 학습자들은 ‘给’가 결과보어로 쓰이는 것을 학습하면서 전치사 ‘给’로 쓰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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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5) a. 我寄给他一封信。
b. 我给他寄一封信。
그러나 다음과 같은 변환은 잘 진행되지 않는다.
(6) a. 我送给他一本介绍老北京的书。
나는 그에게 옛북경을 소개한 책 한 권을 선물했다.
b. ? 我给他送一本介绍老北京的书。
(6)b는 통사적인 결합면에서 자주 접하지 않았을 뿐더러, 의미면에서도 a의 ‘선물하다’의 의
미와 일치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우선 (5)에 쓰인 동사 ‘寄’를 살펴보면, 毛海燕(2003:135)은 ‘寄’는 동사 자체에 ‘수여’의미
는 없고 ‘전달’의 의미만 가지는 동사로서 ‘给’ 동사처럼 쌍빈어를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예
를 들면 “* 我汇他一笔钱”인데,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동사로는 ‘寄, 汇, 带，留，捎, 写’ 등
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달’류 동사의 변환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호환방식을 알 수 있다.
전달(传递)의미류

给+O1+V +O2

V+给+O1+O2

‘V+O1+O2’

+

+

-

동사 예) 寄

(6) a에 쓰인 ‘送’은 전형적인 수여동사이다. 수여동사란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지면서 수여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를 말한다. 陆俭明(2004:99)은 ‘送, 卖，还，交’ 등의 동사는 ‘수여’의 의미
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수여’류 동사의 변환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수여동사가 쓰
인 문장은 일반적으로 ‘S+V+给+O1+O2’로의 변환이 용이하지 않다. 毛海燕(2003)은 그 이유
로서 “원래부터 수여의 의미를 가지는 ‘给’는 ‘N1+给+N2+V+N3’형식에 들어가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동사류는 의미적으로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그 목표물
을 규정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다음의 예를 들었다.1)
(7) a. * 我给他还五百块钱。
b. 我还他五百块钱。
c. 我还给他五百块钱。
d. 我还了五百块钱给他。

1)

수여(给予)의미류
동사 예) 还

给+O1+V +O2

V+给+O1+O2

‘V+O1+O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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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기정(:484)은 다음과 같이 수여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给+NP’형식이 올 수 있다고
하였다.
(8) a. 他给我送一本书。
b. 他给我卖一所房子。
c. 他给我还五块钱。
그는 위의 예문에서 ‘给’는 사물을 받는 접수자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동작의 수혜 대상 즉
수혜자를 이끌게 되므로 ‘为’나 ‘替’의 의미가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8)은 a ‘그는 나를 위해
서(대신해서) 책 한 권을 보낸다’, b는 ‘그는 나를 위해서(대신해서) 집 한 채를 판다’, c는 ‘그
는 나를 위해서(대신해서) 오 위안을 돌려준다’라고 번역하였다.
위와 같이 기존연구에서는 수여동사가 쓰인 문장은 기본적으로 ‘S+给+O1+V+O2’의 변환은
쉽지 않으며, 설사 변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의 ‘给’는 성질이 변하여 수혜의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CL등을 찾아보면 ‘送’이 ‘S+给+O1+V+O2’ 문형에 쓰인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
다. 아울러 ‘给’가 수혜의 의미로 쓰여 ‘为’나 ‘替’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일정한 문맥이 있어
야 하고, 의미적인 판단은 수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2.2. ‘送’의 의미항목
기존연구에서는 ‘送’을 번역하면서 ‘보내다’와 ‘주다’로 혼재되어 번역되는 것을 알 수 있다.
(9) a. 他给我送一本书
‘그는 나를 위해서(대신해서) 책 한 권을 보낸다’
b. 我送给他一本介绍老北京的书。
나는 그에게 옛북경을 소개한 책을 준다(선물한다)
c. 我给他送了一本书。
나는 그에게 책 한 권을 주었다. 리엔탐슨(1996:366)
위와 같이 번역이 혼재되는 이유는 ‘送’의 사전적 의미 때문이다. ‘送’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단어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배웅하다. 전송하다. 데려다주다
② 보내다. 배달하다. 전달하다
③ 주다. 선사하다. 증정하다. 선물하다
④ 버리다. 망치다. 탕진하다. 상실하다.
단어항목의 ②와 ③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동사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번의 ‘보내다.
배달하다. 전달하다’는 수여동사 의미가 아니라 전달의미를 갖는 동사이다. 전달이란 예를 들
어 동사 ‘寄’처럼 a라는 출발점은 있되 b라는 도착점은 보이지 않는 동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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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a

b

여기에 반해 ③번의 ‘주다. 선사하다. 증정하다. 선물하다’는 수여동사의 의미군에 들어간다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여동사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비교적 명확하다.
<그림2>

a

b

위와 같은 개념은 문형형식이 다름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다. CCL에서 ‘给你送’의 검색어
를 입력하면 257개의 용례가 나온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선물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보
내다, 배달하다, 전달하다’는 의미로 쓰인 문장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10) a. 那刚没跟您说吗，好几十块给你送到家来。
몇 십위안을 당신 집으로 보냈다. (*선물했다.)
b. 警察说陌生的女人给你送一个孩子回来。
낯선 여인이 당신에게 애 한 명을 보내왔다고 경찰이 말했다.
c. 谁家有困难了，公司会及时地给你送去慰问金和物品。
회사는 곧바로 위문금과 물품을 보내줄 것이다.
d. 好，我明天让人给你送来一本《论语》。
내가 내일 <논어> 한 권을 보내줄게.
e. 陈邦元：“你坐牢，我天天给你送饭。
당신이 감옥에 간다면 내가 매일매일 밥을 보내줄게.
a에서는 목적어로 지점을 나타내는 ‘家’가 쓰였이므로 送은 ‘선물하다’가 아니라 ‘보내다’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c,d에서는 방향보어가 쓰였으므로 동사는 이동성을 가져
야 하므로 ‘선물하다’가 아니라 ‘보내다’의 의미와 부합한다. ‘送饭’은 ‘밥을 배달하다’는 의미
이므로 ‘送’은 ‘보내다’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 즉, 전달(传递)의미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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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결
지금까지 동사로 쓰이는 ‘送’의 통사적, 의미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먼저, 인지적인 구분을
통해서 送의 ‘전달’ 의미와 ‘선물하다’의 의미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통사적인 구
분을 통해서 ‘전달’과 ‘선물하다’의 의미를 구별해 보았다. 동사 ‘送’은 ‘전달’의 의미를 내포할
때에, 방향보어를 부착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수여동사가 쓰인 문장에서는 ‘给+O1+V+O2’으로의 변형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送’이 동사로 쓰인 경우는 통사적으로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의할 것은 이 때의 ‘送’은 ‘수여’의 의미가 아니라 ‘전달’ 의미의 동사라
는 것이다.

3. ‘给’와 ‘对’의 비교
‘给’와 ‘对’는 그 뒤에 유정물이 올 경우, 한국어로 ‘-에게’로 번역되기 때문에 그 선택 사용
에 있어서 한국인 학습자에게 많은 혼란을 준다. 다음에서는 그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비교
하여 특징을 부각시킨다.

3.1 비슷한 점
毛海燕(2003)에 따르면 전치사 ‘给’가 공급, 지향의 문법적의미를 가질 때 ‘对’의 대면대상
과 공유 부분을 갖는다고 하였다. 给4가 공급, 지향(방향)의 문법적의미를 가질 때는 주로 신
체동작동사, 언어동사, 겸양태도동사 등과 결합한다.
(11) a. 快给老爷磕头。
b. 我给你解释一下。
c. 你去给他道谢。
이러한 문법적의미는 对의 대면대상의 의미 성질과 비슷하다. 对1가 대면대상의 성질을 가
질 때 동사는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언어동사, 신체동작동사라고 하였다.
(12) a. 他对我大声地喊。
b. 他对老师鞠了一躬。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给’와 ‘对’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2 다른 점
정기심(2006)은 给의 문법의미로 크게 네가지를 제시했다.
① 전달받는 수령자
예) 服务员给他送来了一碗好吃的面汤。
② 전달받는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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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她说这是专门给我们做的，一定要吃。
③ 전달받는 피해자
예) 水污染给渔业生产带来巨大损失2)。
④ 동작접수자 ‘把’의 의미
예) 听了这个消息，给我急坏了。
给가 对와 비교했을 때 가장 부각되는 문법적 의미는 전달과 수혜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对와 给를 비교했을 때 가장 부각되는 문법적 의미는 태도대상(对待对象)과 조준대상(针对对
象)이라고 할 수 있다. 毛海燕(2003)은 태도대상과 결합하는 서술어는 감정, 경험, 이해관계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심리동사라고 하면서 다른 전치사와 대별되는 큰 특징이라고 강조하
였다.
(13) a. 大家对腐败想象很气愤。
b. 他对炒股票很内行。
c. 抽烟对身体有害。
d. 我对你的心情很理解。
또 조준대상의 경우 행위동사, 언어동사, 은현동사 등과 결합한다고 하였다.
(14) a. 你应该对这件事进行调查。
b. 我们应对他给予警告。
c. 我已经对他失去了信心。
위와 같이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생기는 원인을 판단해 보면 给는 동사 ‘주다’에서 발전하
여 ‘전달’의 의미까지 확장되었을 것이며, 对의 경우 동사 ‘대면하다’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태
도, 조준’의 문법의미로 확장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생성대상으로서의 对
위와 같이 给와 对의 비교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국어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일정한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
(15) a. 이러한 것들이 그에게 위협을 주었다.
这些(

)他构成威胁。

b. 이 일이 당신에게 영향을 줍니까?
“这事(

)你有影响吗？”

c. 모두 그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다.
特别密切地关注他，使他感到很特别，都会(

)他产生很大的压力。

2) 그런데 3.a에 쓰인 동사 带来는 전달의 의미를 갖는 동사로서 꼭 피해를 나타낼 때만 쓰는 동사는 아
니다.
예) 这给 带来 비슷한 동사 의미에는 增添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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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 일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这件事(

)我造成很大的冲击。

많은 학습들이 ‘～에게 ～을 주다’라는 형식 때문에 전치사 ‘给’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위의 문장들에는 대상을 나타내는 전치사 ‘对’를 써 주어야 한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
하는 이유를 연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치사의 문법적 성질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동사와 결합되는지 파악하고, 이 동사들
의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15)예문에서 对와 결합하는 동사 ‘构成，有, 产
生，造成’ 등은 모두 존재, 생성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들이다. 즉, 존재, 생성의 대상을 나타
낼 때는 전치사 ‘对’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출발언어인 한국어 ‘주다’의 의미에 대해서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예문에서
한국어 ‘주다’는 사실 수여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목적어가 구체적인 명사가 아니
라 추상명사이기 때문이다. 결국 위 문장에서 한국어 ‘주다’의 의미는 ‘A에게 B를 생기게 하
다’는 의미인 것이다3).
한국어사전에서 ‘주다’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용법이 있다.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게 하다.
예) 고통을 주다/ 상처를 주다/ 피해를 주다
위와 같은 용법이 위에서 언급한 ‘존재, 생성’의 동사의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4).
李琳瑩(1999)의 경우 对와 결합하는 동사 중에 ‘产生，失去，丧失’ 등과 같은 은현동사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실을 나타내는 ‘失去，丧失’ 등은 ‘-에게 –주다’로 번역되지 않으므
로 한국인 학습자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소결하면 전치사 ‘对’와 결합하는 동사군 중에 ‘존재, 생성’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군은 혼동
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따로 분류하여, 전치사 ‘给’와 대비되는 면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판단된
다.

5.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 조사 ‘에게’에 대응되는 중국어 성분인 전치사 ‘给’와 ‘对’를 대상으로 그
역할분담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치사 ‘给’의 경우 ‘给+O1+送+O2’의 형식으로 결합할 경우, 통사적, 의미적관계를
고려할 때 이 때의 ‘送’의 의미는 ‘전달하다’는 것을 밝히었다.
둘째, ‘给’와 ‘对’의 문법적 용법에서 중복되는 기능은 ‘지향’이고, 크게 다른 점은 给의 경
우 전달, 수혜의 기능을, 对는 태도, 조준이라는 것을 다시 정리하였다.
셋째, 출발언어인 한국어 표현 중에서 ‘-에게 –을 주다’는 표현 때문에 ‘给’로 중작하는 경
3) 아래 문장에서 ‘感’이라는 동사 역시 ‘흥미를 느끼다, 흥미가 생기다’의 의미를 가짐으로써 생성의 동
사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 我对他感兴趣，不是一两天了。
나는 그에게 흥미가 생겼는데,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다.
4) 毛海燕(131)의 경우 2가동사를 언급하면서 이해관계를 나타내는 동사들(예: 有用，有害등)을 언급하였
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존재, 생성’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군과 유사하나, 3가동사이고, 추상적인 목
적어를 가지기 쉽고, 이해관계 외의 생성 의미가 부각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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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한국어 ‘주다’의 동사의미 중에 존재, 생성의 문법적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을 밝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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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4분과)-2]

戰國時期 金文과 漢代 文字瓦當의 鳥蟲書 章法
-千秋萬歲 銘文瓦當을 中心으로허선영
(안산대학교)

Ⅰ. 머리말
Ⅱ. 鳥蟲書의 원류
Ⅲ. 戰國時代의 鳥蟲書 형식
Ⅳ. 漢代 銘文瓦當의 鳥蟲書 형식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오늘날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중요한 기능은 음성을 전달하거나 어떤 내용을 문자로
기록하여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자의 발전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字體와
그 구조의 변화 과정인데, 중국 문자학사에서 춘추전국시기에 등장한 字體는 장식미가 많이
가미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등장한 字體는 판독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당대의 명문 연구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 이 시기에 등장한 字體는 ‘戰國文字’의 영역에서 연구되고 있는
데, 당대의 정치적․경제적 혼란과 함께 字體에 여러 현상이 반영되어 나라마다 다른 자체가
등장하였다. 특히 靑銅兵器에 새겨진 字體는 전국문자의 다양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예술적
미를 飾筆로 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1)
전국시기 성행했던 字體의 한 종류인 鳥蟲書는 주로 靑銅兵器에 의도적으로 시문되었지만
漢代 명문 와당에서는 와당의 형태로 인하여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기법 등에 의하여 字體의
변형이 온다. 이러한 점은 전국시기와는 달리 漢代에 들어와 다양한 字體의 발전과 표현 기법
등이 등장했음을 시사한다. 본 고에서는 춘추전국시기 남방지역에서 유행한 예술체의 한 종류
인 鳥蟲書2)가 한대 명문 와당에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漢代와 戰國時期
명문 와당에 나타난 鳥蟲書의 상이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전국문자와 연관된 字體구조 현상은 許仙瑛,「先秦鳥蟲書研究」, 臺灣國立師範大學國文硏究所碩士學位
論文, 1999 / 허선영,「戰國時期 燕․齊文字의 構造的 特徵」,『文化史學』제40호, 한국문화사학회, 2013
참고.
2) 許仙瑛,「先秦鳥蟲書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硏究所碩士論文, 1999.
허선영,「한대 문자와당에 나타나는 예술체 현상」, 『중국언어연구』제23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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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鳥蟲書의 원류
鳥蟲書와 유사한 형태는 3,500년 전 상대 갑골문의 ‘玄鳥婦’에서 유물로 확인되고 있다.3)
(그림 1)의 갑골문에 등장한 글자의 형태를 鳥蟲書로 볼 수 있는지는 고려의 대상이기는 하지
만, 字體를 중심으로 鳥蟲의 형상을 하고 있는 글자가 확인이 되고 있다. 이 글자에서 字體에
飾筆을 가미하였다는 점은 자형 구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그림 1) 玄鳥婦
鳥蟲書는 춘추전국시기 남방을 중심으로 유행된 字體로 주로 오월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유
행을 한다. 청동병기에 착금의 형식으로 주조되었으며, 酒器와 樂器에서도 鳥蟲書의 사용이
확인된다. 鳥蟲書에 관한 명칭은 許慎의『說文解字․ 敘』에서 가장 먼저 찾아 볼 수 있다.
‘自爾秦書有八體：一曰大篆，二曰小篆，三曰刻符，四曰蟲書，五曰摹印，六曰署書，七曰殳
書，八曰隸書.’
『說文解字』에 의하면 鳥蟲書는 秦代 時期에 사용된 秦書八體 중의 하나로 기록되었을 뿐
그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알 수 없다. 秦書八體는 아마도 당시 사용된 여덟 가지 서체
중 하나일 것이다. 漢代時期 기록을 통하여 볼 때 秦代에는 이미 蟲書가 있었으며, 漢代에 들
어와 蟲書는 前代를 계승한 것으로 당시에 사용된 秦書八體의 하나라고 許慎은 제시하고 있
다. 『說文解字』에 기록된 秦書八體 중 하나인 蟲書는 어쩌면 鳥蟲書의 또 다른 명칭으로 지
역적, 자연적 환경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된 字體이며, 단순히 일정한 시기에 유행된 장법이
아닌 특정한 字體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특수한 목적의 鳥蟲書는 특정인에 한하여 사
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용도도 한정적인 기물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鳥蟲書의 명
칭에 관하여 段玉裁는‘鳥蟲書所以書幡信也’로 기록했는데, 蟲書와 鳥蟲書는 모두 포괄적인 의
미로는 ‘羽蟲’으로 조류와 벌레를 모두 지칭한다고 제시하고 있다.4)
蟲書의 명칭은『漢書․藝文志』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六體의 하나로 그 字體는 古文, 奇
字, 篆書, 隸書, 繆篆, 蟲書이며, 모두 古今文字로 印章이나 幡信의 용도라고 설명했다.5) 그
리고 顏師古에 의하면 蟲書는 蟲鳥의 형태로 幡信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제시하였다.6) 이러한
3) 董作賓,「殷代的鳥書」,『大陸雜誌』 第6卷11期, 1953.
4) 上文曰蟲書，此曰鳥蟲書，謂其或像鳥或像蟲，亦稱羽蟲也.
5) 漢興，蕭何草律，亦著其法，曰：「太史公試學童，能諷書九千字以上，乃得為史.又以六體試之，…」
體著，古文․奇字․篆書․隸書․繆篆․蟲書，皆所以通知古今文字, 摹印章，書幡信也.
6) 蟲書, 謂為蟲鳥之形，所以書幡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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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통하여 볼 때 서한 초기의 蟲書는 六體 중의 하나였으며, 그 용도는 幡信으로 사용했
으며, 太史가 학동을 가르치기도 한 字體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秦
書八體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鳥蟲書는 곧 蟲書이며, 시대별로 제시된 용어와 용도
때문에 명칭이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그 원류는 字體에 조충의 식필을 인위적으로 가미하여
사용된 당시의 字體 흐름 중 하나였던 것이다. 상고시기에‘蟲’은 그 의미가 매우 넓어 毛羽나
鱗蟲의 종류를 모두 포함시키는데, 조류도 이에 포함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篆書에 조
류나 벌레의 형태를 포함시켜 넓은 의미에서는‘蟲書’라고 하며, 좁은 의미에서는‘鳥蟲書’라고
할 수 있다. 秦書八體 중의 하나인‘蟲書’는 衛恆의『四體書勢』에서는‘蟲’을 제외한‘鳥書’라고만
기록하였다.
鳥書의 명칭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 등장한다.7) 王愔의『古今文字目』에서도‘鳥書’와‘蟲篆’만
기록하고 있으며, 崔豹의『古今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8) 唐代에도 이와 관련된 명칭이 등장
하는데, 唐玄度의『論十體書』에 의하면 鳥書를 幡信의 서체로 기록하였다.9) 또한 韋續의『五十
六種書』에도 유사한 鳥形으로 기록하고 있으며,10) 張懷瓘의 『書斷』中에 의하면‘然十書之外,
乃有龜, 蛇, 麟, 虎, 雲, 龍, 蟲, 鳥之書, 既非世要, 悉所不取也.’라고 하여 여러 가지 동물의
형상을 字體에 이입시키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동시에 徐堅의『初學記․卷第二十一․文字第
三』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鳥書, 鳳鳥書, 蝌蚪蟲書 등 10여종 모두 八體 중 하나로 제시되
어 있다.11)
이와 같이 문헌을 통해 鳥蟲書는 모두 幡信으로 사용된 것이며,12) 篆書를 기본으로 하는
필법에 굴곡과 완곡을 더하여 篆書와는 다른 글자 형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대시기의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鳥蟲書 혹은 蟲書는 幡信으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지지만, 현존 유물의
확인이 어렵고 오나라와 월나라에서 사용된 청동병기에서 篆書에 飾筆을 가미한 鳥蟲書만이
확인된다.13)

7) 衛恆 『四體書勢』 : ‘王莽時，使司空甄豐校文字部，改定古文，復有六書：一曰古文，孔氏壁中書也；
二曰奇字，即古文而異者；三曰篆書，秦篆書也；四曰佐書，即秦隸也；五曰繆篆，所以摹印也；六曰鳥
書，所以書幡信也.’
8) 信幡，古之徽號也，所以題表官號以為符信，故謂為信幡也.……信幡用鳥書其飛騰輕疾也.
9) 鳥書，周史官佚所撰. 粵在文化，赤崔集戶，降及武期，丹鳥流室，今此二法，是寫二祥者焉. 以上此書
體幡信者，取其飛騰輕疾也. 一說，鴻燕有來去之信，故象之也.
10) 十二；周文王，赤崔銜書集戶，武王，丹鳥入室，以二祥瑞，故作鳥書. 二十三；傳信鳥跡者，六國
時，書節為信象鳥形也.
11) 自黃帝至三代其文不改，秦焚燒先典，乃廢古文更用八體，一曰大篆，周宣王史籀所作也；二曰小篆，
始皇時李斯趙高胡毋敬所作也，大小篆並簡冊所用也；三曰刻符，施於符傳也；四曰摹印亦曰繆篆，施
於印璽也；五曰蟲書，為蟲鳥之形施於幡信也；六曰署書，門題所用也；七曰殳書，銘於戈戟也；八曰隸
書，始皇時程邈所定六行公府也.
漢氏因之至王莽居攝使甄豐刊定六體，一曰古文，二曰奇字，三曰篆
書，四曰隸書，五曰綠書，六曰蟲書，唐代以教學童焉. 又衛恆四體書勢曰，漢興又有草書，不知作者.
蓋兩漢銘勒雜以古文․篆․籀及八分為之. 魏晉以還隸文遂盛蕭子良古今篆隸文體有；……鳥書․鳳鳥書․蝌
蚪蟲書……凡數十種，皆出於六義八體之書，而因事生變者也.
12) 幡信이 정확히 어떠한 형태였는지는 알 수 없다. 보존이 어려운 종이나 천 혹은 나무 등으로 제작했
을 것으로 보인다(許仙瑛, 「先秦鳥蟲書硏究」,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硏究所 碩士論文, 1999, 37-38
쪽).
13)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춘추전국시대 남방의 오월지역을 중심으로 유행되어 등장한 鳥蟲書의 기원이
민족학적으로 연관되어 오월지역의 민족사와 상고문화와 연관되어 제시한 바 있다(허선영, 위의 논문,
5-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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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張掖都尉棨信

(그림 3) 張伯升柩銘

(그림 4) 張遷碑碑額

張掖都尉棨信(1973년 甘肅居延水金關 遺蹟 出土, 그림 2),14) 張伯升柩銘(1959년 武威漢墓
出土, 그림 3),15) 張遷碑碑額(그림 4)의16) 일부 字體는 鳥蟲書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아마 幡信의 용도로 사용된 鳥蟲書의 형태도 이와 같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東漢時期에 이르러 鳥蟲書의 여러 가지 명칭 가운데 ‘鳥篆’이 등장한다. 먼저 『後漢書․蔡邕
傳』에17) 鳥篆의 명칭이 나타나며, 『後漢書․陽球傳』에도 鳥篆의 명칭이 등장한다.18) 『後漢書․
靈帝紀』와19) 『三國志․魏志․衡覬傳』에도20) 鳥篆이 기록되었다. 이러한 문헌 사료의 기록도 마
찬가지로 鳥蟲書가 정확히 어떠한 형태였고, 어디에 사용된 자체인지는 자세한 설명이 전해지
지 않고 있다. 또 幡信의 형태인 旗幟과 符節은 주로 직물이나 竹木으로 제작되어 쉽게 부패
되어 그 자료를 확인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鳥蟲書나 蟲書 또는 기타의 다른 명칭들도 문헌
기록과 현존하는 유물 등을 통하여 보면, 그 字體의 기본적인 특징은 조류나 벌레의 형상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蟲’은 모든 동물을 포함하고 있어‘鳥類’도 이에 해당된다.21) 이와 같이
鳥蟲書는 蟲書, 鳥書, 鳥篆, 鳥飾文字, 鳥篆文字, 鳥蟲篆, 鳳飾篆字 등 다양한 명칭이 있지
만22) 이러한 명칭을 두고 학계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다. 鳥蟲書의 기본은 篆書를 기초로 새나
벌레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飾筆의 字體를 藝術體 혹은 美術體라고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23)
14)
15)
16)
17)

李學勤,「談「張掖都尉棨信」」，『文物』 1978年 第1期, 197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武威漢簡』，圖版貳參，摹本二五.
許仙瑛, 「先秦鳥蟲書硏究」,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硏究所 碩士論文, 1999.
初，帝好學，自造皇羲篇五十章，因引諸生能為文賦者.本頗以經學相招，後諸為尺牘及工書鳥篆者，皆
加引召，遂至數十人.
18) 或獻書一賦，或鳥篆盈簡，而位升郎中，形圖丹青.
19) 光和元年（公元一七八年）二月，始置鴻都門學生。李賢注：鴻都，門名也. 於內置學，其中諸生皆敕
州郡三公舉召能為尺牘、辭賦及工書鳥篆者相課試. 至千人焉.
20) 受詔典著作，又為『魏官儀』，凡所撰述數十篇. 好古文․鳥篆․隸草，無所不善.
21)『說文解字』卷十三上「蟲」字解釋：「一名蝮，博三寸，首大加擘指，象其臥形. 物之微細，或行或飛，或
毛或嬴，或介或鱗，以蟲為象」（段玉裁本）.『孔子家語．執轡』：「羽蟲三百有六十，而鳳為之長」.『大戴
禮記．曾子．天圓』：「毛蟲之精者曰鱗，羽蟲之精者曰鳳，介蟲之精者曰龜，鱗蟲之精者曰龍， 蟲之精
者曰聖人.」
22) 鳥蟲書에 관하여 1934년 容庚 선생은 『鳥書考』를 발표하면서 학계에서는 춘추전국시대 오월지역에
서 사용된 鳥蟲書 연구에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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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의 명문에 사용된 鳥蟲書는 춘추전국시대 주조된 청동기 가운데 기원전 500년경에
제작된 ‘吳王子

戈’(그림 5), ‘楚王孫漁戈’(그림 6), ‘王子午鼎’(그림 7) 등이 현존하는 가장

빠른 자료이다. 이러한 청동기는 이미 2500년 전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춘추전국시대
에 이르러 鳥蟲書가 유행했는데, 특히 청동병기와 악기, 주기 등의 명문에 착금 형식으로 많
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漢代의 璽印과 와당문자에도 등장하지만 착금의 형식도 아
니며 청동기에 등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이건 모두 장식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
나고 있다. 郭沫若은『周代彝銘進化觀』에서 춘추전국시대에 등장하는 鳥蟲書는 인위적인 장식
의 효과를 강하게 부여함으로 심미의식이 반영되어 한자의 미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제시하고 있다.24)

(그림 5) 吳王子

戈

(그림 6) 楚王孫漁戈

(그림 7) 王子午鼎

Ⅲ. 戰國時代 금문의 鳥蟲書 형식
1934년 容庚선생이 「鳥書考」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후,25) 고문자 학계에서는 춘추전국시대
南方 지역 字體의 하나인 鳥蟲書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鳥蟲書는 주로 靑銅兵器나
樂器 혹은 酒器 등의 기물에 글자를 새기거나, 글자를 새긴 후 착금의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글자는 춘추전국시대 시작하여 漢代까지 지속적으로 유행했다. 漢代에 이르러서는 璽
印을 비롯하여 瓦當文字나 銅鏡文字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鳥蟲書의 가장 큰 특징은 篆書에 새나 곤충 모양의 장식으로 필획을 변형시키거나 도안의
형태로 응용하는 字體로써 풍부한 장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字體의 기본 틀을 가지는 篆
書에 변화를 주는 등 자체에 대한 변형력이 풍부해짐에 따라 심미적 자체로도 인식되었다.
鳥蟲書는 춘추전국시대 남방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했는데, 현재 출토된 청동기의 수량을 파
23) 林素清,「春秋戰國美術字體研究」，『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第61本 第1分.
24)東周而後，書史之性質變而為文飾，如鐘鎛之銘多韻語，以後整個之款式鏤刻於器表， 其字體亦多作波
磔而有意求工. 又如齊「國差 銘」亦韻語，勒於器肩，以一獸環為中軸，而整列成九十度之扇面形.凡此均
審美意識之下所施之文飾也，其效用與花紋同.中國以文字為藝術品之習尚，當自此始.
25) 容庚,「鳥書考」,『燕京學報』第16期,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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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해 보면 청동병기가 가장 많다. 필자의 통계에 의하면 나라별로는 越國 86개, 吳國 22개,
蔡國 21개, 楚國 18개, 曾國 3개, 宋國 2개, 徐國 1개, 국가 불명 14개를 포함하여 모두 167
개의 鳥蟲書 청동기가 확인되고 있다.26)(그림 8-10)

(그림 8)

(그림 9) 越王州句劍(越國,

(그림 10)

攻吾王光劍(吳國)

錯金)

楚王酓璋戈(楚國)

춘추전국시대 사용된 鳥蟲書는 篆書와 장식적인 飾筆과의 관계에서 분리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주로 청동병기에 사용된 鳥蟲書는‘用’자의 사용 사례가 가장 많은데, ‘用’과 조충이
분리되는 경우도 있다. 조충이 분리되면 자형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鳥
蟲書는 나라별로 그 형태도 다르지만 篆書와 조충의 결합여부에 있어‘成文字’와‘不成文字’의
관계가 다른 시기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월나라 청동병기의‘用’자 자형과 자형별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표-1】) 월나라 청동병기
의 用자 자형은 篆書와 飾筆이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분리가 되어도 字體는 변하지 않는다.

26) 허선영, 앞의 논문,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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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월나라 청동병기의 ‘用’자 자형과 비율

자형

비율

88.88%

5.55%

2.77%

2.77%

오나라 청동병기의‘吉’자는 篆書와 飾筆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로 그 자형과 자형별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표-2】)
【표-2】 오나라 청동병기의‘吉’자 자형과 비율

자형

비율

66.66%

33.33%

반면 오나라 청동병기의‘作’은 篆書와 飾筆이 분리되면 字體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형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오나라 청동병기의 ‘作’
춘추전국시대에 등장하는 鳥蟲書는 나라별로 그 현상은 장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成文字’와‘不成文字’간의 관계에 대하여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Ⅳ. 漢代 銘文瓦當의 鳥蟲書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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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 문자와당에 등장하는 鳥蟲書는 장식성을 높여 예술적 미를 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
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전국시대 남방문자의 字體와의 개념과는 다르다. 한대 문자와당에는
소전에 조류나 벌레 등의 굴곡과 飾筆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의도는 전국문자 鳥蟲書
의 용도와는 다르며, 그 수량도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글에서는 한대 문자와당
에 등장하는 鳥蟲書 가운데‘천추만세’명문와당에 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대 명문와당에 등
장하는 鳥蟲書는 대부분 길상어로 등장하는데, 천추만세 명문와당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
다.

‘千秋萬歲’ 와당
미앙궁은 漢代 장안의 황궁으로 한고조 7년(기원전 200년)2월에서 9년 10월에 거쳐 蕭何의
지도하에 東闕, 北闕, 前殿, 武庫 등이 건조되었다. 이후 한무제는 이곳을 확장, 보수를 하였
는데 長樂宮 서쪽에 위치하여 西宮이라고도 칭하며, 서한 왕조의 황궁이므로 紫宮이라고도 한
다. 왕망시기에는 다시 壽成室이라 부르기도 하였다.27)
‘千秋萬歲’와당은 대부분 한대중기 왕릉에서 출토가 되었고, 후기 王陵유적지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千秋萬世’와당은 未央宮의 건축와당의 소재로 사용되었으며, 漢王朝가 천년만년 영원
히 계승되고, 희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와당으로 해석된다.‘千秋萬歲’란‘千年萬年, 歲
月長久’를 의미하는 것으로28)

秦漢 에 수록된 문자와당을 분석 정리한 결과‘千秋萬歲’ 와당

은 대략 39종류로 파악된다.
천추만세는 글자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 세월이 오랫동안 지속됨을 형용하는 문구로 사람들
의 장수를 염원하는 것이다.『韓非子․顯學』에 이르기를 : “今巫祝之祝人曰:使若千秋萬歲.千秋
萬歲之聲聒耳,而一日之壽無征於人”이라 하였으며, 秦漢시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용어로 민간
에서도 유행하였을 것이다. 葛洪『抱朴子』:“所謂千秋萬歲也”라고『隋書』에 기록되어 있다. 또
“壽亦如其名”으로 千秋를 설명하고 있다. 한대시기 천추만세 용어의 유행은 오늘날에서 보면
단순히 장수의 의미가 아닌 천년만년 영원한 부귀영화를 쫒으려 한 강한 바램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秦漢시기와 위진시기에 사용된 천추만세 용어가 人首鳥身의 神獸와 함께 사용되었던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다.29) 한대시기 人首鳥身의 흔적은 발굴 자료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데, 長沙馬王堆1호 漢墓의 帛畵에서 묘주의 영혼이 승천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帛畵
중앙부에 두개의 人首鳥身의 神獸가 배치하고 있고 묘사의 수법은 비교적 간단하나 마찬가지
로 천년만년 잘살고 싶음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고대에서‘歲’와‘秋’는 같은 의미로 『詩經』:
“...一日不見,如三秋兮,...一日不見如三歲兮.” 섬서성에서 출토된‘千秋萬歲’와당은 문자의 여러
가지 서체가 있을 뿐 아니라 문자에 문양을 추가하여 배치한 와당이 있는데 특히 새 문양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천추만세 명문의 의미가 人首鳥身과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천추만세 명문은 선진시기 吉鳥와 함께 배치되는 것 외에도 위진 이후에는 四神圖와
교차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千秋萬歲와당은 현재까지 출토된 한대문자와당 가운데 사용시기가 가장 길었으며 사용된
범위 또한 아주 광범위 하다. 길상어 가운데 시기가 가장 빠른 와당중 하나이다. 명문은 주로
27) 陳橋驛, 中國都城詞典 , 江書敎育出版社, 1999, 823쪽.
28) 허선영, 漢代瓦當硏究 , 國立臺灣大博士學位論文, 2005, 109~111쪽.
29)謝曉燕,「漢代‘千秋萬歲’瓦當文字源流考」,『湖北第二師範學院學報』,第26卷 第10期,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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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秋’,‘千秋萬歲’,‘千秋萬世’,‘千秋利君’,‘千秋萬歲樂無極’,‘千秋萬歲與天毋極’,‘千秋萬歲與地無
極’,‘千秋利君常延年’,‘千秋萬歲為大年’,‘千秋萬歲常樂未央’ 등으로 다양한 문구로 표현하고 있
다.‘千秋’는 고대에서 천년만년 세월의 長久를 의미하는데 祝壽하고자 하는 당시의 신조어인
셈이다. 고대 사람들은 一秋를 一年으로 여겼으며‘千秋’는 곧 ‘千年’이다. 이와 같은 길상와당
에서 한대 통치계급은 천년만년 영원히 계승되기를 祝禱로 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千秋萬
歲’와‘千秋萬世’는 같은 의미로‘千秋萬世’는‘千秋萬歲’에서 변화된 것이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
면‘千秋萬歲’와당이‘千秋萬世’와당보다 더 많이 출토되었는데, 후기 왕릉유적지에서는‘千秋萬
歲’와당이 출토되지 않았다. 또한 漢代의 都城지역에서 발굴된‘千秋萬歲’와당의 當面에는 돌
출된 乳釘紋과 連珠紋 장식이 많지 않으며 절당을 이용하여 제작되어진 와당 가운데 천추만
세 와당이 가장 많다. 따라서‘千秋萬歲’와당이 서한 초중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

『秦漢1246』

(그림 13)

『秦漢1213』

(그림 14)

『秦漢1174』

(그림 15)

『秦漢1188』

(그림 16)

『秦漢1249』

(그림 17)

『秦漢1169』

『秦漢1246』(그림 12)의 천추만세 와당의 명문 가운데‘千’과‘秋’의 편방에서 鳥蟲書의 흔적
을 찾아 볼 수 있다. 당면의 羊角紋과 유사한 형태로 와당면과 당심, 전체 구획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美化시킨 것이다.‘千’자의 首筆은 새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歲’자‘止’획은‘艸’자로
독특한 篆書體이다. 이 와당은 漢代 예술체 문자와당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장법과 字體의 균
형을 동시에 엿볼 수 있는 와당이다. 그리고 구획의 선을 이루는 곡선의 모양은 좌우를 대칭
으로 하는 양각문으로 길상어와 문양이 함께 배치되어 있다. 또한‘천추만세’와당은 궁궐의 여
인들이 머물렀던 곳에서 다량으로 출토되었는데, 와당 사용자의 대상을 고려하여 소전에 미적
요소를 가미시킨 字體의 의도를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漢代는 관가에서 허용된 관방 字體
인 隸書體가 등장하여 널리 사용되었다. 명문와당에 나타나는 자체는 와당의 章法이나 사용
범위를 비롯하여 특수한 건축물에 사용되는 특성상 예술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로 나
타난다. 그리하여 와당에 글자를 새기는 것 이외에 문자와 문양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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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이『秦漢1213』 천추만세 와당(그림 13)의‘千’자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 와당은‘千’자의 획이 매우 독특한데, 이것은 와당의 구조 의하여 글자의 형태가 변형
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30) 한편‘千’자는 와당 문자에서 자주 나타나는 글자인데,
일반적으로 字體는 篆書이며, 그 변화도 적은 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표-3】)
【표-3】
釋

자

文

千

와당문자의 千

0229
羽陽千秋
31)

형

0230

0231

0232

0233

0235

0482

羽陽千秋

羽陽千秋

羽陽千秋

羽陽千秋

羽陽千秋

千秋萬歲

『秦漢1188』(그림 15)은 매 자마다 한 마리의 瑞鳥가 춤을 추는 듯 경쾌하다.(【표-4】) 완형
을 보면‘千秋萬歲’의 字體와 와당을 구성하고 있는 형식에서 함께 배치된 예술체적 요소를 찾
을 수 있다. 모두 鳥蟲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千’과‘秋’字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
다. 필획의 매듭이 勾環盤曲으로‘千秋萬歲’ 와당 중에서 길상문과 장식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와당이다. 와당의 당심에 출현되는 瑞鳥는‘千秋萬歲’의 길상적 의미와 잘 어우러져 문양과 문
자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표-4】

『秦漢1188』의 千秋萬歲

명문

자형

千秋萬歲

『秦漢1249』(그림 16)은 盤旋圓轉의 필획으로 鳥蟲書의 특징이‘千’,‘萬’, ‘歲’字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와당은 서한 후기에 나타나는 와당 형식이다. 주연부가 비교적 좁은 것이
특징이고, 당심의 변형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명문와당을 통하여 한대 와당문자에
등장하는 鳥蟲書가 전국시대의 字體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형태는 전국시대에 유
행한 鳥蟲書와 유사하지만 와당에서 보이는 鳥蟲書는 당시 유행한 字體가 아닌 것으로 보인
다. 당시 성행한 자체가 와당에 표현된 것이 아니라, 와당이 지니는 특수적 목적과 사용자의
신분과 건축구조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등장한 특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수
량도 비교적 한정된 길상문에만 등장한다. 춘추전국시대와 한대 명문와당에 등장한 鳥蟲書의
30) 와당문자는 와당의 구조에 따라 字體의 방향이 변한다. 글자의 방향이 변하는 것, 필획의 일부만 변
하는 것, 와당의 구획에 따라 변하는 것 등 여러 가지 특수한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매 글자마다 와
당구조의 영향으로 글자의 讀法과도 상관이 있기에 와당에 나타나는 그대로 표기하였다.
31) 許仙瑛,『漢代瓦當硏究』, 國立臺灣大學中文硏究所博士學位論文, 2005(【부록 4】자형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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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體를 비교하여 보면, 먼저 한대 명문와당에 등장한 鳥蟲書는 篆書를 기본으로 식필을 주었
으며, 글자와 장식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그런데 한대 명문와당의 鳥蟲書는 와공이 당면과
구획선에 따라 자체를 인위적으로 가미하였으며, 당시 유행한 字體가 반영된 것도 아니고, 특
별한 의도로 제작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 中國 赤峰博物館 4字 瓦當

■ 中國 山東省博物館 4字 瓦當

‘千秋萬歲’

‘千秋萬歲’

■ 中國 遼寧省博物館 4字 瓦當

■ 中國 遼陽博物館 4字 瓦當

‘千秋萬歲’

‘千秋萬歲’

■ 中國杜陵秦塼漢瓦博物館 4字 瓦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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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춘추전국시대 鳥蟲書에 등장하는‘萬歲’의 자체와 한대 명문와당‘千秋萬歲’의 일반적인 자형
과 鳥蟲書의 형식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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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춘추전국시대 金文과 한대 와당의 鳥蟲書(萬歲)
춘추전국시대 金文의 鳥蟲書

한대 와당의 鳥蟲書

(萬歲)

(萬歲)
鳥蟲書

篆書

鳥蟲書

篆書

또한 다른 자형의 비교에서도 한대 명문 와당에 등장하는 鳥蟲書는 명문 와당의 篆書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표-6】)
【표-6】 춘추전국시대 청동기 鳥蟲書와 한대 명문와당 篆書
춘추전국시대 청동기 鳥蟲書

한대 명문와당 篆書

吉

壽

宜

선진시기 字體의 한 종류로 등장한 鳥蟲書는 『說文解字』에 의하면 秦書八體의 하나인 ‘蟲
書’로 기록되어 있다. 이 蟲書는 현재 학계에서 통칭으로 사용되는 鳥蟲書를 지칭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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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로 확인되는 것은 3500년 전 갑골문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상대시기에
등장하는 字體의 형식이 전국시대에 유행한 鳥蟲書의 前身이라는 의견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대시기 문헌에 가장 먼저 鳥蟲書와 관련된 명칭이 등장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字
體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후에 등장하는 蟲書, 鳥蟲書, 鳥書, 鳥篆 등의 명칭과 유물을 통
하여 볼 때 篆書에 새나 벌레의 형식을 가미한 字體를 이르는 명칭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체
로 사용된 유물은 춘추전국시대에 등장하는 남방지역의 오나라, 월나라, 초나라에서 집중적으
로 사용되었다. 청동병기에 시문된 鳥蟲書는 진대를 거쳐 한대에 이르러 새인문자, 동경문자,
와당문자 등에도 등장한다.
한대 명문와당에서 鳥蟲書는 길상어인 천추만세에서 많이 등장하며, 글자와 식필이 분리될
수 없는 것도 확인하였다. 와공이 와당의 구조와 공간에 따라 인위적으로 장식성을 가한 字體
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한대 명문와당에 篆書, 隸書, 楷書, 鳥蟲書 등 다양한
字體가 표현되었으며, 전국시대 남방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유행된 鳥蟲書와는 다른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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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대 여성시인의 글쓰기 방식과 악부시
김의정(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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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5분과)-1]

崔南善의『朝鮮常識問答』考察
진수현
<目 次 >
Ⅰ. 서론
Ⅱ.『조선상식문답』의 구성과 내용
Ⅲ.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과 ‘개신하고 수용해야 할 것’
Ⅳ. 결론

Ⅰ. 서론
서구 유럽은 18세기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치며 중세적 세계관에서 탈피, 근대화의 산물
인 자본과 기술을 축적한다. 그리고 민족이 하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국민국가를 형성하려
는 민족주의가 발생한다. 이 시기 이들은 축적된 자본과 기술 그리고 민족우월의식을 바탕으
로 이른바 제국주의 팽창정책을 펼친다. 이러한 서구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은 실상 더 많은
자본의 축적을 위한 자원침탈 행위에 지나지 않으나 이들은 자원침탈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
기 위한 논리로써 식민지를 열등한 타자로 재현,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1) 즉 물질적인 것(자
본과 기술력)의 우위를 비물질적인 정신 ․ 문화에도 동일하게 적용, 서구의 실리추구를 위한
행위를 식민지 열등함의 교화라는 명분으로 은폐한 것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이들 열강의 자기 합리적 논리에 의해 식민지하에 놓이
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들 식민지는 근대화의 길로 접어든다. 그러나 서구 유럽의 정
치 ․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한 식민지 정책은 식민사회 내에 그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저항에
부딪힌다. 서구가 이들 식민지보다 월등했던 점은 단지 축적된 자본의 양과 생산 ․ 기술력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서구가 내세웠던 우월성 논리에 대한 저항의 결과로 식민사회
내에는 민족주의가 발생한다. 민족주의는 문화적으로 보면 하나의 단위로 범주화된 민족 구성
원에게 통합 논리를 제공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2) 이와 같은 민족주의의 발생은 내
부 결속력의 강화를 통해 서구사회의 침탈에 대항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서 어쩌면 필연
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하에 놓이지 않고 제국주의 팽창정책
을 펼친 일본에 의해 국토를 침탈당한 것에 있다. 다시 말해 일제와 조선과의 관계는 비유럽
국가에서 유일하게 제국주의 국가가 된 일제가 문화적으로 동등 혹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조
선(인)을 지배해야 하는 유례없는 사례이기 때문이다.3) 우리의 인식 기저에 일제는 단지 우리
보다 조금 이른 시기, 새로운 문물의 수입을 통해 근대화의 세례를 받아 자본과 기술력에서
앞서 있을 뿐 정신 ․ 문화적인 부분까지 우월한 존재는 아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표출된 문
1) 에드워드 사이드, 박규홍 역,『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2) 류시현,「1910년대 최남선의 문명 ․ 문화론과 조선불교 인식」,『한국사연구』55집, 한국사연구회, 2011,
113쪽.
3) 류시현,「崔南善의 ‘近代’ 認識과 ‘朝鮮學’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년, 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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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식으로써, 최남선은 우리 정신문화의 우월성 증명을 통해 내부결속력 확보를 모색했던 대
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4) 최남선에 대한 선행연구물의 정리를 통해 이를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다.
최남선은 조선의 위기 즉 일제의 식민지배 하에서 벌어지던 자원과 정신문화적 수탈에서 벗
어나기 위해서는 근대국가의 건설이 필요함을 깨닫고 새로운 근대국가의 건설 주체 확립을 우
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최남선에게 국민은 배움을 통한 실천적이며 진취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5) 그가 말하는 ‘소년’이 바로 이러한 근대 주체의 표상으로 드러난다.
이 소년은 여성적이며 유약하지 않고 젊고 역동적인 존재이다. 이와 같은 자신의 사상을 뿌리
내리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전 조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국민 즉 근대국가의 주체
로서의 문명인의 양성이 필요했다. 그가 출판사업을 참여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음을 짐작케
한다.6)
또한 1920년대 최남선은 역사비교 방법과 민속학을 접목시켜 단군 ․ 고어 ․ 무속 등에서 민
족의 원형을 추출, 이로써 문화 공동체로서의 민족 개념을 설정한다. 그에게 있어 민족이란
개념은 문화적으로 동일한 자연발생적인 집단이었던 것이다.7) 예컨대 최남선이 주창한 불함문
화론은 동북아에 널리 편재한 문화로부터 개별적인 조선의 특수성으로 백두산을 그 원류로 추
출, 우리민족의 우월적 면모를 드러내고자 하였다.8) 이는 불함문화론을 통해 문화권을 재창출
함으로써 피식민자인 조선 민족의 전통을 발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9)
본 고에서는 최남선의『朝鮮常識問答』분석을 통해 동일한 민족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지키
고 보호해야 할 것’과 근대국가 건설의 주체로서 ‘개신하고 수용해야 할 것’의 두 측면으로 나
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Ⅱ. 『朝鮮常識問答』의 구성과 내용
1. 『朝鮮常識問答』의 구성
최남선은 1937년 1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160회에 걸쳐『매일신보』에 강토편 ․ 세시편 ․
풍속편 등 16편 456항목의「朝鮮常識」을 연재한다. 이를 토대로 1946년『朝鮮常識問答』과『朝
鮮常識問答續編』을 출간한다.10) 이『朝鮮常識問答』은 총 10개의 장(국호 ․ 지리 ․ 물산 ․ 풍속
4) 본 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朝鮮常識問答』에 드러나는 그의 근대국가 건설의 열망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5) 조윤정,「잡지『소년』과 국민문화의 형성」,『한국현대문학연구』제 21집, 한국현대문학회, 2007.
6) 류시현,「출판물을 통한 신학문의 수용과 ‘근대’의 전파 : 최남선의 사례를 중심으로」『한국독립사연구』,
한국독립사연구소, 2006.
7) 김현주,「문화, 문화과학, 문화공동체로서의 ‘민족’ : 최남선의 檀君學을 중심으로」,『大東文化硏究』47,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4.
8) 엄연석,「민족의 안과 밖 경계에서 본 최남선의 문화의식」,『인문연구』53,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9) 전성곤,「최남선의 불함문화론 다시읽기」,『역사문제연구』16호, 역사문제연구소, 2006. (정영숙,「계차고
존을 통해 본 崔南善의 古代史論」,『규장각』6, 1982. 정영숙은 본 논문에서 최남선의 「계고차존」을
분석, 다른 민족주의 사학자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코자 노
력한 점을 의의로 평가한다. 그리고 민족의 시원을 고유한 문화에서 찾고자 한 점과 동북아 지역을
조선 역사의 무대로 설정하여 넓은 영토를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0) 최남선 지음, 이영화 옮김,『朝鮮常識問答』, 최남선 한국학 총서 22, 景仁文化社, 2013. 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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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 역사 ․ 신앙 ․ 유학 ․ 종교 ․ 어문) 17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10개의 장은 자
연(국호 ․ 지리 ․ 물산)과 문화(풍속 ․ 명절 ․ 역사 ․ 신앙 ․ 유학 ․ 종교 ․ 어문)로 이분되어 있
다. 이러한『朝鮮常識問答』의 편찬 목적은 叙에 잘 드러나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常識이라함은 日常必需의 지식을 니르니 自己身邊의 事物을 認識함 以上의 必要要緊한 것이
어듸 잇스랴. 自來로 朝鮮人에게 가장 缺乏한것은 朝鮮에關한 常識이야서 안져서 天下를
이약이호대 自己의 生活을 依託하고잇는 社會, 文化, 品物에 대하야는 다만 蒙然昧如하야 盲
이오 聾이오  啞임을 免치못한 것이 一日一日의 일이 아니다.11)

최남선은 상식을 일상의 필수적 지식이라 말한다. 그리고 조선에 관한 상식이 조선인에게
가장 결핍요소이므로 조선인이면 누구나 알아야하는 필수 요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다음의 글에서 이러한 문제가 민중에게만 있지 않고 이를 가르치지 않은 책임이 따로 있
다고 피력하며 자신을 포함한 지식인들의 실천부족을 에둘러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旣往은 모르려냐 自主獨立하야 내가 내임자노릇하게 된 今日以後에야 무엇으로써 조선을
몰라도 可한 핑계를 삼을것인가. 그러나 朝鮮人의 朝鮮을 알지못함은 다만 民衆 그네만을 責할것
아니라 그네로 하야곰 배우고 알고 그리하야 觀感奮發할만한 朝鮮知識의 門路를 주지아니한 責
이 로잇슬 것이다.12)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그 양을 감하고 문장을 쉽게 하고 문답의 체로써『朝鮮常識
問答』을 고쳐 편찬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책의 내용과 형식을 개선한 것이
다.『朝鮮常識』은『朝鮮常識問答』과『朝鮮常識問答續編』보다 더 전문적이고 고급적인 한국학 내
용을 다루었다.13) 즉 책의 내용과 형식을 바꿔서 뭇사람들의 이해를 쉽게 돕도록 했다는 것은
이 전에 발표했던『朝鮮常識』은 조선인이 일상필수적인 상식의 범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
난해했다고 판단한 때문인 것 같다. 결론적으로『朝鮮常識問答』의 내용은 조선인에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것만을 선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그量을 減하고 그文辭를 쉽게하고  問答의 體로써 理會를 便케하야 고쳐 이 一篇을 만드
러 大方의 急需에 이바지하기로 하얏다.14)

또한『朝鮮常識問答』은 問答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문답의 사전적 정의는 물음과 대답 또
는 서로 묻고 대답함이다. 그런데『朝鮮常識問答』은 묻고 대답하는 주체가 동일하다. 곧 최남
선 스스로 자문자답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문답의 형식으로『朝鮮常識問答』을 수정
했는가 하는 점이 의문으로 남는다. 이에 대한 답은 서양 고대의 소크라테스가 사용했던 산파
술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묻고 답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깨우침
에 도달토록 유도하는 문답법을 사용했다. 이 문답법은 학습지도 방법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
사를 지닌 것 중의 하나이다. 최남선이 소크라테스처럼 학습자와 묻고 답하며 이들 모두를 깨
11)
12)
13)
14)

최남선,『朝鮮常識問答』, 東明社刊, 1946.
최남선, 위의 책.
최남선 지음, 이영화 옮김,『朝鮮常識問答』, 최남선 한국학 총서 22, 景仁文化社, 2013. 227쪽.
최남선, 앞의 책.(이하 현대어 번역본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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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게 하기에는 불가능했을 것이기에 이와 같은 문답법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2. 『朝鮮常識問答』의 내용
다음으로는『朝鮮常識問答』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남선의『朝鮮常識問答』의
내용상의 특징은 객관적인 정보전달과 자신의 사관을 분리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조선의 자연 ․ 지리 ․ 기후적 특성, 인물, 사원의 위치 등에는 객관적 서술만을 담았을 뿐, 주
관적 언급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전달에 작가의 의도가 담
겨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 논의에서 제외하고 이 밖에 최남선의 주관적인 견해가
드러나는 부분만을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앞서 언급했듯이『朝鮮常識問答』은 10개의 장 즉 국호 ․ 지리 ․ 물산 ․ 풍속 ․ 명절 ․ 역사 ․
신앙 ․ 유학 ․ 종교 ․ 어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각각의 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지 간략하게 소개 ․ 정리하겠다.
우선『朝鮮常識問答』의 국호 ․ 지리 ․ 물산은 조선의 자연환경에 관한 내용이다. 제 1장은
‘조선’, ‘대한’, ‘코리아’, ‘진’, ‘청구’, ‘동국’, ‘해동’, ‘대동’ 등 우리민족을 일컫는 용어의 기원
과 그 의의를 10항목으로 서술하였다.
조선이란 말은 아득한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중략)… 지금으로부터 사천 몇 백 년 전 단군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세우실 때부터 나라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은 우리 땅과 백성
과 나라를 가리키는 가장 오랜 이름입니다.15)

최남선은 국호에 대한 내용을 맨 처음에 설정하고 조선이라는 이름의 시초를 서술했다. 이
는 최남선이 국호를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우리의 시초를 단군 조선
에서 찾음으로써 단일한 ‘민족구성원’이라는 경계를 설정하고 있다.
단군께서 맨 처음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고 이름 지은 뒤 천 년 넘는 동안 그의 자손이 임금 노릇
을 하였습니다. …(중략)… 그러다가 고려의 뒤를 이은 이씨의 나라가 1,500년 동안 숨어 있던 조
선이라는 옛 이름을 끄집어내서 다시 5백 년 넘게 아라 이름으로 썼습니다. 이는 네 번째의 조선
입니다. 조선이란 이름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서 잊히지 않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역사적 변천과 관계없이 우리 강산과 우리 종족을 한통쳐서 부르기 쉽게 조선이란
말을 씁니다.16)

사실 단군은 고조선의 시조일 뿐이다. 우리는 각각의 건국 시조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제주도의 삼성신화는 삼성혈에서 ‘고’, ‘양’, ‘부’ 세 시조의 탄생만을 설명하고 있을
따름이다. 즉 이들과 단군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최남선이 우리민족에 단일한 시조를
설정한 것은 공동체의식의 고양 목적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제 2장과 제 3장에서는 조선의 자연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 2장 지리에서는 조선의 위

15) 최남선 지음, 이영화 옮김,『朝鮮常識問答』, 최남선 한국학 총서 22, 景仁文化社, 2013. 5쪽.
16) 앞의 책,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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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 면적 ․ 해안선 ․ 도서 ․ 삼천리의 유래 ․ 행정상의 구획 등이 총 23항목으로 서술되었다.
제 3장 물산에서는 총 25항목으로 조선의 자원 ․ 동식물 ․ 광산 ․ 쌀 ․ 인삼 ․ 과실 ․ 목재 ․
광물질 등의 산물이 서술되어 있다.
제 2장 지리 부분은 대부분 객관적 사실전달에 초점을 두고 서술이 되어 있다. 그런데 삼천
리강산에서 삼천리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작가의 주관적 관점이 드러난다.
옛날에 서울에서 함경도 북쪽 끝 온성 고을이 약 2천 리이고 전라도 남쪽 끝 해남 고을이 약 1
천 리로 쳤습니다. 이것을 합하여 삼천리라고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삼천리강산이라는 말을 조
선의 대명사처럼 함부로 쓰는 것은 마치 조선은 언제나 삼천리 속에 갇혀 있으라는 것과 같으니,
아무쪼록 그런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17)

최남선은 우리의 국토가 삼천리인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조선의 대명사처럼 쓰는 것은 삼가
라는 주관을 드러낸다. 이는 하나의 민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국력이 세계로 뻗
어 나아가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제 3장 물산 부분에서에서는 제 2장과 달리 주관적 관점이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제
2장의 삼천리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세계 지향적인 관점이 드러나고 있다.
다만 수산물 한 가지를 빼고는 산출량이 시원스레 많지 못한 게 유감입니다. 이를테면 영국의 철
과 석탄, 미국의 석유와 철처럼 한꺼번에 많이 나 공업을 일으킬 만한 자원을 가지지 못한 것은
국력을 부강하게 하는 데 큰 결점입니다. …(중략)… 그러나 세계에는 이보다 못한 구차한 국토를
가지고도 산업 건설에 노력하여 세계에 내로라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깊이 연구하
고 많이 노력하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한껏 활용함으로써 농림 ․ 광공 ․ 수산 각 방면으
로 두루두루 위대한 업적을 나타내야 합니다. 개인이고 민족이고 국가고 가장 큰 부끄러움은 구
차한 것입니다.18)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데 영향력을 미칠 자원은 없으나 노력하여 위대한 업적 즉 발전을 이
루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제 4장부터 제 10장까지는 문화와 역사에 관한 내용을 분야별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우
선 제 4장 풍속에서는 흰옷 ․ 두루마기 ․ 망건 등 의복의 유래와 신선로 ․ 약식 등의 음식, 백
날 ․ 돌 ․ 관례 ․ 장가 ․ 동성혼인 ․ 삼년상 ․ 윷 ․ 편쌈 ․ 널뛰기 등의 풍속을 총 26항목에 걸
쳐 서술하고 있다.
그 중 흰옷의 유래에 대한 설명에서 그는 태양의 광명을 표시하는 의미로 흰빛을 신성하게
여겼던 우리 민족의 풍속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 민족은 아득한 옛날부터 흰옷을 숭상했습니다. …(중략)… 옛날 조선 민족은 태양을 하느님
으로 알고, 자기네들은 이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믿었습니다. 태양의 광명을 표시하는 의미로 흰
빛을 신성하게 여겨서 흰옷을 자랑삼아 입다가 나중에는 온 민족의 풍속을 이루게 된 것입니
다.19)
17) 위의 책, 10쪽.
18) 위의 책, 33쪽.
19) 앞의 책,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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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풍속의 변화는 필연적임을 강조하며 현 시점에서 맞지 않는 의
복생활이므로 마땅히 이를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온당하고 합리적인 발상이다. 그런
데 최남선은 조선의 민족구성원을 설정할 때, 단일한 전통에서 이를 찾았고 그것의 논리로써
광명사상을 내세웠다. 그렇다면 단일한 민족임을 자각케 하는 흰옷 입기는 그에게 있어 권장
해야 할 사안이지 금할 일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최남선에게 있어 근대화의 가치가 민족보다
더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근대화라는 궁극적 목표로 귀결되기 위한 가치로써 민족 단위를
구성했을 뿐으로 생각할 수 있다.
풍속은 시대를 따라서 변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옛날에는 자랑삼아 흰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흰
옷이 품이 많이 들고 활동에 방해가 되어 버렸으면 단연히 그것을 버리고 더러움을 타지 않는 무
색옷을 입어야 합니다. 종교나 예식 때문에 입는 옷은 따로 생각해야겠지만 일상에서 흰옷을 입
게 하는 것은 우선 시대에 맞출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20)

제 5장 명절에는 총 18항목에 걸쳐 설, 대보름, 제웅, 부럼, 답교 등 각 민속 명절의 유래
와 놀이, 행사가 18항목에 걸쳐 서술되었다.
시월이 상달로 불리게 된 유래에 대한 설명에서 최남선은 고마움의 대상에 ‘나라’를 포함,
국가에 대한 민족의 애국심을 틈입시켰다고 볼 수 있다.
10월이 되면 1년 내내 지은 농사가 끝이 나고 새 곡식에 새 과실에 먹을 것이 풍성하여집니다.
이렇게 배를 불려 주시고 마음을 흐뭇하게 하여 주시는 하느님이 고맙고, 일월산천의 신령이 고
맙고 또 이러한 나라와 우리 집안을 만들어 주신 조상님이 고맙습니다. …(중략)… 이렇게 사람과
신령이 함께 즐기게 되는 달이므로 10월을 열두 달 가운데 첫째가는 상달이라고 합니다.21)

제 6장 역사에서는 총 16항목에 걸쳐 한국 역사의 특징, 민족성, 당파성과 사대성, 고쳐야
할 병폐 등이 서술되어 있다.
조선 역사는 조선의 민족과 사회와 문화가 언제부터 어떻게 발전하여 오고 생장하여 나가는지를
조리 있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역사라는 것이 왕과 특권 계급과 정치와 전쟁과 문학의
기록일 뿐이었습니다. …(중략)… 그러므로 조선 역사는 조선의 모든 것의 발달에 대한 조리 있는
기록이어야 합니다.22)

제 6장은 특히 그동안 최남선이 주장해왔던 사관들이 서술되어 있다. 위의 내용은 최남선의
역사관이 잘 나타난다. 그가 바라보는 역사관은 옛 전통의 시원을 밝히고 그것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옛날의 역사를 왕과 특권 계급, 정치와
전쟁, 문학의 기록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남선에게 역사는 초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민중을 기반으로, 이들의 실천으로 얻게 되는 결과물인 것이다. 즉 최남선이 이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역사, 민족과 민중의 역사를 강조한 까닭은 그가 바라는 근대국가 건설에
20) 위의 책, 55쪽.
21) 위의 책, 86쪽.
22) 앞의 책,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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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소인 이들을 역사로 편입시키지 않고 부정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제 7장 신앙에서는 총 11항목에 걸쳐 고유 신앙과 단군 신앙 ․ 대종교 ․ 정감록 등 남조선
사상 ․ 동학 ․ 유사 종교 등이 서술되어 있다.
이 도(道)는 본래 천리(天理) 인생의 당연한 규범을 좇아 나가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론과 명목이
없고 다만 조상과 자손이 서로 전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함이 ‘밝의 뉘(광명세계)’의 일을 함이니
라” 하여 정성스레 지킬 뿐이었습니다.23)
천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종지(宗旨)를 삼는 조선 고유 신앙의 근본은 국조 단군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중략)… ‘밝의 뉘’의 행사 중 1년에 한 번씩 하느님께 제사 드리고 그 기회에 국가
민족 전체에 관한 대사를 회의하여 처결하는 것이 특별히 중대한 것입니다. 이 큰 제사를 부여에
서는 ‘영고(迎鼓)’라 하고 고구려에서는 ‘동맹(東盟)’이라 하고, 예(濊)에서는 ‘무천(舞天)’이라 하는
것처럼 따로 이름을 지어 쓰기도 하였지만, 보통 이것을 ‘밝의 뉘’라고 일컬었습니다. 대개 광명
이 세상에 그득하게 하는 것도 천상 광명계를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천 대회를 신라 중엽
에는 팔관회라는 이름으로 설행하였고, 궁예의 태봉국과 고려 왕조에서 다 계승하였습니다. 대개
팔관회라는 글자는 불교에서 빌어온 것이지만 실상은 ‘밝의 뉘’와 유사한 음을 취하였을 따름입
니다. 신라 ․ 고려의 팔관회는 불교하고 아무 관계없는 옛날 ‘밝의 뉘’의 유풍을 지키는 것이었습
니다. 이씨 조선이 들어선 뒤에는 불교를 배척하는 통에 팔관회란 것도 휩쓸려서 폐지되었습니
다. 그렇지만 그 중심 사실은 유교의 문자를 빌어 그대로 존속된 것이 분명합니다. 곧 ‘부군(府
君)’ 숭배가 그것입니다.24)

위의 내용은 최남선의 <불함문화론>이 잘 드러난다. <불함문화론>은 이른 바 사상에 토
대해서 “불함문화권”을 설정한 것이다. 최남선은 한국에 있는 유명한 산의 이름에 백(白)자를
가지는 산(백두산)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최남선은 그것을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문화적 연원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최남선은 어원의 유비법에 의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문화의 보편적인 현상을 제시하려고 노력
하였다. 최남선은 백(白)이 고대에는 단순한 광명을 의미하였던 것이 아니라, 신의 개념이었다
고 보았다. 그는 고대사회의 제정일치적인 성격으로부터 神山의 존재여부가 국가성립의 우선
적인 조건이었을 것이라는 점에 착목하여 白사상에 토대한 문화권이 조선만이 아니라 넓은 지
역에 걸쳐 있었다라고 주장하였다.25)
제 8장 유학에서는 총 10개의 항목에 걸쳐 유교의 전래 ․ 성리학 이외의 학파 ․ 유현과 서
원 ․ 유교 교육 기관 ․ 유교가 한국에 미친 영향 등이 서술되어 있다. 제 9장 종교에서는 불교
․ 기독교 ․ 도교 ․ 천주교 ․ 이슬람교 등이 18항목에 걸쳐 서술되었다. 마지막 제 10장 어문에
는 한국어의 언어학상 지위 ․ 훈민정음의 연원과 특색 ․ 국문의 보급 과정 등이 15항목에 걸
쳐 서술되어 있다.

Ⅲ.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과 ‘개신하고 수용해야 할 것’
23) 위의 책, 122쪽.
24) 위의 책, 122-124쪽.
25) 최석영,「일제하 최남선의 비교종교론과「전통의 창출」」,『역사와 담론』제 26집, 호서사학회, 119-12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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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최남선의『朝鮮常識問答』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민족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과 근대국가 건설의 주체로서 ‘개신하고 수용해야 할 것’의 두 측면에
서 살펴보겠다. 최남선의『朝鮮常識問答』내에 등장하는 ‘유례없는’이라는 표현은 민족문화의
자부심을 고양, 계속 지키고 보호해 나가자는 취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전통)
국조단군의 명맥이 외래문화의 시달림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서술로써 앞으로도 이를 지
켜나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민족문화의 우월성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
적 역시 이에 포함된다.
단군 이래의 구원한 도통(道統)이 오랜 동안 무서운 외래문화의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그 명맥을
지녀 왔습니다. 여기에서 민족 문화의 검질긴 힘을 느끼고 못내 경탄하게 합니다.26)
조선 역사는 유구하고 복잡한 만큼 그 특징을 다방면으로 관찰해야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전통이 줄기차다는 점입니다. …(중략)… 조선의 전통이 참으로 끊어진 일은 최근 30여 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은 것이 있을 뿐이나 이것은 따로 의논하기로 하고, 대체로 조선의 역사적 전통
은 줄기차게 조선 민족만의 손으로 붙들고 내려왔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27)
조선 역사에 보이는 또 한 가지 큰 특징은 운명에 굴하지 않는 끈덕짐입니다. …(중략)… 비록 대
세가 결정되어 피지 못할 운명임을 인식하면서도 불의하고 무리한 압력에 대하여는 이해를 뛰어
넘어 반항을 항구히 계속하여 염증 낼 줄 모르는 게 조선인의 집요한 일면입니다. 이것들이 역사
상으로 일종의 독특한 국민정신적 강인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28)

조선 역사는 그 전통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찾기 힘든 사례
로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전통의 연면성이 조선 역사의 최대 특징이라 설명하며 민족적
자부심을 잃지 말고 계속 지켜나가자는 의미를 담아냈다. 이는 아래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극
명하게 드러난다.
가령 일본이 조선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그 접시 굽 같은 소견과 팩한 성미에 나라와 백성이
벌써 어느 옛날에 바스러져 없어졌을지 모릅니다. …(중략)… 일본은 골방 속 색시요 온실 안 화
초입니다. 조선은 동양 역사의 저자거리에 앉은 늠름한 여장부요, 서리 아래 국화요, 눈 속의 매
화요, 또 바람 가운데 대나무요, 진흙에 핀 연꽃입니다.29)

최남선의『朝鮮常識問答』내에 등장하는 ‘유례없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게다’를 비교, 이를 아직 미개한 수준 그대
로라고 치부하며 우리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우리의 것이 된다.
26)
27)
28)
29)

앞의
위의
위의
앞의

책,
책,
책,
책,

124쪽.
100-101쪽
104-106쪽.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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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 백성은 여전히 짚신을 많이 신었습니다. 그 대신 부들과 왕골로 총총하고 곱다랗게
만드는 재주가 늘어서, 풀로 만드는 신이 정밀하기로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
다.30) 조선의 나막신도 옛날에는 ‘게다’ 비스름하다가 발달하여 지금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런즉
일본의 ‘게다’는 아직 미개한 수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조선의 나막신은 거기서 크게 발달하여
한층 보기 좋게 된 것일 따름입니다.31)

또한 조선의 음식 만드는 법 중 가장 유명한 것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자부심이
나타난다. 약과를 설명하며 가장 상품이며 특색 있는 과자로 소개를 한다. 조선 술에 대한 언
급에서는 근래 시세에 밀려 거의 다 없어지는 것이 매우 아깝다며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우리의 것’, ‘전통적인 것’의 사라짐에 대해 감정을 드러낸다.
둘째는 고기나 생선이나 다른 물건에 밀가루와 달걀을 씌워서 지지는 ‘전유어’(근래 ‘덴뿌라’라
하는 따위) 종류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조리법이 조선에서 시작하여 자기네 나라로 들어간 걸로
알아서 중국말로 전유어를 ‘거우리’라고 합니다. 거우리는 고려 곧 조선이란 말입니다. 이 밖에
취나 상치 같은 나물 잎사귀에 밥을 싸 먹는 쌈도 조선에서 난 독특한 조리법으로, 고려 시대에
원나라로 전하여져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32)
그래서 중국 같은 데서는 ‘조선 피지’라는 이름으로 부르기까지 하였고, 창호지 ․ 포장지 같은 특
수한 용도로는 천하의 절품입니다. …(중략)… 이는 옛것을 좋아하는 버릇에서가 아니라 조선 종
이에는 결코 다른 종이가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33)
조선에서 만드는 상품이고, 또 온 힘을 들여 투박스럽게 만드는 점에서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특색 있는 과자입니다.34)
이밖에도 김천의 두견주, 경성의 과하주처럼 부분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좋은 평을 받는 종류도 여
기저기 꽤 많습니다. 누구네 집 무슨 술이라고 전해오는 비법도 서울 시골 할 것 없이 퍽 많았지
만 근래에 시세에 밀려서 거의 다 없어지는 것이 매우 아깝습니다.35)

제 5장의 명절에 관한 내용은 가족이 함께 하늘에 제를 올리고 조상께 감사하는 의미를 내
포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현재의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조상과 나라의 근간에서 찾고 이에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제를 올렸다는 서술을 밝히고 있다. 이는 조선의 모든 이들이 조상과
전통을 숭앙하며 그 아래 하나의 민족임을 자각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개천절은 조선의 건국 시조 단군께서 인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을 고마
워하여 경축하는 명절입니다.36)
이씨 조선에 들어와서는 서울 시골, 윗사람 아랫사람 할 것 없이 이날을 조상께 문안하는 명절로
30)
31)
32)
33)
34)
35)
36)

위의
위의
위의
위의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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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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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고 감히 어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37)
이씨 조선에서는 특별히 3월 3일과 함께 노인잔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민간에서는 국화전과화
채로 조상께 다례를 올렸습니다.38)

단오의 설명에서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날은 제천과 같은 중대한 의식을 거행하고
겸하여 활쏘기와 격구 등 성대한 놀이를 베풀어서 상하가 함께 즐겼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보다도 북방 민족 사이에서 이날을 더욱 숭상하여 의식을 거행하고, 겸하여 활쏘
기와 격구 등 성대한 놀이를 베풀어서 상하가 함께 즐겼습니다. 조선에서도 신라 시대 이전부터
이날을 ‘수리’ 또는 ‘수뢰’라 하여 큰 명절로 쳤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나라에서는 격구를 하고
사나이는 편쌈을 하고, 아낙네는 그네를 뛰고, 그밖에 여러 가지 놀이를 꾸몄습니다. 이씨 조선에
서는 편쌈이나 씨름 ․ 태껸 ․ 활쏘기를 하고, 탈춤놀이를 차려서 남녀노소가 함께 즐겼습니다.39)

특이할만한 점은 편싸움과 널뛰기 그네뛰기에 대한 서술이다. 최남선은 이들 놀이가 모두
나라에 큰일 있을 때를 대비하는 단련법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대화의 주체, 민족
의 구성원으로서 여성도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놀이 행위의 본질마저
국가의 재난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치환시킨다. 따라서 최남선에게 국가는 민족보다 우선시되
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편쌈은 어느 정도 잔인함도 있을 법하지만, 국민의 용기를 일으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팔매질꾼의 힘으로 왜적을 물리친 일이 종종 있었듯이 국민을 단련시키는 데에 결
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일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널뛰기는 …(중략)… 아마 조선에만 있는 여자의 놀이인 듯합니다. 조선의 남쪽 바다에 해당하는
옛날 유구국에 비슷한 놀이가 있었다고 하지만, 유구는 조선을 상국으로 섬겨서 교통이 잦았으므
로 대개 조선에서 배워 간 것으로 보아도 결코 틀림 없을 것입니다. 옛날 조선의 여자는 우리 상
상 이상으로 아주 활발하여 말 타고 격구하는 것까지도 예사로 하였습니다. 평시에도 나라에 큰
일 있을 때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여자들의 단련법이 있었습니다. 정초에 널뛰고 단오에 그네 뛰
는 것이 다 이러한 단련 과목의 하나로서, 훗날 중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고풍만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40)

위와 같은 생각은 아래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려는 몽고와의 국란으로 인해 나라가
피폐해지고 백성들은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최남선은 오히려 숨 가쁜
지를 몰랐다고 서술하고 있다. 최남선에게 민중이란 국가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필요한
존재일 뿐인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그렇겠지만, 특히 조선 역사에서 영광이 혁혁한 장면을 보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국내의 중심 세력이 든든하게 서서 국론이 하나가 되고 민심이 단합하여 국가 전체가 한 목적으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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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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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3쪽.
70-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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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진하는 아름다운 모양이 보입니다. …(중략)… 이때에 최충헌이 강력한 정권을 세우고 국가
의 탕개를 단단히 틀어서, 국가 최고의 요구 노선으로 국론과 민의를 집약하고 통제력을 발휘하
였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정복에서 버릇없는 아이인 몽고에 반세기 동안 저항하면서도 오히려 숨
가쁜지를 몰랐습니다. 이 또한 국가의 통일 결속된 힘이 얼마나 초월적인 위력을 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단합 일치가 있는 곳에 약하고 작은 것이 없으며, 무섭고
어려운 것이 없으며, 구하여 얻지 못할 영광이 없습니다.41)

2. ‘개신하고 수용해야 할 것’
제 1장 국호에 무궁화 나라의 의미에 대한 서술이다. 최남선은 무궁화 꽃이 날마다 새 꽃이
피어가면서 왕성한 생명력과 우리 민족을 등치시켜 새롭고 생명력 넘치는 민족의 이미지를 설
정하고 있다.
무궁화는 꽃으로 가장 좋은지는 모르지만 발그레한 고운 빛 때문에 미인의 얼굴을 형용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또 날마다 새 꽃이 피어가면서 봄, 여름, 가을 긴 동안에 줄기차고 씩씩하게 피
어 왕성한 생명력을 나타내는 듯합니다.42)

최남선이 언급한 관례 부흥에 근대국가 만들기를 대입한다면 사회 공인으로서의 자각은 문
명인으로의 출발을 의미할 것이다. 즉 근대인이 없이 근대국가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
은 관례의 부활을 통해 근대인으로서의 전환 시기를 정하고 주체적으로 국가와 민족에 봉사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습에서 어른이 아이를 누르는 것, 옛말로 관동지별(冠童之別)이 엄격했던 것입니다. 근
래에 와서 관례는 거의 끊어졌지만, 인생의 어느 시기에 사회 공인으로서의 자각을 재촉하는 의
미로서 관례의 풍습은 부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43)
대체로 조선 역사의 대줄거리는 처음 만주와 반도에 걸쳐서 성글고 엉성하게 흩어져 살던 백성이
민족적 결합을 위하여 반도 안으로 뭉켜 들어왔다가, 그 수가 늘고 세력이 뻗는 대로 생활권을
자연스레 확장하니, 그 노선이 마침 역사적 구토 회복과 일치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한 감분(感奮)
으로써 어떠한 조건 아래에서도 시위고 줄기차게 진보 발전하여 쉬지 않는 민족 생활의 한 양상
과 그에 따라 건설되고 현양되는 민족 문화의 한 매듭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자연에 순응
했지만 앞으로는 자각적 ․ 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만큼 그 성과가 점점 효과 있고 가치 있게
전개되리라고 믿습니다.44)

또한 민족문화는 한 민족 혹은 그들의 독창력을 바탕으로 일대 진보 향상을 보인 문화적 업
적이라야 한다고 피력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민족 문화가 수북하지만 계속 발전하
지 못하고 일시적 섬광으로 집안에서 수용하는 데 그치고 있으므로 이를 개신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세계문화 건설에 우리 민족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니 정진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
다. 조선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고 큰 혈연체이나 동시에 가장 뒤쳐진 민족적 응집 과정
에서 오히려 자축거리고 있다. 그전 같은 느리광이 노릇을 허락하지 않고 얼른 확실하고 건전
41)
42)
4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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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족의 격을 성취하라고 재촉한다.
민족 문화는 대체로 한 민족의 독창력을 나타내거나 독창은 아닐지라도 그 민족을 말미암아서 일
대 진보 향상을 보인 문화적 업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 문화는 세계 어느 국민에게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 민족에게는 이러한 민족 문화가 참으로 수북합니다. …(중략)… 그
러나 이러한 조선과 조선인의 창작 발명은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일시적 섬광으로 집안에서 수용
하는 데 그치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한 점에서 그 가치를 크게 깎아야 할 것입니다. 조선
인의 공적으로 인류가 덕을 입은 것은 극히 미미하지만 조선인의 심적 능력과 지적 능력이 이만
큼 갸륵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도쯤은 됩니다. 원래 문화의 의의와 민족의 가치는 결국 세계 인
류에 대한 공헌과 실적으로 판정되는 것입니다. 조선인이 문화 민족으로 세계에 번듯이 서려 하
면 모름지기 이 능력을 세계적이고 인류적으로 발양시켜야 합니다. 민족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문화를 건설하는 데에도 우리 슬기와 힘이 모자라지 않는 것만은 가지가지의 사실로 분명히
드러난 바입니다.45)
조선 역사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장구한 역사의 과정이 명백한 한 목표를 향해 한걸음 한
걸음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느릿하지마는 쉼이 없고 조금 조금씩이지만 영락이 없었습니다. …(중
략)… 고대에 북방의 부여가 고구려로 합하고, 고구려가 반도로 들어오고, 고구려 ․ 백제 ․ 신라가
기어이 통일을 구하여 남방에 치우쳐 있던 신라가 최후의 승자가 된 것은 조선 민족과 문화가 좀
더 순수하고 충실한 용광로를 찾아 들어와서 단적이고 투철한 조선 민족을 주조해내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는 하되 종래의 민족 성립상의 거재(去滓) 작용, 승화 작용, 외연 작용, 포섭
작용 등은 계속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른 보기에 파쟁 버
릇, 지방성, 계급의식 같은 것이 오히려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실상 원융충족(圓融
充足)한 민족을 완성해 가는 필수 공정에 불과합니다. 조선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고 큰 혈
연체이지만 동시에 가장 뒤쳐진 민족적 응집 과정에서 오히려 자축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는 수천 년의 시간을 가지고 느리지만 분명하게 민족 완성이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세계의 진운과 내외의 정세가 이제는 그전 같은 느리광이 노릇을 허락하지
않고, 얼른 확실하고 건전한 민족의 격을 성취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도 앙탈할 수 없는 사실입
니다. …(중략)… 다른 나라나 국민의 목적은 그 내부에 억지가 있는 만큼 항상 투쟁이 있고 따라
서 진퇴 소장이 있습니다. 조선 역사의 북진성은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더딜 법하
지만 나아가되 물러섬이 없고 더해가되 줄지 않고 계속하여 변함이 없습니다. 곧 조선의 역사도
구심적으로 응고하는 조선 민족이 역량이 느는 만큼씩 북으로 북으로 원심적 발전을 실현하여 가
는 기록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명백하고 단적인 목적성의 역사는 진실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46)

조선인의 단점이 과중하고 조직력, 단합심,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현대 생활 즉 근대문화
에 적합한 것은 조장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고쳐야함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다. 최남선의 근대
화의 열망과 이를 이루기 위한 국민의 의식개조를 모두 엿볼 수 있다.
역사를 통하여 조선인의 민족성을 살펴볼 때 장점은 낙천성, 결벽성, 내핍하고 지구력 굳고 용맹
무쌍함 등입니다. 단점은 형식성이 과중하고, 조직력 ․ 단합심 ․ 구속성이 약하고 용감하고 날래
지 못하고, 바락스럽지 못하고 퇴영고식(退嬰姑息)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에는 근본적인 것과 환경에 따른 2차적, 3차적인 것이 있음을 변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생
45) 앞의 책, 97-100쪽.
46) 앞의 책, 106-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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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표준으로 하여 합당한 것은 조장하고 병폐는 교정하며, 또 숨어 있는 미덕은 끄집어내고 순
치된 악습은 뽑아버리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47)
조선 역사에 나타난 민족적 ․ 국민적 불건전성을 조목만 말씀하겠습니다. 자주 정신이 든든치 못
하고 전체 의식이 분명치 못하고 공공심이 부족하고 책임 관념이 옅고 조직적 행동에 소홀한 점
등이 두드러진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탄탄한 민족이 되고 옳은 국민이 되고 완전한 근대 생
활을 영위하는 데에 지극히 큰 결점들입니다. 이 악덕을 얼른 벗는 것이 하루바삐 건전한 새 조
선을 건설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수시로 반성하고 매사를 새로 고치는 데에 힘써야 합니
다.48)

유학에 대한 문답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더하는 것보다는 사실 전달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
나 붕당, 파벌 등과 같은 사회적 폐단 즉 민족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하
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최남선에게 있어 근대화의 발목을 잡는 폐해이므로 이를 개신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몇 가지는 유교에서 받은 좋은 선물을 든 것입니다. 반면에 찐덥지 않은 영향도 적지 않
습니다. 가령 유교의 명분론이 우리 사회에 계급차를 심하게 하였습니다. 번문욕례(繁文縟禮)가
우리의 생활을 번쇄하게 하고 생활 의식을 형식화시켜서, 어느 틈에 비실제적 비가치적 생활 양
식에 얽어맸습니다. 특히 관혼상제와 같은 순 형식적 예절이 족쇄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구속하
고 해쳤습니다. 한문학의 보급이 다른 면에서는 고유 사상과 독립 문학이 자유롭게 발달하는 것
을 막아서 다른 무화로 치기에는 민족 문학의 재산이 너무 빈약합니다. 심지어 국어를 적는 독자
부호 곧 나라 문자 창작이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유교에서 입
은 큰 폐해입니다.49)

위와 같은 까닭에서 최남선은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신 이외
의 모든 우상을 배척한다고 서술하였다. 그렇다면 최남선이 주장하고 있는 불함문화론의 사
상은 미신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더 큰 가치를 위한 수단으로써 자신의 논리를 사용
했을 경우의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여지가 생긴다. 최남선은 동방의 보편문화 = “불함문
화”를 제시하기 위하여 불함문화권 안에 단군을 위치시키고, 단군을 무당으로 규정하였다.50)
결국 최남선의 사상도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신이며 타파의 대상에 불과하다. 그렇다
면 최남선이 바라는 최우선 목표가 근대국가의 건설이었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자신의 학문
적 논리를 사용한 것으로 추론도 가능할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세계와 호흡을 공감하게 되었
다는 언급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본다.
첫째, 미신 타파입니다. 기독교가 유일신 이외에 모든 우상을 배척함으로써 다른 어떤 방법으로
도 조처하기 어려운 미신이 기독교가 한 번 들어가면 뿌리째 뽑혀버립니다. 실로 정신적 해방의
큰 은덕이었다 할 것입니다. 둘째, 국어 ․ 국문의 발달입니다. …(중략)… 셋째, 근대 문화의 세례
입니다. …(중략)… 넷째, 여성 해방입니다. …(중략)… 다섯째, 의례의 간소화입니다. …(중략)…
이밖에 계급적 고습을 타파하였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와 호흡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51)
47)
48)
49)
50)

위의 책, 111-112쪽.
위의 책, 112-113쪽.
위의 책, 160쪽.
최석영,「일제하 최남선의 비교종교론과「전통의 창출」」,『역사와 담론』제 26집, 호서사학회,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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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선인의 생활 의욕은 본래 고루하고 구차하여서 구석 한 귀퉁이에서 농사짓고 옷 입고 밥 먹
는 것으로 안주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불교의 평등성 ․ 보편성에 감동하고 분발하게 되면
서52) (후략)…

제 3장 물산에서는 최남선의 근대화에 대한 열망이 잘 드러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민족 모
두가 힘써야 하는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누가 시키기를 기다릴 것 없이 힘껏 쌀을 증산하고 소비를 절약하여 그
밑천으로 외국에서 생필품을 사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53)
지금은 연간 생산량이 재래면 4백만 근에 육지면 2억 2천만 근 비율입니다. 조선인의 주요 옷감
은 아직까지는 광목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 남는 것은 무한한 중국 시장에 팔 수 있습니다.
면화는 아무리 많이 생산하여도 많은 것이 아닌데, 아직은 우리 수요만큼도 다 생산하지 못하고
미국과 인도로부터 적지 않은 분량을 사와야 하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면화 방면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54)
백양산 ․ 선운산 등은 지금도 차 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제와 저장 기술에는 이
후에 발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55)
최근 전 조선 내의 축우 수는 170-180만 마리 안팎인데, 육용과 가죽 자원으로서 소 수출을 늘
리기 위하여 더욱 증식에 노력해야 합니다.56)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려고 쌀을 가져다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일본 국내에서 변변히 금
을 캐내지 못하기에 대신 국제 화폐로서의 금을 조선에서 파 가야 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데에 무엇보다 필요한 이 보배 창고가 넉넉히 준비되어 있음을 다시
금 감사하고, 이것을 유감없이 활용할 것을 맹세해야 할 것입니다.57)
그러나 지금 정도로는 조선을 공업화하는데 넉넉한 자원이 되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탐사와 활용에 크게 노력해야만 합니다.58)
석탄이 근대 공업의 원동력임은 새삼스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조선에 유연탄과 무연탄 등 석탄
자원이 구차하지 않아 국민 생활상 다행한 일이지만, 공업용 양질탄이 적어 국력 발전면에서 매
우 근심스러운 일입니다.59)
흑연은 연필심을 만들거나 점토와 섞어서 도가니를 만드는 데 쓰이고, 난로와 연통의 도료로 쓰
입니다. 이밖에 전화 공업, 금속 제련 공업 등에 다방면으로 이용됩니다. …(중략)… 국내의 흑연
51)
52)
53)
54)
55)
56)
57)
58)
59)

앞의
위의
위의
위의
위의
위의
앞의
위의
위의

책,
책,
책,
책,
책,
책,
책,
책,
책,

196-197쪽.
166쪽.
35쪽.
36쪽.
41쪽.
45쪽.
46-47쪽.
47쪽.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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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는 약 150곳을 헤아리고 그 반가량이 운영되고 있으나, 수출 상품인 만큼 세계 시장의 대세
에 따라 업계의 판도가 들쭉날쭉합니다.60)
우리가 이 천혜를 활용하여 일찍이 고려청자와 이조백자를 만들어낸 이상의 역량을 내느냐 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 경제와 아울러 민족 체면상의 큰 문제임을 깊이 생각합시다.61)
우리 새 나라 건설에 중요한 소재인 시멘트의 원료가 풍부한 것도 하늘로부터 받은 큰 혜택입니
다.62)
그 중에는 방사성능을 가진 원소가 여럿인데, 방사성 원소는 폭발성이 높아 근대 과학 병기 제조
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63)

Ⅳ. 결론
본 고는 최남선의 『朝鮮常識問答』는 민족으로 대표되는 근대국가 건설주체의 의식개조가
목적으로 출간되었으며 그 안에는 그의 근대화에 대한 열망이 담겨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동일한 민족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과 근대국가 건설의 주체로서 ‘개
신하고 수용해야 할 것’의 두 측면에서 본 텍스트를 분류 ․ 정리하였다.
민족주의의 발생은 내부 결속력의 강화를 통해 일제의 침탈에 대항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
함에서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최남선 개인의 근대화에 대한 열망이 어쩌면 그의 사상을
잉태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해「朝鮮常
識」과의 비교, 고찰이 필요하나 재량의 부족으로 인해 후일로 미루기로 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60)
61)
62)
63)

위의
위의
위의
위의

책,
책,
책,
책,

48-49쪽.
49쪽.
50쪽.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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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5분과)-2]

안산의 해항도시적 성격과 역사상
윤명철*64)
목차:
1. 서론
2. 자연환경의 검토

4. 안산 지역의 역사상

3. 항구도시적 조건 분석

5. 결론

1. 서론
현재 안산시라는 명칭은 1986년 1월 1일 부터이다. 행정구역상으로 시흥군의 수암면, 군자
면과 화성군의 반월면 일대가 편입되었고, 화성군 반월면의 일부와 옹진군의 대부면 전체가
편입되었고, 1995년 4월에는 시흥시 화정동 일부와 장상동·장하동·수암동이 편입되었다. 하지
만 역사적으로 몇 번에 걸쳐 변천하였다. 또한 퇴적에 의한 자연현상과 간척사업 및 도시화의
과정으로 인하여 현재 안산의 자연환경과 근대 이전의 자연환경은 매우 다르다. 특히 해양과
매우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안산의 역사적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
연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역사상과 생활상을 규명하고 이해하는 작업이 필수적

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안산시내의 일부까지 바다였었다고 판단한다. 안산은 지리적으로는 물
론이고 경제적, 특히 정치군사적으로 해양과 연관성이 매우 깊었다. 따라서 해항도시의 성격
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본고는 안산지역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해항도시였을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1 차적으로 자연환경을 분석하고, 이어 역사상을 평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2. 자연환경의 검토
安山圈1)은 삼한의 소국이 있었다, 그 후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건국한 후 얼마 되지 않
아서 백제의 땅으로 되었다.
三國史記 에
고구려의

大東地志 에는 ‘本百濟獐項口(一云左斯也忽次)라고 하였다.2)

따르면 고구려의 獐項口縣( 一云 古斯也忽次)이었다.3)

新增東國輿地勝覽 에도

獐項口縣인데 본래 고구려에 속해 있던 장항구현은 진흥왕대에 신라의 영역이 되

었고 새로 설치된 新州에 속하게 되었다.4) 통일신라시대에는

한산주 또는 한주로 불리워졌

다. 그 후 경덕왕때 獐口군으로 고치었고, 다시 고려때 현재의 이름을 고쳤다.5)
64)* 동국대학교 교수
1) 본고는 발표주제와 연관하여 안산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수원, 군포와 시흥 일부 등을 포함하면
서 덕적군도 등 주변의 해양과 더불어 안산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2) 大東地志 卷4, 安山, 沿革條
3) 三國史記 卷37, 地理志, 高句麗
4) 안산시사 1 안산시사 편찬위원회, 2011,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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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안산시라는 명칭은 1986년 1월 1일 부터이다. 행정구역상으로 시흥군의 수암면, 군자
면과 화성군의 반월면 일대가 편입되었고, 화성군 반월면의 일부와 옹진군의 대부면 전체가
편입되었고, 1995년 4월에는 시흥시 화정동 일부와 장상동·장하동·수암동이 편입되었다. 하지
만 역사적으로 몇 번에 걸쳐 변천하였다. 본고는 발표주제와 연관하여 안산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수원, 군포와 시흥 일부 등을 포함하면서 덕적군도 등 주변의 해양과 더불어 안산
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동국여지승람>에는 동쪽으로 과천 경계까지 5리, 서쪽으로 인천경계까지 11리, 남쪽으로
남양 경계까지 35리, 북쪽으로 금천(시흥)까지 14리, 서울까지는 51리 떨어져 있음을 기록하
였다 이 사방거리는 18세기 중반에 편찬된 <여지도서>나 19세기 후반에 편찬된 <대동지지>에
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다.6)

대동지지 에는 ‘海가 西쪽으로 三十里에 있다’고 하였

신증동국여지승람 에도 땅이 큰 바다에 접했다고 하고, 바다가 郡의 30리되는 곳에 있

다고 하여 안산이 해양과 밀접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해안선과
가까운 지역은 대부분 매립되어 안산공단과 안산시가가 형성되었으므로 지금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특히 안산 시내는 해양과 무관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과 고고
학적인 유적 분포 및 전근대에 측도한 지도 등을 비교하여 원래의 해안선을 추측하면서 안산
권의 해양적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
경기만은 북으로 황해도의 장산곶부터 해주만 *강화만* 인천만* 안산만* 남양만* 평택만까
지 이르는 넓은 해역을 가리킨다.7) 이 경기만의 중간에 있는 지역이 안산권역이다. 안산권역
은 남은 안산만, 북은 시흥만 사이에 있는 반도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해양문화의 메카니즘
이나 해양환경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남으로 南陽반도와 남양灣, 북쪽은 시흥만, 仁川灣과 연
결되고 있다. 따라서 안산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면 북으로는 인천만 남으로는 남양만 그
리고 경기만 전체라는 틀 속에서 유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한 몇 개의 고지도 및 근대에 측도한 지도를 비교하면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해안선이 현재 안산 시내의 중심부까지 연결되었다. 안산시의 중심인 仙府洞에
가까히 있는 亭子洞은 고구려 때 古獐項縣이었다. 물길이 이어진 것이다. 안산은

거리-수리

산의 바로 밑에 있었다. 앞에서 포오천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끝에는 石場浦가 있다.
북으로는 돌출한 정왕산이 있어 봉수대의 구실도 하고, 일종의 해안 곶성의 역할도 담당한다.
만의 남쪽에는 聲串있고, 梨浦가 있으며,

건너편으로 鳳仙坮가 있다.

5) 신증동국여지승람 卷9, 安山郡, 建置沿革
朝鮮各道邑誌 安山郡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다.
6) 大東地志 卷4, 安山, 山川條
7) 1955년 자료에 따르면 해안선 총 연장은 1,415.6㎞로 나타난다.(경기도지) 그 크기는 약 4,00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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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만 안에 크고 작은 섬들이 있다. 고지도를 살펴보면 군자면의 牛音島 및 吾叱耳島․石
乙注島 등 현재 시화호의 내부에는 섬들이 있었다. 余月音洋은 오질이도 서쪽에 있으며, 수로
가 10리인데 세곡선이 지나가는 곳이었다.8)

셋째, 만을 벗어나면 큰 섬들과 덕적군도가 있어

서 해양교통의 중계지 구실을 할뿐더러 해양세력이 웅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대부도 선재도 영흥도 등이 이어지고, 굴업도 자월도 소야도 덕적도 승봉도

선갑도

백아도

등 이 있다. 섬의 면적은 2.2km로 풍도와 육도 등 유인도 2개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9
개 등 총 11개가 있으며, 미등록 무인도 3개가 있다. 한편 원래 대부도와 선감도, 불도, 탄도
등도 섬이었으나 방조제 공사로 현재는 연륙되었다.9) 가장 높은 곳은 북쪽에 있는 황금산黃金
山(143m)이고, 황금산 서쪽에는 뻐꾹산(69m)가 있으며, 주변에 높이 100m 이하의 낮은 구릉
이 있다. 뻐꾹산 동쪽에는 북동저수지가 있다. 대부도에는 황금산에서 발원하는 4개의 하천이
있다.10)

8) 신증동국여지승람 卷9, 安山, 山川條.
9) 안산시사 1 안산시사 편찬위원회, 2011,p86
10) 위의 책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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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군현지도

이러한 특징을 근거로 삼아 안산만과 안산시내와 연결된 지역의 변화상황을 구체적으로 살
펴볼 수 있다. 別望과 화성군의 남양면에 있는 新外里의 鳳仙臺와 마주보면서 형성된 안산만
은 과거에는 크고 넓은 만이었다. 봉선대에서 갑자기 남쪽으로 꺽어지면서 깊숙하게 들어간
곳은 현재 飛鳳面과 梅松面으로 들어간다.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

해안에서 수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짧은 거리이다.
또한 북쪽은 별망과 현재 古棧 4동의 동부사이를 경계로 하여 내부의 넓은 만을 공유하면
서 다시 3개의 좁고 긴 만으로 형성되었다. 맨 왼쪽의 포구는 별망과 원고잔 사이로 들어와
현재 안시 시내의 중심부인 仙府洞까지 들어왔다. 가운데 포구는 원고잔과 고잔 4동 동부의
串 사이로 들어와 두갈래로 나뉘어지는데, 북으로 쑥 들어간 곳이다. 노적봉의 성머리를 우측
으로,聲浦를 좌측으로 보면서 들어가 버스터미날을 지나 廣德山 아래에까지 이어진다. 아래쪽
포구는 만이 길지도 좁지도 않아 큰 기능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 상록수역 근처까지이
다. 안산만으로 들어온 선박들은 이 곳이 光明․安養․始興․水原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었다. 안
산시의 古棧 4동은 元古棧인데, 별망과는 2,5km 정도로 마주하면서 안산지역으로 접근하는
넓은 만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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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성곡동은 19세기 말에 ‘城頭’라고 불리워졌다. 즉 ‘성머리’인 것이다. 해봉산은 북으
로 능선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신길동의 원곡역 못미쳐 산능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지역
을 ‘성안이’(19세기 末에 측도한 지도에는 ‘城內’라고 되어있다.)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앞
과 북쪽은 19세기 말에 낮은 저지대였다. 더 오랜 시대에는 바닷물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
다. 해봉산의 동남쪽은 현재 목내동으로서 반월공업단지가 있지만 과거에는 폭이 넓은 포구였
다. 한편 서북쪽은 입구가 자루모양의 포구였다. 무들공원이 중간에 있는 공업단지는 과거에
바다였었다.

청구도

1898년 측도, 1911년 제작
또한 군자봉의 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은 陵谷洞에 이르러 잠시 평지를 이루고는 다시 뻗
어 시흥시청이 있는 長峴洞의 새재까지 이어진다. 과거에는 그 아래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었
다. 군자산의 동남은 바로 성곡동옆의 만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와 현재 去毛洞과 만난다. 거
모동은 과거 거모포가 있는 곳으로서 바닷물이 이곳까지 들어온 것이다. 군자산 전체가 해안
과 직접 간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안산시의 중심거리는 바다와 직결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안산이 건설되었고,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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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구도시적 조건 분석
안산은 다음 장에서 언급할 예정이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고대부터 정
치의 중심지이고 조선시대에는 초지량영을 두었을 정도로 일종의 군항 역할도 담당하였다. 그
렇다면 안산권에서 정치세력이 생성될 만한 환경은 어떠했을까?
해안에다 해양과 직접 연관된 도시 또는 큰 마을을 건설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첫째, 목적과 자연조건에 걸맞는 훌륭한 良港 또는 포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매우 복잡
한 조류의 흐름에 따라 물의 방향이 달라지고, 해안선이 복잡하여 항해와 接岸시기, 그리고
접안장소를 선택하는 데에 고도의 지식과 함께 숙련된 經驗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1)

또한

정치 군사적인 성격을 띤 도시는 방어는 물론 주변 해역권을 장악하고, 중요한 해양교통의 결
절점을 통제할 수 있는 해양군사요충지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안산권역의 해안선은 반도 지형인데다가 만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潮水干滿의 차이가 심하고 강들이 서해안으로 흘러 들어오므로 충
적평야와 함께 뻘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灣이 육지의 깊숙한 곳까지 연결되었으므로 포구뿐만
아니라 내륙의 강가에도 부두가 생길 수 있다. 안산만은 지도에서 보이듯 일단 큰 만 내부로
진입하면 파도의 흐름이 안정되고, 항구로서 양호한 조건을 갖춘 포구들이 많다. 이러한 조건
은 해상토착세력의 등장과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 지역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있는 포구들
은 그 해당시대의 유적 유물과 함께 기록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고려 시대 이후에는 조운
과 조창, 조선시대에 개방되고, 사용되었던 浦口들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聲浦는 안산시
성포동에 있는데, 성곶과 함께 있다. 현재 안산에는 강과 호수가 없다. 그런데 안산시 성포동
에는 성곶과 聲浦가 있고, 그 아래에는 원당포가 있다. 그 곳 까지 조수가 출입하여 어디서나
상선과 어선이 활동하였으며, 어업으로 이득을 삼았다고도 한다. 배들은 현재의 정자동 내지
선부동 일대에 까지 들어가고 그곳을 포구로 삼았던 것이다. 대한전선 공장이 있는 공단지역
은 포구였다.
둘째는 ‘방어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도시와 마을을 막론하고 특히 군사적인 지
역에는 방어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서해안처럼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한 곳은 串과 浦, 灣
이 많아, 장소와 전술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곶성’ ‘포구성’ ‘진성’을 쌓는다. 그 외에 만 전체
와 주변지역의 유기적인 작전을 고려하여 반도의 한 가운데, 반도와 육지가 이어지는 부분,
내륙에 있는 대성 내지 치소와 이어지는 곳에 규모가 큰 거점성을 건설한다. 조선시대에 설치
한 鎭城들의 일부는 이러한 성격을 지녔다. 고대와 관계가 있을만한 몇 개의 성을 선택하여
이 지역의 성격과 분포 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안산 권역에는 현재까지 군자산성, 별망성,
성곡동성, 목내리성지 등이 알려져 있다.12)

11) 尹明喆 ｢서해안 일대의 해양력사적 환경에 대한 검토｣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硏究 p.119 참조.
12) 이하의 내용은 주로 윤명철｢경기만 지역의 해양방어체제｣(신형식 최근영 윤명철 오순제 서일범 고
구려 산성과 해양방어체제 ) 백산지료원, 2000,pp523~549. 참고.

- 147 -

현재 안산시 지형(1997년, 50,000/1)
1. 군자봉

2․3 성곡동성지

4. 목내동성지

5. 별망성

① 君子山城
군자산성은 始興市 君子洞 山 22-3번지에 있는 군자산의 君子峯(해발 198.4m) 정상부를
둘러싼 산성으로서 土石混築城이다.
하였다.13)

大東地志 에는 君子峯이 안산현의 西二十里에 있다고

산성 등을 기록한 사서들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타난다.14)1986년에

文化遺蹟總攬 에 비로서 나

조사한 한양대 박물관 조사단은 길이 400m,높이 10m 정도의 성축이 남

아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15) 그런데 1999년 여름에 필자가 조사했을 때는, 성축은 거의 없어
져 버리고, 곳곳에 축성의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 곳에서는 북쪽의 건물지로 추정되는
곳을 비롯하여 주변에서 채집되는 유물들이 灰色瓦質土器와 灰靑色硬質土器 조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미 최초의 시설물들은 삼국시대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16)

군자산은 안산과 시흥지역에서 가장 우뚝 솟은 산 가운데 하나이다. 北․南․西 등의 지역, 예
를 들면 안산 바깥의 外海에서도 분명하게 바라보인다. 해안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항해자들도
物標로 삼기에 합리적인 거리와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안산의 越串과 인천의 고잔동 사이의
만으로 들어와 長谷洞 長峴洞 포구로 들어오는 적을 관측할 수 있다. 북서쪽으로 정왕산봉수
가 있고, 인천의 文鶴山․淸凉山, 시흥의 蘇來山, 光明市의 道德山, 안양의 修理山과도 이어진
다. 군자산성은 군사지리적으로 훌륭한 입지조건을 갖춘 매우 중요한 곳이다.
② 別望城址
안산시 草之洞 산 442-1번지에 위치한 해발 약 50m의 야산에 있다. 남아있는 성벽의 일부
를 복원하여 1979년 9월 3일 경기도기념물 73호로 지정하였다. 이 성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가

朝鮮寶物古跡調査資料 에 '始興郡 君子面 草芝里, 성벽은 석축으로서 高四尺 내지

七尺,周約六百間,大略完全'이라 하였다.

全國遺蹟目錄 에는 이를 거의 그대로 옮겨 실었다.

부분적으로 파괴되기는 하였으나 높이 2m, 둘레 약 500m가 남아 있고, 성 안 에서 청자 및
도기 조각이 출토되었다.17) 필자는 99년 2월 이 산성을 조사하였다. 안산에서 沙里浦口 앞을
지나 해안가로 이어진 해안도로 옆에 있는데 벼랑으로 되어있어 과거에는 바닷가 해안절벽이
13) 大東地志 卷4, 安山, 山水條.
14) 文化遺蹟總攬 上 p.208 ‘둘레는 약 400m, 높이는 약 10m이다’.
15) 한양대학교, 京畿道 百濟文化遺蹟 , 경기도, 1986.
16) 始華地區開發事業區域地表調査 , 명지대학교 박물관 유적조사보고 2집, 1988. pp.118~121.
17) 이원근, 앞의 책,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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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알 수 있다.

文化遺蹟總攬

上에는 이 성지가 근처 성곡리의 해운(봉)산성(海峯山城)

및 목내리 산성과 함께 남양만에 연하고 육지를 상대로 요새를 형성하였는데, 독립봉의 뒷면
정상에서 해안을 따라 두 개의 작은 구릉으로 성을 쌓았다고 하였다. 1898년도에 일본이 측
도한 지도를 보면 별망이 있는 독립봉우리는 거의 섬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③ 城谷里 城址
안산시 성곡동의 안말에 있는 海峯山(또는 蟹峰山으로 불림)위에 쌓은 성이다. 城頭山이라
고도 불리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에 海雲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蟹峯山으로

불리웠다. 1942년 발간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p.9.에는 ‘君子面 城谷里, 城頭山,周約二百

間의 土壘址가 남아 있다. 口碑에는 고구려의 獐項縣의 廢址라고 한다’고 하였다.

全國遺蹟

目錄 p. 32에는 ‘君子面 城谷里, 海峰山, 周圍 約2百間 土壘址,獐項縣의 廢址’라 하였다.18)
그런데

東國輿地志 의 안산군조에 장항구현이 군의 서쪽 30리 지점에 있다고 하여 그 곳을

바로 성곡동이라고 보고, 그곳이 바로 장수왕이 안산 일원에 설치한 행정구역의 치소로 보는
견해가 있다.19) 이 성황당에는 이 성의 해양적인 기능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즉 고
려 때 徐熙가 8년동안 끊어졌던 송나라와의 외교관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송나라로 사행을 떠
났다.20) 그런데 그가 출발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이다.21)
안산지역에는 이 외에도 성이 있었을 것이다. 성곡동성은 이렇게 관측과 내륙진입을 1차적
으로 방어하는 중요한 기능 외에도 해안에 상륙하는 적을 독자적으로 저지하는 최전방 해안방
위성이다. 한양대가 수습한 기와류는 하남시의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하다 하여 통일
신라시대로 보고 있다.22) 필자는 이 기와편들은 삼국시대의 것이고,23) 특히 고구려 계통의 유
물로 판단하고 있는데 더욱 정밀한 조사와 상세한 검증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고구려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④ 木內洞城址
안산에는 ‘獐項古邑城24)이 西로 二十五里에 있으며, 둘레가 九千五百六十五尺에 달한다’고
되어 있다.25) 그런데

안산시의 木內洞에도 삼국시대의 것으로 여겨지는 토성이 있다. 성은

목내동을 중심으로 그 동쪽인 초지동 사이의 해발 40.8m, 73m, 57.8m의 산능선과 목내리․성
곡리 사이의 해발 48m, 93.8m, 85.2m의 산능선으로 둘러싸인 토벽으로서 그 안에 자연 부
락인 목내동의 능안마을(해발 87m)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26)산성주변에서 발견된 토기는
삼국시대의 것이다.

1978년 이 유적을 조사한 단국대는 전형적인 삼국시대의 성으로 판명하

였다.27)
18) 문화유적총람 상 에는 ‘유래 미상으로 길이 약 20~30m 정도 토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다. 安山邑誌 에는 성두 높은 봉우리에 성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 조흥윤,｢잿머리성황당 및 성곡동 城址硏究｣, 安山文化 5집, 안산문화원, 1991, p.30.
20) 高麗史 列傳 7.
21) 조흥윤, ｢잿머리 성황당 및 성곡동 城址硏究｣, 安山文化 5집, 1991년 겨울호, pp.26~28.
22) 조흥윤, 앞의 논문, pp,34~35.
23) 始華地區 開發事業區域 地表調査 명지대학교 박물관 유적조사보고 2집, 1988. P.122에서 역시 삼
국시대 토기편들이 채집되었다고 하였다.
24) <동국여지승람>안산군 고적조
장항폐현.군의 서쪽 30리에 있다.
고성. 군의 서쪽 25리에 있다. 흙으로 쌓았는데 둘레가 9,565척이다.
<조선지지자료>(1911)에는 안산군 군내면 지명 항목 ‘장항’에 대해, 언문(한글 발음)으로는 ‘노리울로
“장상, 장하, 동곡에 걸쳐 있다. ( 안산시사 1 안산시사 편찬위원회, 2011, p 41).
25) 大東地志 卷4, 安山, 城池.
26) 이원근, 앞의 책,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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吾叱耳島는 봉수가 있었는데 북으로는 인천의 城山인 현재 文鶴山 봉수와 연결되고, 남으
로는 남양의 해운산 봉수와 이어진다.28) 그런데 안산시의 해안쪽 지역들은 과거에 바닷물이
근처에까지 들어왔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할 때 聲浦洞에도 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현재
의 고잔역이 있는 원고잔에도 있었고, 고잔 4동인 한양대학교의 바닷쪽에 접한 산에도 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북쪽에도 월곶이나 시흥시 下中洞의 범배산 아래쪽도 성이 있었을 것
이다.
셋째, 국제항로 및 국내항로가 발달해야 한다.
안산해역을 활용해서 이루어진 교류는 어떤 길을 이용하였을까? 고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첫째, 환황해연근해항로이다.29) 이 항로는 황해의 서쪽인 중국의 남쪽 절강성 해안에
서부터 산동반도를 거쳐 요동반도로 북상한 다음에 압록강 유역인 서한만에 진입한다. 이어
대동강 하구, 경기만을 지나 계속 남하하여 서남해안, 남해안의 일부, 대마도, 큐슈북부로 이
어진 긴 항로이다. 둘째, 황해중부 횡단항로이다. 경기만일대의 여러 항구에서 횡단성 항해를
하여 산동반도의 여러 지역에 도착하는 항로이다. 어느 시대나 가장 많이 사용되었지만, 특히
신라 중기 이후에 가장 많이 이용됬을 것으로 추정되는 항로이다. 이 해역에서 직횡단하면 역
시 남풍계열 혹은 동풍계열의 바람을 이용하여 산동반도 남단 안쪽의 청도만으로 진입할 수
있다. 주로 밀주의 판교진(당시에는 膠西)으로 들어갔는데 교주만에 근접해 있어서 대외무역
교통의 주요한 항구가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정치상황과 해양조건 및 항로로 보아 사행선들

이 이곳을 출발하였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서희가 떠났다고 하는 설화와 관련지
어 볼 때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고려 사신들의 주요한 출발항구와 항로는 아니지만 특별
한 경우에는 사용되었으며, 혹은 연근해항해를 하는 중도에 들르는 寄港地나 유사시에 避港地
로서 기능은 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설화의 내용은 이 곳이 피항지였을 가능성을 높혀준
다. 물론 일반선박들이 출항지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30)

27)『半月地區學術調査報告』,半月地區遺蹟發掘調査團 , 1978.
28) 신증동국여지승람 卷9, 安山, 烽燧條.
29) 물론 용어에 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항로나 항해범위 등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연안항로가 아니라 연근해항로라고 해야한다. 동일한 지역 내에서의
이동이나, 짧은 거리에서는 연안항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먼거리이면서, 선박이 크고, 또 우호적이지
못한 집단이 영향혁을 행사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는 근해항로를 택해야 한다.
30) 윤명철, ｢徐熙의 송나라 使行항로 탐구｣,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계승의식 고구려학술총서 2, 학연
문화사, 1999,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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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황해남부 사단항로 및 동중국해 사단항로이다. 이 항로는 주로 충청도 해안, 전라도의
일부해안을 출항하였지만, 경기만에서도 출항하여 남행하다가 전라도의 근해에서 사단하다가
중국측 근해에 들어서거나 멀리 육지가 바라보이는 해역에서 남진하여 양자강 하구지역으로
진입하는 항로이다. 백제시대는 사용하지 않았고, 통일신라와 고려 중기 이후에 주로 사용하
였다. 황해남부 사단항로 및 동중국해 사단항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송나라의 사신인
徐兢이 기록한

고려도경 의 내용이다.31) 이러한 항로 등을 볼 때 안산만은 해양전략적 위치,

항구로서의 가능, 육지와의 관련성, 대중국교통로서의 입지조건 등을 볼 때 항로 상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다. 8월에 출발하는 선박은 남으로 내려왔다가 바람과 해류를 이용하여 산동
으로 향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기 때문이다. 동아지중해에서 경기만은 가장 의미있는 역학관계
의 核이고, 실제로 힘의 충돌과 각축전이 벌어진 곳이다. 경기만은 동아지중해에서 일본열도
를 출발하여 압록강 하구와 요동반도를 경유하여 산동까지 이어지는 남북연근해항로의 중간깃
점이고, 동시에 한반도와 산동반도를 잇는 동서횡단항로와 마주치는 해양교통의 결절점이다.
또한 한반도내에서도 경기만은 地政學的․地經學的․地文化的 입장에서 보아 필연적으로 각 국
간의 질서와 힘이 충돌하는 현장이었다. 그 안에 안산만이 있었다.
넷째, 연안항로 및 내륙수로이다. 연안항로는 자연발생적으로 개설되어 사용되었을 것이다.
신석기 시대 이전부터 단거리지역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장거리 지역 간에도 해양을 이용한 물
자의 교역이 이루어졌음은 많은 예에서 입증된다. 안산권역은 외해로 나가면 북으로는 경기만
의 인천 강화만 등과 서해북부 연안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남으로는 남양만, 충청도의 태안반
도 바깥바다를 지나 충청도 전라도 연안으로 항해할 수 있다. 또한 발달한 만과 포구 그리고
이어진 육로망을 활용하면 내륙수로와도 직접 연결될 수 있다.
내륙수로망은 하천과 발달과 직결되어 있다. 안산시에는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건건천,
신길천 등 5개의 지방하천과 19개의 소하천이 있으며 시를 통과해 시화호로 흘러든다. 安山
31) 고려에서 북송으로 떠날 때 7월 13일에 순천관을 떠났고, 15일에 다시 큰 배에 올랐으며, 16일에
합굴에 이르렀고, 17일에 자연도에 이르렀고, 22일에 소청서․화상도․대청서․쌍녀초․당인도․구두산을 지
났는데 이날 마도에서 정박하였다. 23일에 馬島 (현재 서산시 해미면 양림리)를 떠나 알자섬을 지나
洪州山을 바라보았으며, 24일에 횡서를 지나 군산문을 들어가 군산도 아래서 정박하였다. ( 고려도경
제34권 海道 1~제39권 해도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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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10,325km)은 수안동에서 시작하여 양상동, 월피동, 성포동, 고잔동 등 안산 시내를 남북으
로 가로질러 시화호로 흘러드는데 유역 면적이 가장 넓다. 花井川(5.2km)은 단원구 화정동에
서 시작하여 선부동, 고잔동, 초지동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시화호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현재
는 안산시의 내부를 흐르고 있으나 해안가 가까이로 흐르던 하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半月
川(4.675km)은 군포시 수리산에서 시작하여 상록구 팔곡일동과 팔곡이동을 흘러 시화호로 유
입되는 하천이다 총 연장 10,5km중 안산시 구간은 반월저수지 하류 4.7km정도만 포한된다.
그 외에 新吉川(1.57km)은 거모동 군자봉에서 발원하여 시흥천을 경유해 시화호로 들어가는
하천이다.32)
이러한 하천과 육로를 이용하여 경기도의 수원 군포 시흥 서울 등

및 아산 평택 당진 등과

연결된다. 현재 안산지역의 고구려 시대 이름인 “장항獐項”은 ‘노루목’, “구口”는 ‘입구’ 등으
로 풀이되는데, 이는 안산이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였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3)

4. 안산 지역의 역사상
이렇게 해양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는 자연환경을 갖춘 안산권은 고대부터 역사에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경기도 해좌승람 안산
경기만을 활용한 해양활동은 선사시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가능하게 한 배경으
로 경기만의 자연환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기만은 바다의 수심이 얕고 리아시스식 해안
으로 지형이 복잡하다. 평균 수심이 낮고 해안선이 복잡하며 섬이 많다. 따라서 경기만은 해
양활동을 하기에 비교적 안전하였다. 게다가 해산물이 풍부해서 이 지역 사람들은 일찍부터
비교적 큰 만 주변의 연안을 따라 모여 살았다. 또한 이들은 주변의 여러지역과 활발하게 교
류하였다. 경기만 일대에는 일찍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 구포리 동오리 장외리 등에서 구석
기 유적이 발견되었고, 제부리 패총 1에서는 신석기 유물이 발견되었다.34) 안산지역에서 보고
32) 안산시사 1 안산시사 편찬위원회, 2011, pp 82~ 84.
33) 위의 책 p 278.
34) 손보기 외, 일산 새도시지역의 학술조사보고 1 , 경기도 한국선사문화연구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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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구석기 유물은 아직 제한적이다.

大東輿地圖 京畿灣(金正浩,
1861년경,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옹진군 덕적면 소야리에서 나루개 혼토패총’등에서 빗살무늬토기편들과 백제토기편들이 발
견되었다. 안산시 바다가인 정왕동에서도 빗살무늬토기 동체부편 2점과 어망추 2점이 수습되
었다. 근처인 오이도 가운데살막 패총, 대부도 말부흥 패총, 덕적도 진리의 패총들에서 보이듯
신석기 시대에도 해안가는 물론 섬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오이도패총을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한강유역의 빗살무늬토기문화는 황해도 연안지역의 것들과 민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이는 당시 인구 이동의 방향과 범위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35)

오이도 살막패총의 연대는 기원전 2800~2200년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신석기시대 중기와
후기에 해당한다.36)대야미동에서 곧은날 긁개와 주먹도끼 등이 발견되었다.

35) 양성혁, <서해안 신석기문화에 대한 일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시사 편찬위원회, 2011, p 271에서 재인용.
36) 안산시사 1 안산시사 편찬위원회, 2011,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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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사 1 안산

①-② 대부도 구봉이 패총 1, 2
③ 대부도 말부흥 패총
④ 대부도 북동 패총
⑤ 대부도 홀곳 패총 1
⑥ 초지리 별망 패총
⑦ 선부동 고인돌군
⑧ 양상동 고인돌군
⑨ 월피동 고인돌군
대부도 홀곳 패총 2
(신석기 ◆ 청동기 ● 기타 ■)

안산시 문화유적 분포도

신길동 발굴조사에서 대규모의 주거지군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패총 유적 중에서는 별망패
총유적이 가장 대표적이다. 별망성지 동쪽 해안 일대의 해발 1~3m에 불과한 저지대에서는 즐
문토기와 김해식 토기를 반출한 貝塚(별망패총)이 발굴 조사된 바 있다.
는 이 구릉에 무문토기유적지도 있었다고 되어 있으나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쓰고

있다.37)

문화유적총람

上에

이곳을 조사한 명지대학교는 유적지를

안산 관내의 고인돌 대부분은 남방식으로, 월피동, 양상동,

선부동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1991년 선부동 일대에서 청동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남방식
(기반식)고인돌이 확인되었다.38) 이처럼 신석기 시대부터 초기 철기시대를 거쳐 인간이 거주하
면서 어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에 경기도 일대의 남쪽지역에서는 소위 ‘三韓시대’라고 불리우는 시대가 된다. 소국들
은 해양문화가 발달했고, 만안이나 나루, 포구 등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교역을 통해서 번
창한 도시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河港도시국가, 海港도시국가(polis)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경기만은 목지국을 비롯하여 마한 소국들이 있었다. 이 지역의 소국들은 어떠
한 형태로든 참여했을 것이다. 그 후 백제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近肖古王 때 황해를 건너 건
강(健康 현 남경)에 수도를 둔 東晉을 비롯해서 중국의 북부지역과 활발히 교섭을 하였다.39)
동진과 교류할 때는 출항지가 남쪽인 남양만으로 내려오거나 적어도 항로상으로 활용했을 것
을 가능성이 있다.

대동지지 에는 ‘本百濟獐項口(一云左斯也忽次)라고 하였다.40)

고구려는 4세기에 들어서면서 남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경기만을 빼앗고자 하였
다. 광개토태왕은 등극하자 한강하류의 관미성을 함락시켰고, 이어 6년(396)에는 대규모의 水
軍을 투입하여 백제의 58성과 700촌을 탈취하였다. 이 때 공파된 50여 성 가운데 하나가 이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어 장수왕 때 이곳은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고구려의 한산주 獐項口縣( 一云 古斯也忽次)라고

하였다.41)

삼국사기 에

따르면

신증동국여지승람 에도 고구려

의 獐項口縣인데 신라의 경덕왕때 獐口군으로 고치었고, 다시 고려때 현재의 이름을 고치었다
고 하였다.42) 신라는 수군기지를 두어 수군함대를 양성하였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양작전을
실시하였을 것이다. 당나라가 건국하자 대외교섭은 더욱 활발해졌다. 642년에 백제와 고구려
37)
38)
39)
40)
41)
42)

始華地區 開發事業區域 地表調査 명지대학교 박물관 유적조사보고 2집, 1988. p114.
안산시사 1 안산시사 편찬위원회, 2011, p275.
晋書 권9 本紀 簡文帝.
대동지지 권4, 안산, 연혁조.
삼국사기 권37, 지리지, 고구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9, 안산군, 건치연혁.
조선각도읍지 안산군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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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모하여 당항성을 취하므로써 신라사신단이 당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을 끊고자 하였다.43)
당나라군 13만이 백제를 공격할 목적으로 산동반도의 성산항을 출항하여 문무왕이 거느린 시
라 수군함대 100척과 조우한 곳이 덕적도이다. 이 때 신라의 수군함대는 범경기만의 곳곳에서
모여든 대선단이었을 것이다. 757년(경덕왕 16년)12월에 이르러 전국에 있었던 9주의 군현 명
칭을 중국식으로 고치면서 唐恩郡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822년인 憲德王 14년에 水城
郡에 합쳤다.44) 이 시대에 안산은 당성진에 속해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安山市 城谷洞 海峯山
의 잿머리 성황당은 徐熙가 972년에 송나라와의 외교관계를 복원하려고 사행을 떠났던 부두
이다.45)
大東地志 에는 이 곳의 草芝鎭은 縣에서 西南三十里에 있었으며,水軍萬戶가 있다고 되어
있다.46)

文化遺蹟總攬 上에는 원래 이 곳에 水軍萬戶營이 있었으나 개펄이 밀려 선박의 출

입이 어려워져 인천부의 남쪽 20리에 있는 永宗浦營으로 옮겨갔다. 다시 조선시대 문종 때
문종의 왕비요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의 묘인 昭陵이 이 부근 목내리에 있게 되고, 바다가
다시 깊어져서 출입이 가능해지자 다시 영을 두게 되었다고 하였다.47) 해양조건으로 보아 충
분히 가능한 일이다.
경기만 해역은 대외교섭뿐 만 아니라 국내의 물류수송에도 활용되었다. 고려는 건국 초기에
힘을 발휘하였던 해상호족들을 약화시킨 후에 조운이 발달하였다. 조세로 징수한 미곡․포백
등을 해상운송 하는 제도를 漕轉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成宗 11년(992) 경에 확립되었는
데, 수로에 인접한 남방의 여러 邑에 12漕倉을 두고, 그

밖에 長淵에도 조창을 두어 예성강

하류인 개경의 西江으로 연결하게 되었다. 이때 물길은 경기만을 경유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길은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5. 결론
본고는 안산의 역사적인 정체성을 파악할 목적으로 자연환경을 살펴보았고, 해항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안산은 현재의 지리나 지형과 달리 전근대에는 바다와

매우 관련이 깊었으며, 해안선이 도시의 중심부까지도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양을
통해서 주변의 다른 지역과 교류하는 항구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안
산은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하였으며, 고대에는 삼국간의 쟁패전이 벌어지던 장소였다. 그
후에도 국제항로와 국내조운의 중간 경유지이거나 군사적인 요충지였다. 안산은 인천 수원
시흥, 남양 평택 등 경기만 전체의 몇몇 해항도시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관리기능까지
한 도시였다.

43)
44)
45)
46)
47)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선덕왕 11年.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興德王 4년.
조흥윤 ｢잿머리 성황당 및 성곡동 城址硏究｣ 安山文化 5집, 1991년 겨울호 pp26~28.
大東地志 卷4, 安山, 鎭堡條.
이원근,앞의 책, p.1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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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5분과)-3]

고고자료로 본 고조선-부여의 인물상과 그 함의
강인욱(경희대)
I. 서언
II. 자료의 검토
1. 인면상 연구를 위한 고고학적 방법론
2. 요양 탑만촌 출토 인물상의 연대와 문화적 귀속
3. 탑만촌 인물상의 성격
4. 인물상의 특징과 유사예
III. 동북아시아 일대의 인면상과의 비교검토
1. 환동해문화권
2. 하가점상층문화와 발해만 일대
3, 몽골과 중국 북방의 흉노문화
IV. 결론

I. 서언
본 발표에서는 기원전 6~5세기 고조선의 실체와 근접한 요령성 요양 출토 거푸집에

표현된

인물상 자료를 소개하고, 비슷한 시기 동북아시아 북방 일대에서 발견된 인물상들과 비교 검
토를 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고고학계는 그 시야가 동북아시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대
부분의 연구는 형식학에 기초한 교차편년과 한국 청동기시대의 기원이라는 전통적인 테마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에, 관련학계에서는 고고학적 유물에서 다양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주목된다. 최근 길림 모아산 출토 금동제 인물상을 부여의 원형적인 얼굴로 소개한 것이(김민
구 2014) 그 좋은 예이다. 이 유물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구입된 유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중이다(국립중앙박물관 2014 도면 55). 그런데 이 모아산 출토 인면상은 일부 언론의 성
급한 보도와 같이 ‘한국인의 원형’은 아니지만, 요양시 탑만촌 출토 비파형동검문화 시기의 거
푸집에 묘사된 인물상과 비슷한 양식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발표자는 요양시 탑만촌 출토 거
푸집을 소개하고 비파형동검문화와 고조선의 시기부터 부여에 이르는 과정에 비슷한 인물상을
만들어낸 점을 주로 강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고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청동인물상의 해석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구체적
인 자료를 통한 분석을 하고, 고조선-부여와 함께 환동해지역과 몽골의 흉노계 얼굴상을 비교
검토하겠다. 그를 통하여 최근 언론 및 학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한민족의 원형’의 인물상
은 직접적인 한민족의 조상으로 규정짓는 것은 어렵지만, 기원전 1천년 기 고조선과 관련된
청동기문화의 인물상과 유사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고조선에서 부여로 이어
지는 문화의 유사성이 인물상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언어 및 민족학 등으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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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몽골/예맥-퉁구스/고아시아몽골의 구분이 고고학적 유물로도 구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을 밝히고자 한다.

II. 자료의 검토
1. 인면상 연구를 위한 고고학적 방법론
1960년대 이후 통계를 통한 양적 분석 및 속성의 분류에 따른 형식학이 고고학적인 방법론에
서 주류를 이루면서 고고자료의 예술적 양식에 주목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후기과정고고학의 등장과 함께 개별 유물의 상징성과 인지고고학적 방
법에 따라 각 유물의 의미에 주목하는 연구가 등장하면서 유물들의 양식(style)에 주목하는 연
구가 등장한다.
1980년대 이후 후기과정고고학의 등장으로 개별 예술품은 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이 포함되며, 이데올로기 및 종교와 같은 심성의 표상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즉, 고고학
적 유물에서 인물이 표현된 것은 각 유물의 맥락 및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서로 다른 유물에서 공통적인 양식(style)이 존재한다면 그들 사이에 이데올로기 등의 동질성
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 예술품이 만들어진 것이국가의 형성단계 이후라면 각 지배계급의 프
로파간다도 표현된다.
과거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물상이라는 점에서 각
인물상 간의 양식적인 비교는 고고학적인 분석방법으로 도입될 수 있으며, 여타 형식학이나
교차편년과 달리 각 집단이 인지하는 정체성 및 계통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
다. 인물상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을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 번째로 각 인물상은
실제 인물을 충실하게 모방한 것이 아니라 과거 사람들이 드러내고 싶은 여러 상징적인 표현
들의 조합이다. 즉, 인물상의 분석은 과거 인간들의 형질적인 특징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 아
니다. 두 번째로 인물상들의 출토맥락을 감안해야한다. 유물의 개별성과 상징성은 각 유물이
놓여진 고고학적 맥락(context)에 따라 달라진다. 세 번째로 대부분의 고고학적 유물은 순수
예술품이 아니라 실용적인 유물에 표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물의 재질, 표현할 수 있는
공간 등에 제약받는다.
정리하면, 예술품에 표현된 인물상은 특정 부위가 과장되게 표현되는 등 다양한 시공간적 맥
락에서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인골이나 DNA와 같은 자료같이 민족이나 집단의 형질적 특
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른 시공간에서 비슷한 양식이 존재한다면
두 문화 사이의 문화적 동질성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의 계통 및 계승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2. 요양 탑만촌 출토 인물상의 연대와 문화적 귀속
이 인물이 새겨진 거푸집은 1990년에 遼陽市 甛水鄕 塔灣村에서 수습되었다(
. 여기에서 선형동부, 비파형동검, 동착 등 3쌍의 거푸집과 비파형동검 1점이 함
께 출토되었다(도면 2). 그중 선형동부의 한쪽 면에 2명의 인면상이 양각되었다(도면 2-1,2).
사람의 얼굴이 새겨진 거푸집의 크기는 길이 12.7cm, 너비 7.6cm, 두께 5cm의 합범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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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회백색의 활석이다. 거푸집의 안에는 선형동부(부챗날도끼)와 동착(동끌)이 새겨져있다.
거푸집의 바깥쪽은 한쪽에 2개의 인물상이 양각되어있고, 다른 쪽은 3개의 원형문이 음각되어
있다. 양각된 인면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이지만, 크기는 약간 차이가 있다. 머리카락은 말
아서 올려서 상투를 틀었으며, 귀는 약간 위로 올라가서 머리 근처에서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코는 비교적 크고 뭉툭하게 표현되었으나, 그 끝은 낮게 표현되었다. 얼굴은 하악이 얇고 머
리쪽이 비교적 큰 편이다. 특이 광대뼈쪽이 도드라지고 크게 표현되었으며, 반면에 코는 낮고
입은 비교적 간략하게 표현되었다. 이 유물은 한동안 비공개였다가 2009년 遼陽市博物館이
새로 개관하면서 전시되기 시작했고 도록으로도 공개가 되었다. 이 거푸집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물에 해당하는 중국1급국가문물로 지정되어 관리중이다.
다음으로 이 유물의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 유물은 출토지 이외에 별다른 유구에 대한
정보가 없다. 하지만 그 연대는 선형동부의 형태적 특징과 공반된 비파형동검의 거푸집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실측도면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지만 동부는 대체로 세장한
편이다. 이 선형동부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기저부에 비스듬함 삼각집선문이 시문되어있는 점
이다(도면 2-4,5). 동부의 기저부에 기하학문이나 삼각집선문이 새겨지는 것은 요서 발해만일
대에서 주로 보이며, 요동지역에서는 鄭家窪子 유적시기가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반면에
二道河子, 雙房유적과 같이 요동지역 전기 비파형동검에서 출토되는 선형동부에는 이러한 기
하학적 문양이 없다.
十二臺營子 1호묘 출토의 선형동부는 탑만촌 출토 동부와 마찬가지로 선형동부의 기저부에
문양대가 있는데, 탑만촌 출토품보다는 정연한 느낌이다. 한편, 정가와자 6512호묘 출토의 칼
집장식(검초) 및 粗文鏡은 탑만촌 출토품과 같이 다소 흐트러지고 비스듬하게 새긴 삼각집선
문이다. 실제로 요서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가 요동지역으로 유입된 것은 십이대영자 유형의
梁家村이지만(강인욱 1996), 정가와자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발해만지역 청동기문화가 유입되
고 무덤의 규모가 커지는 등 사회발달이 가속화된다. 또한 탑만촌 출토 비파형동검 거푸집에
표현된 비파형동검은 앞날이 앞쪽의 돌기가 덜 발달되어 있고, 뒷날 끝이 경부와 이어지는 부
분은 각이 지게 되어있다. 또한 비파형동검(도면 2-7)역시 정가와자식의 동검에 유사하다는
점도 동부의 편년과 잘 부합된다. 따라서 탑만촌의 유물은 정가와자 6512호묘와 비슷한 기원
전 6~5세기로 편년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즉, 탑만촌은 정가와자 6512호묘로 대표되는
는 고조선 세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탑만촌의 유물은 현재까지
알려진 인물상 중에서 고조선과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유물이다.

3. 탑만촌 인물상의 성격
탑만촌에 새겨진 인물들의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자료의 맥락으로 추정해볼 수 있
다. 탑만촌 유적에서는 한꺼번에 3쌍의 합범이 함께 발견된바, 유구는 매납과 무덤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청동기 및 거푸집의 매납에 대한 유라시아 초원 및 비파형동검문
화권의 유적들을 비교해서 그 유구를 추정해보자. 먼저 청동기의 매납유구로는 여순 노철산,
완주 상림리, 청도 예전동 등이 있는데, 주로 동검을 매납한다. 반면에 거푸집의 경우 매납유
구는 발견된 예가 없으며 무덤에서만 발견된다. 서부 시베리아에서는 기원전 15세기경의 세이
마-투르비노 유형의 청동기시대 무덤인 소프카-2유적, 로스토프카유적, 동북아시아에서는 하
가점상층문화에 속하는

河北 東溝道下(河北省文物硏究所 1998), 소흑석구 2003년 수습품(內

蒙古自治區文物考古硏究所 외, 2009) 등에서 대량의 거푸집이 일괄로 하나의 무덤에서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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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한 한반도 세형동검문화 시기에도 완주 갈동에서도 거푸집을 부장한 무덤이 발견된
바 있다. 이러한 거푸집을 부장한 무덤은 청동기의 주조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기에 청동기
주조기술을 보유한 청동기 장인이 해당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했으며, 거푸집은 그들의
사후에 함께 부장되었음을 의미한다(강인욱 2009a).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탑만촌의 거푸집은
무덤에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여기에 묘사된 인물역시 청동 주조와 관련된 장인이나 그
들이 숭배하는 대상이라고 추정된다. 이 거푸집의 인물상은 양각된 것이어서 처음에 거푸집을
만들때부터 의도적으로 인물을 표현했을 것이라는 점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탑
만촌유적은 비파형동검을 주조하던 장인들이 자신들의 주조를 신성시하고, 거푸집에도 주술적
인 의미로 인물상을 새겨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인물상의 특징과 유사예
탑만촌 인물상의 특징은 상투또는 쪽진 머리, 역삼각형의 얼굴비율, 강조된 광대뼈, 낮고 넓은
코, 간략하지만 크게 표현된 눈망울, 간략하게 마무리된 입술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유
사한 특징은 바로 길림 모아산 출토의 금동제 인물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모아산의 인면상
에 대해서는 이미 최근에 자세한 논고가 제시된 바 있다(김민구 2014 참조)(도면 3). 벽사의
의미로 다소 기괴스러운 모습을 하는 모아산 출토 인면상은 같은 유적의 거여구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얼굴상이 출토된 바 있다.
탑만촌 출토 인면상과 유사한 인면상의 또 다른 예로는 시공적으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
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주 시카치-알리안 암각화의 인면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카치-알
리안은 아무르강과 우수리강이 합류하는 하바로프스크시 교외의 강가에 바위에 존재한다. 19
세기말에 처음 그 존재가 알려진 이래 아무르강(흑룡강) 하류지역을 대표하는 암각화로 널리
알려져왔다. 특히 이 암각화에서는 여러 인면상들이 발견되었고, 그들에 대한 연구는 극동지
역 주민집단의 시원적 모습을 밝히는 주요한 자료로 이용되어 왔다(오클라드니코프 1968). 시
카치-알리안에서 보이는 인면상들은 추상적으로 사람의 눈과 콧구멍, 입을 표현한 것이 특징
이어서 마치 원숭이같은 모습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도면 4). 그런데 시카치-알리안의 여러
인면상 중에서 강의 상류쪽에 다소 떨어진 바위에 새겨진 인면상(도면 4-18)은 다른 인면상과
비교했을 때에 완전히 다르다. 다른 인면상들은 눈을 크게 그리고 코를 도식적으로 그리는 반
면에 얼굴의 상반부는 크게 묘사하고 하악부는 좁게 그린 점, 눈을 타원형으로 그리고 코를
뭉툭하게 묘사한 점, 입을 작게 그린 점 등에서 탑만촌 출토의 인면상 및 모아산 출토 금동인
면상과 유사하다.
김민구 교수는 모아산 출토의 인면장식을 “부여의 얼굴”로 이해했는데, 모아산 유적의 성격
및 유사한 유물이 같은 모아산 유적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또한 모아산 유적은 현재까지 알
려진 유적 중에 부여 중심부의 왕족 또는 귀족급의 무덤이기 때문에 그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얼굴은 비단 부여 모아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탑만촌과 같이 고
조선 시기의 인면상에도 거의 비슷한 표현이 이루어졌으며 나아가서 하바로프스크 하류의 암
각화에서도 예외적인 경우이긴 해도 보인다는 점에서 ‘고조선’ 또는 ‘부여’와 같은 특정한 주
민집단이나 국가에 한정시킬 수 없을 것 같다. 하바로프스크 일대는 전통적으로 고아시아족계
통(니브흐족)과 퉁구스족 계통(나나이 및 울치)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탑만촌
및 모아산의 인면상에 보이는 특징은 특정한 국가에 속한다기보다 그보다 시공적으로 더 넓으
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서로 많은 점을 공유한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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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권’(박경철 2004)으로 불리우던 동북지역 일대의 고조선, 부여, 고구려 등을 아우르는 집단
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사카치-알리안의 인면상은 모아산이나 탑만촌에서 지나
치게 멀리 떨어진 지역이다. 시카치-알리안의 유사한 인면상은 같은 암각화의 다른 인면상과
매우 이질적이며, 인면상의 위치도 다른 암각화에서 사뭇 떨어진 곳에 있다. 따라서, 이는 辟
邪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예맥문화권의 범위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

III. 동북아시아 일대의 인면상과의 비교검토
위 장에서는 탑만촌 출토의 인면상은 시공적으로 전기 고조선의 실체와 가장 인접하지만, 그
와 유사한 모아산 및 시카치-알리안 암각화 출토품을 감안할 때에 대체로 요동~송화강 유역
에 해당함으로 잠정적으로 예맥문화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 듯 하다. 나아가서 예맥문화권의
대표적인 인면상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러한 발표자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
야를 넓혀서 인면상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요동~송화강 일대를 중심으로 동쪽
으로는 옥저와 동예 등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연해주~두만강 일대의 환동해문화권(강인욱
2009b; 김재윤 2013)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내몽고 동남부~발해만 일대의 하가점상층문화권
이 있다. 또한 북방 초원지대에는 기원전 3세기대에 거대한 제국을 이룬 흉노문화권 등이 있
다. 이하 각 지역의 대표적인 인면상들을 살펴보자.

1. 환동해문화권
이 지역은 후기 구석기시대 이래로 동해안을 연접하고 백두대간으로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어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어 왔다. 특히 초기철기시대에는 옥저와 읍루세력이 이 지역을 양분하여
분포하여 독특한 문화를 이루어왔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인면상으로는 일제 강점기시절에 발
굴된 소영자 출토 비녀가 있다(강인욱 외 2009, 원색사진 3)(도면 5-1). 이 유물은 말각된 방
형의 얼굴에 좁고 옆으로 넓게 만들어진 눈, 넓은 코, 지그시 다문 입 등이 그 특징이다. 다음
으로 울주 반구대의 암각화에 보이는 역삼각형의 인물상 역시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 전반적인 얼굴의 윤곽과 비율, 코와 입의 표현등에
서 유사성이 보인다. 뼈와 돌이라는 재질의 특성에 따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성은 매우 크
다. 이외에도 소위 ‘아무르의 비너스’라고 불리우는 아무르강 하류 콘돈유적의 여인상을 비롯
하여 신석기시대에 토우들이 다수 출토된 바 있다(Okladnikov A.P., 1981 도면 27; 국립문화
재연구소 2006 도면 129, 131)(도면 5-4). 대체로 눈이 작고 광대뼈가 도드라지며 코가 낮게
표현되는 공통점이 보인다. 이와같은 환동해지역의 인면상에 보이는 일반적인 특징은 일찍이
오클라드니코프에 의해 지적된 바, 현재 이 지역의 소수민족인 나나이족의 예술품 및 형질적
인 특성과 유사하다. 이렇게 수천년간을 잇는 이 지역의 특징은 요동~송화강 일대의 인면상과
유사한 바도 있지만, 비교적 차이가 심하다고 생각된다. 아마 이러한 특징은 민족학 및 역사
언어학에서 분류하던 퉁구스(예맥)과 고아시아계통의 차이로 연관지어볼 수 있다.

2. 하가점상층문화와 발해만 일대
기원전 9세기경부터 번성하기 시작한 비파형동검문화와 그와 북쪽으로 이웃한 하가점상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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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인면 청동기가 몇 점 알려져있다. 먼저 십이대영자 1호묘 출토의 청동장식품은 계란형
의 얼굴에 동그란 눈과 도식화된 코와 입이 그려져있다. 다음으로는 소흑석구 유적에서 수습
된 음양검이 있다(靑松 1984)(도면 6-1). 비파형동검과 같은 검날에 합주식으로 병부를 만든
동검으로 그 병부에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앞뒤로 각각 남녀가 표시되었다. 그 밖에도
남산근 102호묘의 골판, 소흑석구 무덤, 적봉 출토 등에서도 거의 유사한 인면상이 확인된 바
있다(도면 6-3~5). 이 동검에 표시된 인물은 십이대영자 출토의 인면장식(朱貴,1960 도면
4-2)과 거의 흡사하다(도면 6-2). 소흑석구 유적은 하가점상층문화에 속하고, 십이대영자유적
은 발해만의 비파형동검문화 전기에 속한다. 십이대영자 유적에서는 하가점상층문화계통의 동
물장식, 마구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강인욱 2010). 그리고 발해만지역 비파형동검문화는 사실
적 동물문보다는 기하학적 무늬를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십이대영자 유적의 인면상은 하가
점상층문화에 유입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3, 몽골과 중국 북방의 흉노문화
사서에 따르면 흉노는 기원전 4세기경 거대한 국가를 형성하지만, 사실상 고고학적 유적은 대
체로 기원전 1~기원후 1세기에 집중된다. 탑만촌과 비슷한 시기인 기원전 5~4세기대의 흉노
인 인물상으로는 보스턴미술관(Boston MFA) 소장품으로

‘중국북방의 오랑캐 소년’이라는 제

목으로 머리를 땋고 호복을 입은 청동인물상이었다(도면 7). 북방 초원식 복식에 허리띠를 두
르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전형적인 북방 몽골인의 몰골이었다. 그 시기는 대략 기원전 4~3세기
인듯하였다.

이

유물은

19세기말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호였던

Maria

Antoinette

Evans(1845~1917)의 컬렉션 31976호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19세기 말에 미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물은 江上波夫(1950)에 의해 소개된 바 있다. 인물의 형태나 청동기,
그리고 의복상태로 볼 때에 대체로 한나라보다는 빠르니, 기원전 4세기를 전후하는 전국시대
라고 볼 수 있겠다. 현재까지 알려진 초기 흉노의 인물사에 가장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 하
지만 흉노라는 집단이 여러 민족집단이 연합되었던 만큼 중국 북방지역에서 토착적으로 유목
을 하던 羌, 戎狄, 東胡 등으로 불리우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후 기원전 1세기경에 거대한 고분이 몽골일대에 출현하는데, 이때가 사실상 고고학적으로
알려진 흉노의 시기가 된다. 고분에 부장된 펠트에 표현된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은 유럽인종
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1920년대 코즐로프가 발굴한 몽
골 노인-울라(몽골어로는 노용올)에서 발굴된 흉노 선우의 고분에서 출토된 실크에 새겨진 인
물상이다. 검은 머리에 콧수염에 오똑한 코 등 몽골로이드보다는 유럽인계통에 가깝다. 대체
적으로 학자들은 이란이나 중앙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에 가깝다고 보는 듯 하다.
그리고 최근(2006년)년에 러시아 발굴팀은 노인-울라 유적을 추가로 조사해서 그 중 20호 고
분군을 발굴했다. 2009년에 추가로 보고된 20호고분 출토 펠트에는 기마인과 함께 버섯을 들
고 의식을 진행하는 특이한 의식의 장면이 있다(도면 8). 이것을 러시아학계는 조로아스터교의
제의가 표현된 것으로 보고 그 인물들도 인도-아리안계통이라고 보았다.
같은 노인울라 20호무덤에서 발견된 수렵도가 묘사된 펠트제의 인물의 경우 조금 더 몽골로
이드적 특징에 가깝다. 이렇게 흉노가는 다양한 집단이 합쳐진 연합체라는 점은 그들의 예술
품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펠트의 경우 중앙아시아에서 제작된 것이 수입되었다고 보여진다.
흉노 이전에 알타이 지역에서 번성했던 파지릭문화에서는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수입한
펠트와 함께 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했던 증거가 확인되었다. 흉노 역시 기술과 장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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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유입되어서 자체적으로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흉노인의 인적구성과 관계없이 페르시아 지역 예술품의 특징을 잘 반영한 유럽인계통의 얼굴
이 더 많이 표현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이렇듯 흉노고분의 출토의 펠트와 양탄자에 묘사된 모습만은 흉노와 주변지역의 활발한 교류
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 흉노인의 실제 모습을 복원해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런 점에
서 보스톤 박물관의 청동인물상은 중국에서 제작한 청동기에 묘사된 북방 유목민의 모습이기
때문에 흉노 중심세력의 실제 모습과 더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보스톤박물관의 인물상은 머리
를 땋고 광대뼈가 두드러지게 묘사되었다. 또한 간략하지만 둥글게 표현된 눈, 뭉툭한 코와
간략하게 표시된 입 등은 소흑석구 출토 음양검의 인물묘사와 비교적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보스톤박물관 소장 청동인물상은 중국 북방에서도 연산산맥이나 내몽고 동남부
근처의 유목민계통의 모습일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싶다. 그렇게 보는 또 다른 근거로는 기원
전 4세기대의 중국 북방은 林胡, 樓煩 등 戎狄 집단에서도 특히 서북지역은 몽골인 뿐 아니
라 중앙아시아의 이란계 초원문화계인 사카인들이 유입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강인욱
2010). 기원전 4세기대에 중앙아시아에서 동물장식의 일종이지만 비현실적으로 뿔이나 부리가
과장된 괴수문이 특징적인 황금장식이 중국 서북방과 시베리아 일대에 널리 퍼진다. 이 사카
문화를 영위하던 집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고깔모자이다. 페르세폴리스 유적의 부조벽
화에 묘사된 사카인들의 고깔모자는 동쪽으로는 알타이의 파지릭문화, 신강성 실크로드의 초
원문화에도 널리 퍼져있는 이란계통 민족집단의 상징물이다. 그리고 이 고깔모자를 쓴 인물상
이 중국 서북부 감숙성의 서융(西戎)인의 고분유적인 甘肅 馬家塬에서 발견되어서 중국 내에
유입된 이란계 초원문화인 사키의 유입이 확인되었다(도면 9).
이상 흉노와 중국 북방의 초원계 인물상들을 종합하면, 중국 북방 장성지대를 중심으로 동편
의 동호 또는 산융계통, 서북지방의 융적계통이 서로 상이하며 흉노제국의 성립이후는 이란페르시아계통의 문물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인물상에도 큰 변화가 보인다. 이들을 곧바로 흉
노의 기층집단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여러 집단이 한데 어울려서 성립된 흉노제국의 특
성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IV. 결론
본 발표에서는 요양 탑만촌 출토 거푸집에 새겨진 인면상을 소개하고, 그를 동북아시아 여러
지역의 인면상과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탑만촌의 인면상은 청동기의 주조를 담당하던 장
인들이 주술적인 의미로 만들어서 무덤에 부장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존하는 유물 중 기원
전 6~5세기 경의 전기 고조선의 인물과 가장 근접하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또한 최근 소
개된 길림 모아산의 부여 얼굴과도 일맥상통하는 바 고조선과 부여의 문화적 계승관계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아울러, 이러한 인물상의 범위는 특정한 국가나 민족에 한정된다
고 보기 어려우며, 대체로 예맥문화권의 범위와 상통한다고 보여진다. 한국인의 원형은 결코
하나의 유물로 해결될 수는 없으며, 북방지역의 인물상 표현의 여러 전통들이 다양하게 조합
되어 발현된 것이다. 적어도 비파형동검을 제작할 당시에 넓은 광대뼈, 상투머리, 작고 둥근
입, 낮은 코 등의 형질적 특성이 형성되었다. 이 형태는 바로 비파형동검을 사용하던 사람들
을 상징하던 형태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부여의 모아산과 국립박물관소장 유물 등에서도 거의
비슷한 형태가 발견되었음은 고조선과 부여는 서로 이데올로기와 상징성을 공유했음을 의미한
다. 또한, 거의 비슷한 형태의 인물상이 하바로프스크 사카치-알리안에서도 발견되었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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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치-알리안의 얼굴은 같은 암각화에서 발견된 다른 얼굴(일명 해골마스크)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 바, 그 지역의 중심적인 인물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얼굴의 전체 암각화에
서 분포하는 위치로 볼 때에 辟邪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자료를 동북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확대해본 결과, 크게 환동해문화권, 중국북방~하가
점상층문화권, 몽골의 흉노문화권 등은 서로 다른 양식의 인물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재론하거니와, 어떠한 민족 또는 국가의 원형을 고고자료로 찾는 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각각 유물이 쓰이는 용도와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양한 유물들이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준다면, 그들의 혈연적 동질성보다는 상징 및 이데올로기의 동질성이 표
현될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고조선과 부여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은 그 의의가
크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 민족개념에 입각한 혈연개념과는 다른, 이데올로기 및 상징체계
의 공유라는 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얼굴상이 당시 사람들의 대표적인 얼굴로
확대해석되는 것 역시 경계해야할 것이다. 요컨대, 인물상은 민족의 기원내지는 원형으로 확
대해석하기 보다는 과거 문화체계에서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이념체계에 대한 접근의 증거
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더 가치를 두어야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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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발표(5분과)-4]

麗末ㆍ鮮初 三聖信仰의 실체와 의의

徐

序

永

大 (仁荷大)

言

고려 말~조선 초의 기록에는 三聖이란 신령이 등장한다. 나아가 삼성을 주제로 한 악보와
가사의 일부가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는 그간 국문학계에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1) 그러나 국문학계의 성과는 가사의 문학적 측면을 중시한 탓에, 삼성 자체를 구명하는
데는 소홀한 감이 있다.
삼성신앙은 고려 말~조선 초라는 한정된 시기에 등장했다가 기록에서 사라진다. 그렇지만
존재했다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삼성신앙은 한국 민속종교사의 동태적 이해를 위해 일고의 가
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삼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삼성의 실체를 밝히고, 나아가
삼성신앙이 한국 민속종교사에서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Ⅰ. 고려시대의 三聖信仰
三聖에 관한 기록은 1411년(太宗 11) 조선왕조의 국가제사[祀典] 개편 논의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관련 사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a 太宗十一年(1411)秋七月甲戌(=15日) 命禮曹 定德積ㆍ紺岳ㆍ開城大井祭禮 先是國家承前朝之
謬 於德積ㆍ白岳ㆍ松岳ㆍ木覓ㆍ紺岳ㆍ開城大井ㆍ三聖ㆍ朱雀等處 春秋祈恩 每令宦寺及巫女ㆍ司鑰
祀之 又張女樂 至是 上曰 神不享非禮 令禮官 博求古典皆罷之 以內侍別監 奉香以祀之(『太宗實錄』
卷 22)2)

1) 金東旭; <時用鄕樂譜 歌詞의 背景的 硏究> 《震檀學報》17, 진단학회, 1955:《韓國歌謠의 硏究》
을유문화사, 1961
鄭在浩; <時用鄕樂譜의 三城大王 小考> 《國語國文學論文集》5･6, 동국대, 1964
최용수; <시용향악보의 三城大王 연구> 《韓國詩歌硏究》9, 한국시가연구회, 2001.
2) 태종 11년(1411) 가을 7월 갑술(15일), 禮曹에 명하기를, 德積ㆍ紺岳ㆍ開城大井의 祭禮를 정하게 했
다. 앞서 국가에서는 前朝(=고려)의 잘못을 답습하여 德積ㆍ白岳ㆍ松岳ㆍ木覓ㆍ紺岳ㆍ開城大井ㆍ三聖
ㆍ朱雀 等處에서 春秋로 祈恩했으며, 그때마다 宦寺 및 巫女ㆍ司鑰으로 하여금 이를 제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女樂을 벌리기도 했다. 이때에 이르러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은 禮가 아니면 제사
를 歆饗하지 않으니, 禮官으로 하여금 널리 古典을 조사하여 이들에 제사를 모두 폐지하고, 內侍別監
으로 하여금 香을 받들어 이들 신을 제사하도록 하라’고 하셨다.(59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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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太宗十一年(1411)秋七月甲戌(15日) 遣注書楊秩于海豊 問前摠制金瞻 以三聖朱雀大國之神之祀
瞻對曰 ... 三聖則前朝忠烈王尙世祖皇帝女 請中國在南之神祭焉 蓋主水道禍福也 大國則中國北方之
神 忠烈王亦請祀之 昔周公作新邑 咸秩無文 右二神雖非其正 載在祀典 不可廢也 上曰 朱雀新設位於
時坐宮南 三聖亦倣厲祭之意 仍舊祀之(『太宗實錄』 卷 22)3)

사료의 1-a는 조선왕조 3대 왕 태종(在位 1400∼1418)이 1411년 7월 15일 禮曹에게 고려
왕조 이래의 德積ㆍ白岳ㆍ松岳ㆍ木覓ㆍ紺岳ㆍ開城大井ㆍ三聖ㆍ朱雀 제사를 재정비하라고 하
고, 특히 司祭者를 무녀ㆍ환관에서 內侍別監으로 교체하라고 명령했음을 전하는 것이다.
1-b는 같은 날 注書 楊秩을 禮制에 정통한 金瞻(1354~1418)4)에게 보내어 三聖ㆍ朱雀ㆍ大
國神의 제사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이에 대해 金瞻은 周公의 예를 이들 제사를 폐지하지 말
라고 하여, 결국 태종도 이들 제사를 存置하게 했음을 전하고 있다.
이상의 기록은 조선왕조의 禮制 개편 과정의 일단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왕조는 유교이념을
기반으로 성립한 만큼, 국가제도의 전반을 유교이념에 입각하여 정비해 나가고자 했다. 이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제사이니, 前朝 高麗의 국가제사에는 비유교적 요소가 많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사료 1-aㆍb도 고려왕조에서는 제사했지만, 三聖ㆍ朱雀ㆍ大國 등 유교 경전
에 언급이 없는 제사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1-aㆍb가 비록 조선시대 사료이지만, 이를 통해 고려시대
三聖信仰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三聖信仰은 고려시대부터 존재했다.
② 三聖信仰은 元 世祖(1260~1294)의 皇女가 고려 제25대 忠烈王(1274~1308)에게 시집오
면서 가지고 왔다. 원 세조의 皇女란 齊國大長公主(1259~1297)이며, 그녀가 忠烈王과 혼인한
것은 1274년(元宗 15)이다. 따라서 三聖信仰이 한국에 전래된 것은 13세기 후반이라 할 수
있다.
③ 三聖은 한국 固有의 神格이 아니라 外來神으로, 기원지는 중국 남방이다. 그리고 水道의
禍福을 주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水道의 화복이란 뱃길(항해)의 안전을 관장한다
는 의미인 것 같다.
④ 三聖은 왕실 차원의 別祈恩 의례의 대상으로 1년 2회 봄ㆍ가을로 정기제가 행해졌다.
그렇다면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비정기적 別祈恩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
다. 뿐만 아니라 김첨의 말을 빌면 삼성은 祀典에도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 바(1-b), 고려~조
선까지 국가제사의 대상이기도 했다.
⑤ 三聖 제사는 宦官이나 巫女에 의해 主祭되었으며, 제사 때 女樂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무녀가 主祭했다는 것이 이것이 비유교적 의례였음을 의미한다.
이중에서 三聖信仰이 齊國大長公主에 의해 전래되었든지, 三聖은 중국 남방의 신으로 水道
3) 太宗 11년 7월 갑술(15일), 注書 楊秩을 海豐으로, 前摠制 金瞻에게 三聖·朱雀·大國의 神의 제사를
물으니, 김첨이 대답하기를, “朱雀은 전조 때에 松都 本闕 南薰門 밖에 설립하고, 朱雀七宿를 제사하
였는데, 이제 漢京에서도 또한 옛곳에 제사함은 실로 불편하니, 다시 時坐宮 남쪽에 壇을 베푸는 것
이 가합니다. 三聖은 前朝 忠烈王이 世祖皇帝의 딸에게 장가들고 중국 남방에 있는 神을 청하여 제
사하였는데, 대개 水道의 禍福을 主掌하는 것입니다. 大國은 중국 북방의 신인데, 忠烈王이 또한 청
하여 제사한 것입니다. 옛적에 周公이 新邑을 짓고, 祀典에 없는 神도 모두 제사하였으니, 위의 2神
이 비록 바른 신은 아니나, 사전에 실려 있으니 폐할 수 없습니다.”고 했다.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朱雀은 새로 時坐宮 남쪽에 設位하고, 三聖도 또한 厲祭의 뜻을 모방하여
전과 같이 제사하라”고 하셨다.
4) 당시 金瞻은 이때는 閔無疾 형제의 餘黨으로 몰려 관직에서 쫓겨나 海豊에서 은거하고 있는 상태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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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복을 주관한다든지 하는 설명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다른 방증자료가 없다는 문제가 있
다. 그렇다고 현재 이를 부정할 다른 자료도 없다. 따라서 현재는 일단 이들 설명을 따르는
것이 옳겠다.

<그림 107>

『대동여지도』의 삼성당산1)

Ⅱ. 朝鮮時代의 三聖信仰
사료 1로 되돌아가면, 1411년 조선왕조에서는 大國ㆍ朱雀 등과 함께 三聖 제사를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전과는 달리 司祭者를 內侍別監으로 교체하고, 厲祭에 準해 제사하게 했
다는데, 이러한 점들은 三聖 제사의 방식이 유교식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태종 때의 사전 개편에도 불구하고 三聖은 存置되었기에, 이후에도 국가 차원에서 三聖 제
사가 행해졌다.
2-a
卷

太宗十六年(1416)五月丙辰(25日),

復行國巫堂與紺岳ㆍ德積ㆍ木覓ㆍ三聖祈禳祭(『太宗實錄』

31)5)
-b 世宗七年(1425)閏七月辛酉(24日), 兵曹判書趙末生、吏曹判書許稠等聞上疾增劇憂懼, 與諸代

言議, 欲禱于宗廟ㆍ山川 使吏曹正郞金宗瑞就問可否於領敦寧柳廷顯ㆍ領議政李稷ㆍ右議政柳觀 皆
曰: “宜速行祈禱。 前此國君有疾, 只祈于宗廟、山川。” 知申事郭存中曰: “社稷乃一國土神之主, 禱
5) 태종 16년(1416) 5월 丙辰(25일), ‘다시 國巫堂ㆍ紺岳ㆍ德積ㆍ木覓ㆍ三聖에 祈禳祭를 행하였다.’

- 172 -

於山川, 而不禱於社稷, 於義未盡。” 大臣皆曰: “可” 於是倣《金謄〔金縢〕》故事, 擇吉以大臣、近侍分
禱于宗廟ㆍ社稷ㆍ昭格殿ㆍ三角ㆍ白嶽ㆍ木覓ㆍ松嶽ㆍ開城ㆍ德積ㆍ三聖ㆍ紺岳ㆍ楊州城隍,

其祭文稱

領議政府事臣李稷等云云。 初, 大臣欲幷祈佛宇, 上聞而止之。 (『世宗實錄』 卷 29)6)
-c 世宗九年(1427)六月庚午(13日), 行祈雨祭于中央土龍ㆍ德津ㆍ紺岳。 又降香祝, 以巫祈雨于松
岳ㆍ開城ㆍ德津ㆍ三聖ㆍ紺岳等處(『世宗實錄』 卷 36),7)
-d 世宗二十五年(1443) 七月己未(6日), 禮曹啓: “近日旱災可畏, 請於興德ㆍ藏義ㆍ僧伽ㆍ開慶ㆍ
檜巖等寺, 令僧徒限得雨祈禱, 幷於明通寺禱之。 三角ㆍ白岳ㆍ木覓ㆍ松岳ㆍ紺岳ㆍ開城ㆍ德積ㆍ三聖
等處, 亦祈禱。 且有旱氣各道則祀典外靈驗山川, 亦令致祭, 又依董仲舒民旱祀門之法, 令京中各戶祀
門。” 從之。(『世宗實錄』 권 101)8)
-e 世宗二十七年(1445) 五月己卯(6日) 議政府據禮曹呈啓: “往年秋旱, 今年亦旱, 將來可慮。 古
者遇旱, 毋擧土功, 又師氏弛其兵, 又左右布而不修。 依此制, 停京外大小役事及不緊獄訟。 降香祝
于松嶽ㆍ開城ㆍ德積ㆍ三聖ㆍ紺嶽ㆍ摩利山等處祈禱。 且各道祀典所載外, 靈驗山川, 亦令所在官致祭
祈禱 又令各道人民(褧)〔聚〕祈里社, 京中大小各戶焚香祈禱, 三日而止。 又古制, 祭祀不懸, 乞客人宴
享, 樂陳而不作” 從之(『世宗實錄』 卷 108)9)

사료 2는 모두 국가의 비상시에 三聖에게 제사했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중 왕의 완쾌를 비
는 제사가 1회(2-b), 祈禳祭가 1회(2-a), 기우제가 3회이다(2-cㆍdㆍe). 그런데 2-a도 가뭄을
祈禳하기 위한 것인 바, 기우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三聖에게는 건강을 조절하고
강우를 좌우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즉 三聖은 한 기능만을 담당하
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화복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신으로 간주되었다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5 사례는 三聖 제사 중, 비상시에 행하는 비정기제를 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고려
시대의 경우로 미루어, 조선시대에도 三聖에 대한 정기제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三聖 제사는 어디에서 거행되었을까?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6) 世宗 7年(1425) 閏七月 辛酉(24일), 兵曹判書 趙末生과 吏曹判書 許稠 등이 임금의 병환이 심하였다
는 것을 듣고 걱정하여, 여러 代言과 의논하고 宗廟와 산천에 기도하고자 하여, 吏曹正郞 金宗瑞를
시켜 領敦寧 柳廷顯ㆍ領議政 李稷ㆍ右議政 柳寬에게 가서 可否를 물으니, 모두 “기도를 속히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전에도 임금이 병이 있으면 종묘와 산천에만은 기도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知申事
郭存中은 “社稷은 일국 토신의 으뜸인데, 산천에만 기도하고 사직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의리상 부
족한 일인가 합니다.” 하니, 대신들이 모두 옳다 하였다. 이에 金瞻의 故事를 본받아서 吉日을 가려,
大臣과 近侍가 나누어 宗廟ㆍ社稷ㆍ昭格殿ㆍ三角山ㆍ白嶽ㆍ木覓ㆍ松嶽ㆍ開城의 德積ㆍ三聖ㆍ紺岳ㆍ
楊州城隍에서 기도했다.
7) 世宗 9년(1427) 6月 庚午(13일), 기우제를 중앙 土龍ㆍ德津ㆍ紺岳에서 지내고, 또 향과 축문을 내리
고 무당을 시켜 松岳ㆍ開城ㆍ德津ㆍ三聖ㆍ紺岳 등지에 비를 빌었다.
8) 世宗 25년(1443) 칠월 己未(6일), 禮曹에서 아뢰기를, “近日 旱災가 매우 두렵사오니, 청하옵건대, 興
德ㆍ藏義ㆍ僧伽ㆍ開慶ㆍ檜岩 등 사찰의 승려들을 시켜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게 하고, 아울러
明通寺에서도 기도하게 하고, 三角ㆍ白岳ㆍ木覓ㆍ松岳ㆍ紺岳ㆍ開城ㆍ德積ㆍ三聖 등지에도 또한 기도
하게 하고, 또 旱氣가 있는 각도는 祀典 외의 靈驗이 있는 山川에 역시 致祭하게 하며, 또 ‘백성이
가물면 門에 제사지낸다’는 董仲舒의 말에 따라 京中의 各戶로 하여금 門에 제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9) 세종 27년(1445) 5월 己卯(6일), 議政府에서 禮曹의 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난해 가을에도
가물었고, 금년에도 가물어 장래가 염려스럽습니다. 옛적에는 가뭄을 만나면 土功을 하지 아니하고,
또 師氏가 군사에 대한 동원을 늦추며, 또 좌우에 펴고 닦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이 제도에 의하여
京外의 대소 役事 및 긴요하지 아니한 獄訟을 정지하고, 松嶽ㆍ開城의 德積ㆍ三聖ㆍ紺嶽ㆍ摩利山 等
處에 香祝을 내려 기도하게 하며, 또 각도의 祀典에 기재된 이외의 靈驗이 있다는 산천에도 그곳의
수령으로 하여금 제사하여 기도하게 하고, 또한 각도의 백성들로 하여금 里社에 모여 기도하게 하며,
서울 안 대소 各 戶에는 焚香 기도를 사흘 동안 하게하고, 또 옛 제도에는 제사에 乞客人을 달[縣]지
아니하고, 宴享에는 풍악을 진열만 하고 소리를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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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京畿道 海豊郡, 三聖堂在郡南【南準江華松嶽, 北準芚民達】(『世宗實錄』 권 148, 地理志)10)
-b 京畿道 豊德郡 祠廟, 三聖堂祠 高麗忠肅王六年(=1319) 畋于德水縣 怒海東靑及內廐馬之斃 命
焚城隍神祠 卽此(『新增東國輿地勝覽』 卷 13)11)

이 중 사료 3-a는 海豊郡에 三聖堂이, 3-b는 豊德郡에 三聖堂祠가 있었음을 전하는 것이
다. 그런데 海豊郡과 豊德郡은 같은 곳이다. 1442년(세종 24)에 海豊郡과 德水縣을 합친 것이
豊德郡이기 때문이다.12) 그러므로 三聖堂과 三聖堂祠도 동일한 곳을 가리킨다고 하겠으며, 명
칭으로 미루어 이곳이 바로 三聖을 제사하던 곳이 아닌가 한다. 또 三聖은 水道의 화복을 관
장한다고 하는데, 三聖당이 남쪽으로 바다 접한 海豊郡(豊德郡) 중에서도 남쪽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러한 추측을 더욱 뒷받침한다.
그런데 3-b에 의하면, 고려 27대 忠肅王이 1319년(충숙왕 6) 德水縣에서 사냥을 하다가 海
東靑과 궁중의 마구간에서 키운 말이 죽으니, 화가 나서 태워버린 德水縣 城隍神祠가 바로
三聖堂祠라 했다. 그렇다면 三聖堂祠는 고려시대부터 있어 三聖 제사를 거행하는 장소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3-b는 물론, 3-b의 原史料인 『高麗史』에 모두 忠肅王이 태워버린 것
은 三聖堂이 아니라 城隍祠라 했다.13) 그렇다면 1319년까지만 하더라도 三聖堂祠는 三聖이
아니라 城隍神을 제사하는 곳이었다가, 이후 어느 시점에서 三聖堂祠 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조선시대 기록에는 三聖巫堂의 존재가 보인다.
4-a 世宗六年(1424) 八月庚戌(8日) 戶曹啓 東西各品品銅差等收合: ㆍㆍㆍ國巫堂九觔, 前國巫堂
八觔, 松嶽巫堂八觔, 德積巫堂六觔, 三聖巫堂六觔, 內乘巫堂八觔, 紺嶽巫堂九觔, 巫堂一觔。 上經
師八觔, 副經師六觔。 前上經師六觔, 經師三觔。 外方官經師二觔, 經師一觔。 堂巫女二觔, 巫女一
觔ㆍㆍㆍ外方恒居三品以下各品及巫女業中, 各其道監司行移收納, 其中收自願納者, 亦皆收納。(『世
宗實錄』 卷 25)14)
-b 世宗三十二年(1450) 正月己丑(13日) 議政府據兵曹呈啓: “朝廷易換馬, 旣定以五千匹, 謹考丁
未年(1427, 世宗 9)例分定。ㆍㆍㆍ國巫堂, 中馬一匹; 前國巫堂二, 幷中馬一匹; 斜付巫堂六, 幷中馬
一匹; 松嶽、德積二巫堂, 幷中馬一匹; 內乘巫堂, 小馬一匹; 紺嶽巫堂, 中馬一匹; 三聖巫堂, 小馬一
匹; 件巫堂上等四, 幷中馬一匹; 中等六, 幷中馬一匹; 下等十, 幷中馬一匹。 上副經士, 幷中馬一匹;
前上經師二, 幷小馬一匹; 件經士八, 幷小馬一匹。 咸吉、平安兩界ㆍㆍㆍ” 從之。15)
10) 三聖堂은 郡의 남쪽에 있다【남쪽으로 강화ㆍ송악에 응하고, 북쪽으로 芚民達에 응한다
11) 京畿道 豊德郡 〇山川, 三聖堂山은 德水縣 남쪽 5리에 있다. 〇 祠廟, 三聖堂祠는 고려 忠肅王 6년
(=1319) 왕이 德水縣에서 사냥을 하다가 海東靑과 궁중의 마구간에서 키운 말이 죽으니, 城隍神祠
를 불사르게 했다는데, 바로 이것이다.
12) 『世宗實錄』 卷 96, 世宗 24年 6月 丁巳(28日); 海豐任內德水縣人仁順府尹李明德等 請合本縣, 改稱
豐德, 從之
13) 『高麗史』 권 34, 忠肅王 6년(1319) 8월 壬子 王畋 于 德水 縣 王 怒海 東 靑及 內 廐馬 之 斃 命 焚 城隍
神祠
14) 戶曹에서 啓하기를, “ㆍㆍㆍ國巫堂은 9근, 前의 국무당은 8근, 松嶽巫堂은 8근, 德積巫堂은 6근, 三
聖巫堂은 6근, 內乘巫堂은 8근, 紺嶽巫堂은 1근, 上經師는 8근, 副經師는 6근, 前上經師는 6근, 經
師는 3근, 外方의 官經師는 2근, 경사는 1근, 堂巫女는 2근, 무녀는 1근ㆍㆍㆍ외방에 恒居하는 3품
이하의 각 품관과 무녀의 業稅는 각기 해당 道의 감사가 공문을 보내어 수납하게 하고, 납입하기를
자원하는 자도 역시 모두 수납하게 하소서.”라 했다.
15) 世宗三十二年(1450) 正月己丑(13日) 의정부에서 병조의 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명나라에 무역
하여 바꿀 말은 이미 5천 필로써 결정하였사오니, 삼가 丁未年의 例를 상고하여 分定하기를, ㆍㆍㆍ
國巫堂은 中馬 1필씩, 前 국무당은 두 사람이 아울러서 중마 1필씩, 斜付巫堂은 여섯 사람이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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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4-a는 국가에서 前ㆍ現職 관리들에게 品銅을 거두면서 割當量을 배정한 것이다. 그
런데 여기에 國巫堂을 비롯한 각종 무당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에 三聖巫堂도 있어 6근(觔)
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三聖巫堂은 <집 堂>字로 말미암아 三聖堂祠와 같은 건물
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巫堂은 ‘巫의 神堂’이란 의미가 아니라 巫覡과 같은 말이다. 왜냐
하면 위의 사료에 國巫堂과 前國巫堂이 보이는데, 이 경우 巫堂을 神堂 건물로 해석하기 어
렵고, 前任 國巫와 現任 國巫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4-b 역시 明나라와 무역할
말을 전ㆍ현직 관리들에게 징발하면서 할당량을 배정한 것인데, 여기에도 三聖무당에게 小馬
1匹이 할당되어 있다.
그런데 三聖巫堂에게 부과된 량은 상당하다. 品銅 6觔은 현직 正ㆍ從4품의 할당량과 같고,
말의 경우 正ㆍ從4품 4사람이 中馬 1필인데 비해 三聖무당은 혼자서 小馬 1을 내도록 규정되
어 있다. 또 많은 무격들 중에서도 前ㆍ現職 國巫堂, 松嶽巫堂, 內乘巫堂 다음으로 부담액이
많다.
그렇다면 三聖巫堂이란 무엇인가? 또 왜 그렇게 부담이 많은가? 기록이 없어 상상에 불과
할지 모르지만, 三聖巫堂은 三聖堂祠의 專屬巫로서 三聖堂祠를 관리하고 三聖堂祠에서의 의
례를 주관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단 국가 차원의 의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에서 內侍
別監이 파견되어 유교식으로 거행하더라도, 그 밖의 대부분의 경우는 三聖巫堂이 主祭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올렸던 것이 아닌가 한다.

國
巫
堂

品
銅
말

9

前

松

德

三

內

紺

國

嶽

積

聖

乘

嶽

巫

巫

巫

巫

巫

巫

堂

堂

堂

堂

堂

堂

8
2

中 人,
馬 馬1 中
馬1

8

6

6

8

1

上

副

經

經

師

師

6

6

外

前
上

經

經

師

師

6

官
經

經
師

堂
巫
女

斜
巫

付

女

巫
堂

師
3

2

2

方

2

1

2

經
上

中

下

等

等

等

4

6

6

小

中

中

人,

人, 人 人,

中

馬 馬` 馬

馬

小

中

中

中

馬

1

1

1

馬

馬

馬

馬

1

1

1

1

1

1

師

1

人

小

件

件巫堂

1
0
人.
中
馬
1

8
人,
小
馬
1

이상에서 『朝鮮王朝實錄』의 기사를 중심으로 三聖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三聖 기록
은 1411년(태종 11)에 처음 나타난 이래, 1450년(세종 32)을 끝으로 『朝鮮王朝實錄』에서는

서 중마 1필씩, 松嶽과 德積의 2 巫堂이 아울러서 중마 1필씩, 內乘巫堂은 소마 1필씩, 紺嶽巫堂은
중마 1필씩, 三聖巫堂은 소마 1필씩, 件巫堂 上等은 네 사람이 아울러서 중마 1필씩, 中等은 여섯 사
람이 아울러서 중마 1필씩, 下等은 열 사람이 아울러서 중마 1필씩이고, 上經士ㆍ副經士 모두 중마
1필씩이고, 前 上經士는 두 사람이 아울러서 소마 1필씩, 件經士는 여덟 사람이 아울러서 소마 1필
씩이며ㆍㆍㆍ ”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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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三聖信仰이 1450년 이후 한국종교사에서 사라졌
다고 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3-b)『新增東國輿地勝覽』에 三聖堂祠에 관한 기록
이 보이기 때문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은 1481년(成宗 12)에 완성된 『東國輿地勝覽』을 여
러 차례 改修하여 1530년(中宗 25)에 완성한 것이다. 그런데 『新增東國輿地勝覽』에 三聖堂祠
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은 三聖堂祠가 1530년까지는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新增東國輿地勝覽』 다음의 全國地理志로, 1757(英祖 33)∼1765년경에 이루어진
『輿地圖書』 豊德府條 이후로는 三聖堂祠에 대한 기록이 없다. 따라서 삼성당사는 1530년부터
1765년 사이에 없어졌고, 이와 함께 三聖信仰도 한국종교사에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Ⅲ. 『時用鄕樂譜』의 三城大王
조선시대의 樂譜類인『時用鄕樂譜』에는 26수의 노래 가사가 井間樂譜와 함께 수록되어 있
는데, 그 중에 「三城大王」이란 노래가 있으며,16)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5-a 「三城大王」
瘴실가 三城大王
일실가 三城大王
瘴이라 難이라 쇼셰란
瘴難을 져차쇼셔
다 다리 三城大王
다 다리 三城大王
녜라와 괴쇼셔17)

16) 「三城大王」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李秉岐; 「時用鄕樂譜의 한 考察」 『한글』113, 1955: 『高麗歌謠硏究』(정음문화사, 1985)
金東旭;「時用鄕樂譜 歌詞의 背景的 硏究」 『震檀學報』17(震檀學會, 1955):『韓國歌謠의 硏究』
(乙酉文化社, 1961).
朴晟義; 「時用鄕樂譜 所載의 麗謠考」 『국어국문학』53(국어국문학회, 1971)
鄭在浩; 「時用鄕樂譜의 三城大王 小考」 『國語國文學論文集』5ㆍ6(동국대, 1964).
이태문; 「무가계 고려가요의 역사성과 사회성」 『고려가요의 문화사회학』(경운출판사, 1993).
이태문; 「무가계 고려속요의 사회적 기능과 의미」 『洌上古典硏究』6(열상고전연구회, 1993).
임재해; 「時用鄕樂譜 所載 巫歌類 詩歌 硏究」 『고려가요ㆍ악장 연구』(태학사, 1993).
하태석; 「巫歌系 高麗俗謠 硏究」 『어문논집』43, 민족어문학회, 2001
최용수;「시용향악보의 三城大王 연구」 『韓國詩歌硏究』9, 한국시가연구회, 2001.
신근영; 「시용향악보 소재 三聖대왕 고찰」『한국 무속 연구의 한 단면』, 민속원, 2005.
변지선, 「『時用鄕樂譜』 소재 〈三聖대왕〉 연구」, 2010
17) 瘴毒을 끊어 없애실까, 三城大王, 일을 빼앗으실까 三城大王, 瘴毒이라 재난이라 할진대, 瘴毒을 제
거하소서,
다롱디리 三聖대왕, 다롱디리 三城大王, 옛날보다 더 사랑하소서.(朴炳采; 『高麗歌謠의
語釋 硏究』, 국학자료원, 1994, 387~388쪽).

- 176 -

납씨가

<그림 108> 『시용향악보』의 삼성대왕

「三城大王」은 가사가 한글이지만, 워낙 古語여서 내용 파악이 쉽지 않다. 더구나 『시용향악
보』는 악보 제시가 목적인 만큼 가사는 1절만 수록하고 있어 삼성대왕에 대한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한다(「納氏歌」 서문). 그러나 「三城大王」은 瘴毒이란 질병 퇴치의 기원이 담긴 노래이
며, 三城大王은 瘴病과 관련되는 신이라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三城大王」을 거론하는 이유는 三城大王과 앞에서 언급한 三聖을 동일시하는 견해
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三城大王의 三城과 三聖은 한자 표기법이 다르다. 또 三城은 瘴病
神임에 비해, 三聖은 水道의 신이란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첫째, 三城과 三聖은 한국어로는 발음이 같다. 한국에서도 한자의 표기를 중시하지
만, 경우에 따라서는 발음의 같고 다름을 중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후자의 경우라면, 三城과
三聖은 同一 神에 대한 異表記라 할 수 있다.
둘째, 「三城大王」이 불리어진 시기와 三聖이 신앙되던 시기가 겹친다.『時用鄕樂譜』의 편찬
시기나 거기에 수록된 노래의 창작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렇지만 『時用鄕樂譜』의
편찬 시기는 빠르면 世祖 시기(1455~1468), 늦으면 宣祖 시기(1567~1608) 사이임은 확실하
다.18) 그리고 「三城大王」도 빠르면 고려시대부터, 늦어도 조선전기에는 불리어졌을 것으로 여
겨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三聖이 信仰되던 시기이기
도 한 만큼, 三城과 三聖은 같은 신일 가능성이 있다.
셋째. 三城과 三聖의 기능이 합치되는 점도 있다. 즉 三聖에게도 국왕의 치유를 기원했다는
사실(사료 2-b)은 三聖이 三城과 같이 治病의 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음을 시사한다.
넷째, 三城大王이 관계하는 瘴病은 중국 남방의 풍토병으로 말라리아의 일종인데, 삼성이
중국 남방의 신이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19)
따라서 三城을 三聖과 같은 것이라고 할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
기서도 三城을 포함시켜 三聖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18) 金明俊, 「解說」『時用鄕樂譜』(지식을 만드는 사람들, 2011), p.231
19) 竹田龍兒, 「越南における瘴厲について」 『西と東と』(汲古書院, 1985)
左鵬, 「漢唐時期的瘴與瘴表象」 『唐硏究』8(北京大學出版社,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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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三聖의 實體
三聖이 어떤 神인지에 대해서는 「三城大王」을 연구한 국문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예컨대 중국 傳來의 도교 계통 신이란 견해,20) 한국의 國祖인 桓因ㆍ桓雄ㆍ檀君 3代란 견해
등이 그것이다.21)

그러나 도교 계통의 신이란 설은 너무 막연하다. 또 단군 3대설은 三聖이

중국 남방에서 유래한, 水道의 禍福을 관장하는 신이란 기록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덕수현에
서 모셨다는 사실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료 1-b에
보이는 金瞻의 설명, 즉 삼성은 ①元의 齊國大長公主가 고려로 시집오면서 모셔온 신, ②중국
남방의 신 ③水道의 화복을 관장하는 신이란 조건에 맞으면서, 3이란 숫자를 충족할 수 있는
신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金瞻이 언급한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신으로는 媽祖가 있다. 媽祖는 인간 기원신이
다.22) 원래 唐末 宋初(9~10C) 福建 莆田縣 湄州嶼 출신의 林黙(960~987)이란 巫女로, 생전에
天機를 읽을 줄 알았고, 사람들을 간병하고 치료했으며, 특히 해상에서 조난당한 상인들을 구
제했다. 이러한 선행 덕분에 林默은 사후 신격화되었으며, 특히 해상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것
으로 여겨졌다. 媽祖信仰은 초기에는 복건 일대의 지방의 信仰에 불과했으나, 南宋 무렵부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분열로 말미암아 북방으로는 확산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元代로 오면서 해외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江南의 稅穀을 북방으로 운송
하는 漕運이 활발해짐에 따라 북방지역으로까지 분포가 크게 확산되면서, 媽祖의 항해신으로
서의 위상이 확고해졌다.23) 이에 따라 원나라 조정에 의해 여러 차례 봉작이 내려지는데, 대
표적인 것이 天妃이다.24) 그렇다고 한다면, ① 삼성은 뱃길의 안전을 주관했다는데, 媽祖 역시
해양의 여신인 점, ② 삼성은 중국 남방의 신이라 했는데 媽祖의 고향이 중국에서는 남쪽인
福建省인 점, ③ 원 공주가 媽祖신앙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媽祖신앙이 전국화한 것은 원대인
점 등에서, 媽祖는 金瞻의 조건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 고려시대에는 원과 육로 뿐만 아니라 해로를 이용한 교류도 많았다. 예컨대 고려에 흉년
이 들었을 때나 군량미가 필요할 때 해로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곡식을 실어온 적이 몇 차례
있었고, 고려의 쌀을 중국으로 실어간 적도 있었다. 마조신앙은 해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과정에서 마조신앙이 고려에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
다.
그리고 『 시 용 향 악 보 』 에 의 하 면 , 삼성대왕이 瘴을 물리친다고 했는데, 실제 고려에서는 실
제 장병이 유행했다는 기록이 있다.25) 그런데 장병은 중국 남방에서 유행한 병으로, 마조의
20) 鄭在浩; 「時用鄕樂譜의 三城大王 小考」 『國語國文學論文集』5ㆍ6(동국대, 1964), p.85.
21) 崔龍洙;「時用鄕樂譜의 三城大王 연구」 『韓國詩歌硏究』9(한국시가연구회, 2001), pp.261~269.
22) 媽祖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다.
李獻璋 媽祖信仰の硏究 (泰山文物社 1979);
朱天順 媽祖と中國の民間信仰 (平和出版社 1996)
李露露 媽祖神韻 (學苑出版社 2003);
馬書田․馬書俠 全像媽祖 (江西美術出版社 2006)
徐曉望 媽祖信仰史硏究 (海風出版社 2007)
蔡相輝 媽祖信仰硏究 (秀威資訊科技股肦有限公司 2007).
23) 劉月蓮, 「媽祖信仰與元代漕運」, 『元史論叢』(江西敎育出版社, 1999) pp.144~153.
24) 기록에 등장하는 최초의 봉작은 1278년 泉州神女를 ‘護國明著靈惠協正善慶顯濟天妃’로 봉했다는 것
이다(『元史』 권 10, 「世祖本紀」 至元 15년 8월 辛未). 그러나 이 기록의 사실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렇지만 다음의 1281년부터의 加封 기사는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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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인 복건지역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남방 기원의 질병을 남방의 신이 물리칠 수 있다
는 관념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 역시 삼성의 중심에 마조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媽祖는 하나의 신격이므로, 媽祖=삼성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媽祖를 중심으로
한 3位의 신이 1組를 이루는 경우는 몇 가지가 확인된다.

첫째, 媽祖[天妃]와 媽祖의 부속

신인 千里眼ㆍ順風耳을 合稱했을 가능성이다. 媽祖와 千里眼ㆍ順風耳를 묶어 三聖이라 한 용
례는 중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 媽祖[天妃]의 존재는 14세기 高麗王朝 사신들이 바다를
통해 중국을 왕래하면서 한국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26) 媽祖와 부속신에 불과한 千里眼ㆍ
順風耳을 同格으로 취급하여 三聖이라 했을 가능성은 적다.
둘째, 媽祖ㆍ용왕(媽祖의 보좌역)ㆍ小聖(용왕의 사위)이다. 이에 대해서는 1624년(仁祖 2)
洪鳳漢이 해로를 통해 명나라로 사행을 가면서27) 남긴 『花浦朝天航海錄』에 언급이 보인다.
즉 홍봉한은 조선을 출발하여

명의 長山島 서부 廣鹿島에 도착했을 때 거센 역풍을 만나 본

한은 天妃娘娘ㆍ용왕ㆍ소성 3위의 신에게 제사했고,28) 귀국길에도 이곳에서 이들 신을 제사했
다는 것이29) 그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삼성신앙의 수입 시기 보다 상당히 후대라는 점에서
삼성과 연결시키기가 주저된다.
셋째,

마조와 그의 여동생 두 명이다. 마조의 여동생 두 명도 언니를 따라 수련을 해서 신

이 되었다는 전승이 그것이다. 그러나 전승의 성립 시기가 미상이므로 여말ㆍ선초의 삼성과
관련짓기에는 주저되는 바가 있다
(* 三婆婆; 俞樾의『茶香室叢鈔』, 『遼陽海神傳』)
넷째, 남송대의 기록에 보이는 福建 지역의 三聖妃이다. 복건 서부지역 長汀縣에 三聖妃를
모시는 사당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1259년(寶佑 7)에 편찬된 『臨汀志』30) 권 13, 祠廟條
중에서 長汀縣 三聖妃宫에 관한 기사가 그것인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6-a 三聖妃宮，在長汀縣南富文坊 及潮州祖廟 靈惠惠助順顯衛英烈侯博極妃 昭贶协助靈應慧佑妃
昭惠協濟靈順惠助妃 嘉熙間創 今州縣吏運鹽網必禱焉31)

25) 『 高 麗 史 』 권 4 「 顯 宗世 家 」 - 顯 宗 9 년 (1018) 4 월 庚 午 黃 霧 四塞 凡 四日 京 城多 患 瘴疫 王 分遣
醫療之.
26) 朴現圭, 「高麗時代 媽祖信仰 接觸過程에 關한 考察」, 『韓中言語文化硏究』17(韓國現代中國硏究會,
2008) p.180~188.
27) 洪翼漢, 朝天航海錄 天啓 4년(1624) 8월 19일조( 國譯 燕行錄選集 Ⅱ, 166면)
28) 甲子年 天啓 4年 8월 19일 辛丑。晴。逆風猶壯。留李嵓居。張應泰具酒食折柬。送門子速之。辭以
疾不赴。午有緇髡。手持一卷來示。乃毛督府募令陀那。而卽吾東浮屠者。所謂勸善文也。新刱神宇于
島中云 。 而固請捨施 。 因令祈海甚懇 。 不獲已各出斗米遺之 。 玆豈求福田利益哉 。 上使仍問祭海事何
如。僧曰。祭海。莫重於天妃娘娘之神。次龍王之神。又次小聖之。神上使。曰所謂三神何神。對曰。天
妃。者玉皇之。女主玆四。瀆而龍王佐之。小聖者。卽龍王半子。三神喜則諸事吉。怒則凶。故凡行于海
者。欲其喜而不欲怒。致敬盡禮。上副使卽依其言。具紅段小軸。以泥金書神號。定其位次。藏于櫝置諸
座隅。備酒牲香幣。祭三神。上使製文告之曰。泊舟孤島。已經累日。驚浪拍天。片帆出沒。性命如線。
莫保朝夕。海路已半。雖荷神騭。前途尙遠。溟渤中截。風靳順便。木道斯阻。百口濱危。王事遲暮。肆
切悶迫。仰扣神明。神庶下鑒。諒此微誠。舟行絶島。凡具未備。酒沽于帘。牲易于肆。物雖菲薄。誠則
備至。勿嫌累瀆。亟彰盛德。千里皇城。一葦瞬息。五更頭。吾三人共祗事于岸上淨處.(번역은
國譯
燕行錄選集 Ⅱ, 166쪽)
29) 을축년 天啓 5년 三月 十九日。丁卯。 晴。鷄初鳴。與上副使往舡所。祭天妃，風神，龍王，小聖。
訖。因祭故使臣右參贊柳澗，參判朴彝敍，正言鄭應斗。(번역은 國譯 燕行錄選集 Ⅱ, 279쪽)
30) 開京元年(1259) (宋) 胡太初修，趙與沐纂.
31) Baidu閱讀版 『臨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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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하면, 長汀縣의 三聖妃宫은 嘉熙年間(1237~1240)에 창건되었는데, 여기에는 靈惠助
順顯衛英烈侯博極妃ㆍ昭贶协助靈應慧佑妃ㆍ昭惠協濟靈順惠助妃라는 3위의 여신을 모셨다고
한다. 그런데 첫 번째 여신의 靈惠 助順 顯衛 英烈이란 명칭은 각각 1156년ㆍ1189년ㆍ1205
년ㆍ1208년에 宋 朝廷에서 媽祖에게 수여한 封號라고 한다. 따라서 첫 번째 여신은 媽祖이
다. 그리고 같은 논리로 두 번째 昭贶协助靈應慧佑妃는 출산의 신으로 유명한 臨水夫人 陳靖
姑이며, 세 번째는 李夫人이란 신이다.32)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媽祖를 비롯한 3위의 신을
묶어 삼성이라 한 점이다.
그런데 媽祖와 臨水夫人를 포함한 삼위의 여신을 모시는 祠廟는 長汀縣 뿐만 아니라 비숫
한 시기에 福建의 仙游縣에도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림 109> 福建省 長汀縣과 仙遊縣의 위치(BAIDU 지도)

7-a ○ 三妃廟，在縣東北二百步。一順濟廟，本湄州林氏女，爲巫，能知人祸福，殁而人祠之，航
海者有祷必應，宣和间赐廟额，累封靈惠顯衛助順英烈妃，宋封嘉應慈濟协正善庆妃，沿海郡縣皆立祠
焉。一昭惠廟，本興化縣有女巫，自尤溪来，善禁咒术，殁爲立祠，淳熙七年赐廟额，绍興二年封順應
夫人。一慈感廟，即縣西廟神也。三神靈迹各异，惟此邑合而祠之，有巫自言神降，欲合三廟爲一，邑
人信之，多捐金樂施，殿宇之盛爲諸廟冠，俗名三宫
○慈感廟，在縣西一里，神姓陳氏，本汾阳人，生爲女巫，殁而人祠之。妇人妊娠者必祷焉，神功尤

32) 謝重光ㆍ鄒文淸, 「三圣妃信仰与三奶夫人信仰关系试析」,『文化遺産』2011-4(中山大學), p.116,
謝重光ㆍ藍靑, 「三圣妃信仰与三奶夫人信仰关系试析」, 『媽祖文化硏究論叢』1(人民出版社,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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验。端平乙未赐廟额 ， 嘉熙戊戌封靈應夫人， 寻加封仁惠顯淑广濟夫人， 宝祐间封靈惠懿德妃(『 仙溪
志』卷三 祠廟)。33)

이에 의하면 같은 福建이지만 長汀縣과 동서로 반대 방향의 仙游縣에도 三妃廟가 있어 順
濟廟에서는 항해의 神인 湄州 林氏女(=媽祖)를, 昭惠廟에서는 順應夫人을, 慈感廟에서는 陳氏
女(=臨水夫人)를을 모신다고 했다.34) 그렇다고 한다면 宋代에 이미 福建地域을 비롯한 중국
남부지방에서는 媽祖를 비롯한 3위의 여신을 合祀하는 전통이 있었고, 나아가 3위의 신을 總
稱하여 三妃 또는 삼성이라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현재 三妃를 신앙하는 곳
① 寧化 天后宮
② 尤溪 天后宮
③ 永泰縣 民間天后宮
④ 溫州 東頭 太陽宮
⑤ 麗水 夫人廟
⑥ 廣東省 河源市 天后宮
⑦ 臺灣 道壇35)
그런데 3위의 여신은 별개의 신으로 출발했고, 각각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합사가 되면서 媽祖와 臨水夫人은 자매라는 등, 3위의 여신이 혈연관계로 묶여지기도
하고, 또 기능의 혼합되기도 한다. 즉 長汀縣 같은 내륙지역에서는 媽祖가 助産神
으로 여겨지며, 仙游縣에서는 臨水夫人이 海上救難의 신으로 여기기도 한다.36) (나아가 마조
의 권위가 높아지면서 마조는 만능신이 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려말ㆍ조선초 한국의 삼성은 이러한 복건지역의 삼성 내지 三妃신앙이
전파되고 수용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삼성 각각의 기능이 혼합되면서 삼성신에게 질병
의 완쾌나 비를 비는 일도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한다.

Ⅴ. 三聖信仰의 의의

33) 『宋元方志叢刊』8(中華書局, 2006), p.8309
34) 鄭工, 「仙游三妃合祀習俗的歷史演變考略」, 『東南文化』1993-5(南京博物院), pp.143~148.
35) 葉明生, 「臨水夫人與媽祖信仰關係新探」, 『世界宗敎硏究』2010-5(中國社會科學院世界宗教研究所),
p.71~74.
36) 葉明生, 「臨水夫人與媽祖信仰關係新探」, 『世界宗敎硏究』2010-5(中國社會科學院世界宗教研究所),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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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豊德의 삼성당산이란 이름만 남길 뿐, 16세기 무렵부터 기록에서 사라진다. 이것은
기록의 누락일 수도 있지만, 삼성신앙이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로는 조선시대에
해양문화가 쇠퇴하면서 항해신의 필요성이 줄어든 탓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삼성은 성황
과 같은 다른 신격에 흡수되었을 가능성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민속종교사에서 삼성신앙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
다.
① 고려와 원과의 문화 교류가 활발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그 중에는 민속종교의 교류도
있었다. 고려의 무당이 원에 간 적이 있는가 하면, 원의 무당이 고려에 오기도 했다. 삼성신앙
은 원(중국)과 고려의 민속종교 교류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② 민속종교의 동태적 이해를 보여준다. 민속종교의 신격들은 오래 전에 성립되어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민속종교의 신격들도 정치적ㆍ사
회적ㆍ문화적 환경에 따라 부침한다. 삼성신앙은 바로 이러한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삼성과 함께 거론되는 것이 大國神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남선이 이슬람의 신이라 한 이래
몇 가지 견해가 제출된 바 있지만, 여기서는 함께 다루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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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발표 일정 ☜
사회 :

고운기(한양대)

강세황의 <도산도>와 성호 이익

1.이경화(서울대)
(13: 30～14: 20)

185

토론 : 유순영(한국예술종합학교)

2.유승민 (문화재청문화재 서화에 나타난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의 문인

취향

감정위원)
(14:20 ～15:30)

좌장 :
이화형(경희대)

186
토론 : 고연희(이화여대)

3.이현우(안산문화원)
(15:30 ～16:20)

안산‘둔배미놀이’의 보전·전승에 대한 소고

190

토론 : 서종원(단국대)
---------------휴식(16:20～16:30)---------------

4.고운기(한양대)
(16: 30～17: 20)

안산 문화콘텐츠 개발 시론

202

토론 : 김창현(공주교대)
조선반도의 영욕을 함께 한 안산의 미래 지향적인

5.이상준(인천대)
(17:20 ～18:10)

총평
마무리
안산시장 초청
만찬
공지사항

도시를 위한 제언

212

토론 : 홍영의(국민대)

사회자(한양대 고운기)
학회장 마무리 인사(인천대 이상준)

한양대 정문 앞 소담골(18:30 ～20:00)
* 숙소(한양대 ERICA캠퍼스 게스트하우스) - 한양대 ERECA캠퍼스 후원(일부 회원부담)
* 학술대회 2일차 학술답사 공지(총무팀) - 안산시 후원(답사 안내 및 차량, 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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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1]

강세황의 <도산도>와 성호 이익
이경화(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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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2]

檀園 金弘道의 文人趣向
유승민(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고려대 강사)
檀園 金弘道(1745~1805 혹은 1806)는 ‘畫員’이었다. 조선왕조에서 화원을 뽑던 관례대로 그
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화원으로 발탁되었고, 영조 후기부터 순조 초년기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임금을 위해 봉사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현감으로 實職에 나아가기도 했으며 커다란
명성을 얻었다. 비록 가난한 노년기를 겪고 몰년마저 명확하지 않기는 하지만 조선왕조를 대
표하는 화가로서 그의 위상은 매우 높다.
그의 위상이 높은 이유를 꼽자면 그 그림의 畫格이 높음을 우선 들 수 있다. 그는 특정한 스
승으로부터 그림을 전수받지 않았지만 타고난 재능과 환경의 도움 등으로 자신만의 특수한 양
식을 형성했고 이는 한국 회화사에서 커다란 봉우리로 꼽히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 받는
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인물됨이다. 조선 후기에 들어 화가들의 전기가 여러 종 쓰여지면
서 그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지는데 그 대부분이 몇 가지 일화로써
奇逸한 성품이나 특징적인 화풍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인 데 반해 김홍도에 대해서는 그 인물
에 관한 내용이나 찬양이 반드시 포함되는 바, 김홍도에 대한 당대의 인식에는 그의 수려한
외모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그의 수려한 외모는 ‘훌륭한 인품’의 外
現이라 여기는 인식에 기반하여 그를 설명하는 주요 요소다. 그리고 그 탁월한 예술적 성취와
인물 됨됨이는 김홍도를 여느 화가와 달리 평가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고, 이를 규정하는 개념
이 그의 ‘문인취향’이다.
현대에 들어 김홍도에 관한 연구들이 만들어 낸 ‘金弘道像’은 ‘文人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는
화원화가’다. 즉, ‘문인취향’은 김홍도를 다른 화원화가와 구별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질로 이
야기하며 거의 모든 연구자는 이에 동의한다. 그런데 그의 문인취향이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해 한번쯤은 점검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김홍도의 문인취향이 그를 규정하는 자질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동시대 혹은 그를 앞
뒤 시기에 활동했던 화가들은 김홍도와 달리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적어도 김홍도
를 전후한 시기의 조선회화를 보는 데 그 규정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먼저 김홍도의 문인취향을 규정할 외연부터 마련하기 위해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할 수 있다.
이들은 ‘김홍도 회화의 양식에는 문인의 취향이 드러난다’와 ‘자연인으로서 김홍도의 취향이
문인의 그것에 부합한다’이다.

1. 文人과 文人趣向
‘文人’이라는 단어가 계층이나 인간상을 특정하여 가리키는 개념어로 쓰인 것은 매우 오래되
었다. 고대에는 武人에 대응하는 개념이었으며 ‘雅士’와 함께 쓰이기도 했고, 지금은 글을 이
해하고 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을 지칭하거나 문필을 업으로 삼는 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
다. 개념에 변천이 있었던 만큼 그 개념사를 감안하여 접근해야 하는데 문필가나 학자, 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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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직업군으로 문인을 분류하고 규정하는 것은 18세기 후반 조선의 사회상과는 맞지 않
으므로 이 발표에서는 ‘글을 이해하고 문학적 소양을 갖춘’이라는 종차항으로 문인을 규정하
려 한다.

2. 김홍도 회화의 양식과 문인의 취향
김홍도는 그가 살던 시대에도 ‘풍속화’를 잘 그린다는 평가를 받았고 현전하는 그의 풍속화는
그런 평가가 사실과 부합함을 충분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애초에 ‘기록’이라는 공리적 목적이
앞선 풍속화는 문인의 취향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김홍도의 문인취향을 추출할 수 있는 회
화를 든다면 풍속화는 일차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크고 작은 산수화가 일차적 자
료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2-1. 산수화 구도와 필묵 운용
중국 오대와 북송시대 동안 산수화는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커다란 화폭에 대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주제로 한 산수화들이 청록과 수묵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작품들은 당대의 회화를 주도
했음은 물론, 이후 시대 회화의 전범으로 자리를 잡았다.
북송 시대, 대관산수로 불리우는 양식의 산수화는 남송시대에 이르러 중요한 형태를 추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화폭을 구성하는 구도에서 분명하게 보인다. 즉 주요 경물들이 화면의 일각
에 모이고 나머지 공간을 비워놓는 방식인데, 이 공간은 곧 ‘텍스트’가 자리하는 여백이 되었
고 이는 문학과 회화의 결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요소가 되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11세기 북송을 풍미했던 혁신적 사조인데 中唐 이후 古文 운동이 지향했
던 바를 이어 예술 전반으로 확산되었으며 여기에 큰 역할을 했던 이들이 북송 사대가로 꼽히
는 蘇軾, 黃庭堅, 李公麟, 米芾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소식의 ‘士人畵’라는 용어는 단
한번 사용되었지만 후대의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며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했던 이들이
‘서예’라는 분야를 높이 여기는 데 의한 ‘필묵법의 강조’는 문인의 그림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원대 이후 상층의 회화예술은 송대에 마련된 산수화의 형식과 문인들의
참여로 인한 필묵에 담긴 정신이라는 요소가 결합하되 이들이 서로 보완하는 형식을 지향하게
되었다.
김홍도의 산수화와 이에 준하는 형식의 그림들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여백과 경물의 포치, 필
선에서 보이는 用墨-潤渴과 濃淡의 조화나 氣勢는 그의 시대로부터 800여 년 전에 형성되어
오랜 세월동안 축적된 기법과 그 이론을 잘 반영하고 있다.
김홍도와 오랜 친분을 유지했던 혜환 이용휴에 따르면, 그에게는 스승이 없었다고 했지만 이
는 그가 無學임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법을 전수받아 고수하지 않고 다양한 고
법들을 익히고 그것을 체득하여 자신만의 기법으로 형성시켰음을 지적한 말로 이해할 수 있
다. 즉 김홍도는 자신보다 두 세대 앞서 태어난 겸재 정선이 그랬던 것처럼 고대의 전범을 착
실한 학습으로 자기화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천부적인 감각으로 표출하여 화면을 구성할 줄
알았던 것이다. 그 구성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화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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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는 그의 작품들 가운데는 구도나 필묵의 운용에서 독보적인 성취를 보이는 것들이 적지
않다.

2-2.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
중국의 글자, 한자는 그림에서 출발했지만 일찌감치 정신성[道]와 연관지어 인식되었고, 그에
따라 그 위상이 그림보다 우위에 있었다. 글씨는 곧 心懷를 담아내는 시문과 직결되었고 작자
의 서정은 물론 심성까지 드러낼 수 있는 요소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글씨가 그림과 결합하는
경향은 중국 남송시대 회화에서였고 시와 이미지의 이 같은 교차는 화면의 여백과 연관되어
그림에 풍부한 의미를 제공했다. 詩書畵 三絶은 그림의 공간이 글씨와 시를 담아냄으로써 현
실화되었고 심지어 그림이 텍스트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가능성까지 마련해 주었다.
김홍도가 남긴 그림 가운데 매우 수준 높은 詩境의 운치를 전혀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로 그 시에 내포된 意境을 시각화한 경우가 많다. 이는 조선후기 화원들에게 요구된 자질의
집적이라고 하기에는 그 탁월함에 다시 한번 높이 평가를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히려
여기로 그림을 그렸던 사대부 화가들보다 그림에 관한 기예적 자질이 풍부했던 김홍도의 작품
이 훨씬 더 감성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3. 김홍도의 취향
조선의 수많은 화원 가운데 김홍도가 남다른 점은 그 인맥이다. 그는 어린 아이 혹은 총각시
절부터 표암 강세황을 만나 그의 훈도를 받았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고, 훈도의 과정과 내
용은 전혀 알 수 없으나 김홍도가 강세황을 찾아 뵙던 시기의 강세황은 중년기를 거치면서 이
미 서화에 일가를 이루어 가던 중이었으므로 김홍도에게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은 충분
히 유추할 수 있다. 강세황뿐만 아니라 현재 심사정과 같은 대가로부터도 일정한 영향을 받은
것은 화가로 성장하려던 김홍도의 초년에 크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또 안산에서 세거하며 활동하던 남인, 소북계 문사와의 교유가 김홍도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의 학문 경향이 화풍에 영향을 준 부분도 있겠으나 문화 향유 형태 또
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근기 실학자로서 활약한 안산의 문인들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들의 실사구시적 학풍이 김홍도 회화의 사실적 요소와 연관되어 보이지만 그것 외에도 그들
이 자주 모여 시회를 열었던 사실은 중년기 김홍도가 사대부들의 모임에서 시를 짓거나 시조
를 읊는 형태의, 실질적 문인취향을 드러내는 데 역할을 했으리라 볼 수 있다. 이는 중년기의
김홍도가 안기 찰방과 연풍 현감을 지낼 시절의 행적에서도 잘 드러난다.
문인의 취향은 문학적 소양이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고 여기에 서예와 음률이 추가되는데 김
홍도의 경우는 이 모든 분야에서 수준급임을 살필 수 있다. 그에 관한 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음악을 이해하고 연주에도 뛰어난 면모는 탈속의 신선으로 그를 지칭하던 사
례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취향이 김홍도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는 이미
그보다 반세기 전인 18세기 전반기부터 문인사대부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던 소양이
었으며 김홍도의 시대에는 이전보다 훨씬 난숙한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 사실이다.

4. 김홍도의 문인취향과 문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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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의 성장과정에 18세기 조선 사대부의 문화가 강한 영향을 미쳤고 그 역시 그러한 영향
을 훌륭히 수용하여 당대 문인들과 어울리는 데 전혀 손색이 없으므로 그의 회화를 ‘문인화’
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의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문인 취향으로 판단할 때 동시대 사대부
회화와 동등한 위상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김홍도의 회화는 18세기 후반 조선 화원화의
확장된 양태로 해석하는 데 그쳐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들은 김홍도와 그의 회화의 위상을 가늠하는 데 포함되어야 할 것들이다. 김홍도
를 간단히 ‘화원화가’라고 하고 그의 그림을 ‘화원의 그림’이라고 지칭하는 데 그친다면 너무
많은 것들을 간과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특수한 환경이 있었으며 그 환경은 김홍
도 이전의 조선 회화를 규정하게 하는 환경과 달랐다. 가령 서얼에게 가해졌던 규제가 풀려
주요 관직에 서용된 사례가 있었으며, 부를 축적한 중인 계급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었
다. 이들이 담당한 문화적 임무는 그 이전 시대와 크게 달랐고 그 후대에 비해 월등히 생산적
이었고 활발했다. 김홍도는 이와 같은 환경의 수혜자였고 동시에 그 같은 양상의 대표격이다.
그의 그림 가운데 그 양상을 반영한 작품들은 이전 시대로부터 이어지던 조선회화 양태의 중
요한 사례이며 여기에 반영된 문인 취향은 당시 사회의 문화적 지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현
상적 요소이며 그 요소의 결합체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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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3]

안산‘둔배미놀이’의 보전·전승에 대한 소고
(현재 둔배미놀이는 ‘둔배미 배치기소리’로 연출되기도 한다)

이 현 우1)

Ⅰ. 들어가며
놀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명사] 1.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일. 또는 그런 활동.
2.굿, 풍물, 인형극 따위의 우리나라 전통적인 연희를 통틀어 이르는 말.3.일정한 규칙 또는
방법에 따라 노는 일. 유의어 : 오락, 위락, 유흥2)이라고 되어있다. 이 놀이라는 말 앞에 민
속을 붙이면 민속놀이라 하여 근대 이전부터 전래되는 민중들이 즐기던 놀이를 말한다. 통상
적으로 민속놀이는 연날리기, 줄다리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널뛰기 등의 오락적성향의 놀이
를 연상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의 하나인 농삿일이나, 고기잡이 일 등 옛 사람들은 놀이
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도 지금에 와서는 놀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이를 보전하고 전승해야
할 문화재로 여기고 있다. 지금처럼 민속놀이가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연출되어 일부는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보전되기까지 가장 큰 공로를 세운 것이 민속놀이경연대회이다. 각
시·도 대회를 거친 전국민속놀이경연대회가 해마다 열리면서, 여기에 출연할 작품을 경쟁적으
로 만들어졌다. 이를테면 모내기, 김매기 등 농삿일에 농요를 곁들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고, 숯굽는 일, 뗏목일, 고기잡이, 도당굿, 상례(상여소리, 회닺이소리) 등이 놀이라는 이름
을 붙여 대회에 참가하였고,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놀이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기
도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회라는 말 대신에 민속예술제라고 명칭을 바꾸었고, 지
나친 인위적인 연출을 막아보고자 출연인원도 8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200여
명까지 사람들을 동원하여 민속놀이를 연출하던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었다.
필자가 언급하려는 둔배미놀이도 초지동의 둔배미 마을에서 전승되던 어로요인 배치기소
리, 바디질 소리, 그물당기는 소리, 노젓는 소리 등과 신길동 능길마을에서 전승되던 농요 김
매는 소리, 어럴럴상사디야를 접목하여 인위적인 연출을 통해 탄생시킨 민속놀이이다. 연출은
남성들이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며 배치기소리와 바디질소리를 하고 마을에 남은 노인들과
여성들이 농삿일을 하며 농요를 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되었다.
둔배미놀이는 경기도 대회와 전국대회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두던 1980, 90년대와 달
리 2000년대에 와서 인위적인 연출과 지나친 인원동원을 반대하는 민속학자들의 주장이 강
해지면서, 2003년 제14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고기잡이와 농삿일, 어로요와 농요를 지나치
게 인위적으로 연출한다는 혹평을 받았다. 그 이 후 둔배미놀이의 최초 연출자였던 박해일
씨3)의 승낙을 받고 어색하게 집어넣었던 농요와 김매는 일을 빼고 어로요인 배치기소리를 주
제로 하여‘둔배미 배치기소리’로 재 구성하게 되었으며 그 때부터 필자가 연출을 맡게 되었
다.
1) 이현우(李鉉雨) : 1990년부터 현재까지 안산문화원 사무국장, 현 안산향토사연구소 전문위원, 안산
시사편찬위원, 안산디지털문화대전 집필위원 등 안산의 향토사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2) 네이버 국어사전
3) 국안인, 재담가로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의 예능보유자. 한국국악협회 안산지부장과 안산문화원
이사를 엮임했고 2007년 84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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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안산지역에서 세시풍속의 민속놀이를 포함하여 전승되고 있는 민속놀이는‘와리풍물놀
이’4)와 ‘둔배미놀이’뿐이며, 둔배미놀이의 배치기소리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전승되는 경기
배치기소리이다. 와리풍물놀이는 3,40대 젊은층에서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있으며, 관내 학교
와 연계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둔배미놀이는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전
혀 없어 이대로 간다면 10년 이내에 소멸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어 이의 보전·전승을 위
한 필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Ⅱ. 둔배미놀이의 역사적 배경과 예술적 가치
1. 둔배미놀이의 역사적

배경

안산의 옛 지명인 장항구현과 고사야홀차가 최초로 문헌에 나타난 것은 김부식의 《삼국사
기》(지리지)이다.‘獐項口縣 一韻 古斯也忽次5)’로 장항구현은 노루목곶, 고사야홀차는 직곶(直
串)6)의 의미를 가지며 바다로 들고 나는 포구가 지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사옹원분원(司饔院分院 : 일명 적길리 사리청)이 안산군 와리면 적길리(지금의 신길동)에 있
어 새우, 조기, 낙지, 게, 밴댕이, 농어, 준치, 숭어, 홍어, 굴, 민어 등의 해산물을 궁중으로
올려보냈다. 사옹원 안산분원에서는 토빙고(土氷庫)가 있었으며, 빙고에 채울 얼음을 얼리는
사철 샘이 솟는 논배미도 20여년전까지도 남아 있었다.
둔배미마을은 안산군 와리면(瓦里面) 포촌리(浦村里)라고 불리던 곳으로 후에는 원당리(元堂
里), 원포(元浦), 원당포(元堂浦)라고도 불리웠다가 1914년 안산군이 시흥군에 통합되며 시흥
군 군자면 초지리가 되었다. 1986년 안산시 초지동으로 개칭되었다. 조선시대 초지량만호7)가
있던 전형적인 어촌마을로, 초지진의 둔전병들이 있었으므로 둔배미, 또는 둔전병들이 농사짓
던 논배미가 있었다고 해서 둔배미로 불렸다고 한다. 후에 1955년 별망과 사리포구를 잇는
방조제의 준공으로 배가 드나들지 못했고, 1977년 안산신도시개발 공사로 80여호가 있던 마
을은 완전히 폐동되고 원주민들은 이주하였다.

4) 경복궁 재건 때 대원군이 농기를 하사하여 유명했던 풍물놀이(농악)으로 안산시 와동에서 전승되었으
나 거의 멸실되고 현재 안산문화원 부설단체인 와리풍물놀이보존회원 30여명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5)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지4 고구려
6)
7) 草之梁萬戶,초지진, 초지양령 : 중대선5척, 무군선4척, 장번수군 8명 좌우령 선군 616명 규모였
고 1656년효종7년에 바다가 얕아져 강화도로 옮겨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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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도 일부>

<안산군 지도 18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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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1990년 둔배미마을의 선주였던 故 주장성씨(당시 76세)에게 채록한 ‘대전내시에게
혼쭐난 윤판서와 안흥관찰사’라는 설화에는 당시 둔배미 어부들이 임금에게 진상하는 고기를
잡았음을 말해준다. 다음은 그 설화의 내용이다.
「둔배미에서 중선(重船)을 부리는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에게 뒷돈을 대주는 전주는 숙
종 때의 대전내시인 문 내시였다. 하루는 김선달이 고기잡이를 나가려고 채비를 하는데 동산골의 윤
판서가 갑자기 선유(船遊 : 뱃놀이)를 가자는 명을 내렸다. 윤 판서의 명이 워낙 지엄한지라 김선달이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참에 마침 문 내시가 휴가를 얻어 한양에서 내려왔다. 문 내시가 오지미(현 초지
동주민센터 앞) 고개에 올라서서 보니 배가 내일 나간다고 했는데 기가 하나만 꽂혀 있었다. 문 내시
는 김선달을 찾아 닦달했다.
당시 중선 한 척에는 어부 80여 명이 탔으며 식수를 비롯한 식량은 두 달 치를 실어 놓았었다. 그
런데 윤 판서의 명으로 뱃놀이를 가기 위해 준비는 물론이요, 뱃고사도 못 지내고 있다고 고했다. 문
내시는 대노하여 당장 윤 판서를 불러 들여 “고기잡이 나갈 배를 붙잡고 선유가 무엇이오!” 하고 호통
을 쳐 윤 판서의 사죄를 받았다. 당시 문 내시는 임금의 상투를 트는 현직 대전내시여서 윤 판서가 꼼
짝도 못했던 것이다.
또한 김 선달의 배가 연평 조기잡이를 마치고 충청도 안흥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물목이
좋은 관장목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으니 그곳 어부들이 안산 사람에게 좋은 목을 뺏겨 고기를 못
잡는다고 안흥관찰사에게 고해 바쳤다. 그리하여 안산 둔배미 어부들이 관아로 끌려가 고기를 빼앗기
고 볼기까지 맞고 돌아왔다. 이를 김 선달이 문 내시에게 알렸다. 문 내시는 곧바로 임금에게 아뢰었
고 임금은 “바다의 고기를 잡는 데 충청도니 경기도니 하고 사람을 따져 차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고 명하였다. 그리고 둔배미 어부들에게는 특별히 ‘나라 찬물선’이라는 기를 내려 주어 ‘임금에게 진상
할 고기를 잡는 배’라 하여 다시는 고기를 빼앗기거나 볼기 맞는 일이 없게 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둔배미마을은 예부터 어업이 성행하던 지역으로 바다에서의 무사고와 풍어를 위한
제사를 지내왔었다. 둔배미마을의 수호신은 뱀신인 긴대왕님이며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
를 모셨었다. 성어기가 되면 마을어부들은 화장만 배를 지키게 하고 선주를 비롯한 모든 선
원들은 목욕재계하고 당집으로 가서 만선과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소지를 올렸다. 모든 선원
들이 꽹가리, 북, 징, 태평소(호적) 등의 악기를 치며 배치기소리를 하였고, 출항을 하며 배위
에서는 선상배치기를 하였다. 노젓는소리, 그물의 고기를 퍼 올리는 바디질소리 등이 전승되
어왔다.

2. 둔배미놀이의 예술적 가치
둔배미놀이에는 안산지역에서 전승되던 경기배치기소리의 특성이 잘 나타있다. 연평도에서
전승되는 황해도배치기소리가 서도소리로 여리고 여성적인데 비해 둔배미 배치기소리는 남성
적이고 힘차며 소리가 다소 거친 것이 특징이다. 바디질소리, 그물질 소리도 마찬가지이며, 어
선을 이용한 바다에서의 놀이가 불가능하여 육지에서 배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 3.5t 트럭에
목재로 된 어선을 조립하여 덧씌우는데 배의 깃발이나 돛 등을 옛방식 그대로이다.
마치 어사화를 연상케하는 봉죽은 예술성이 짙으며, 만드는 기술과 기법도 옛날방식 그대로
잘 전승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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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둔배미 배치기소리와 바디질소리의 악보는 1991년 이소라8)씨가 채보한 것이고, 연평도
배치기소리는 2014년 임상규9)씨가 채보한 것이다. 채보하는 사람의 성향과 채보당시의 여건
이 다른가운데 각각 채보한 것이지만 서도소리인 연평도배치기와 경기소리인 둔배미배치기의
단순비교는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연평도배치기는 현재 경기민요나, 서도소리를 하는 국악인
들에 의해 많이 불려지고 있지만, 경기배치기소리인 둔배미배치기소리는 존재 자체를 국악인
들도 모르고 있다
2012년 10월 안산시립국악단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해돋이극장에서 둔배미놀이의 무대 공
연이 좋은 평가를 받아 둔배미배치기소리와 바디질소리가 국악관현악단과의 협연으로 처음으
로 무대공연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Ⅲ. 둔배미놀이의 보전․전승 현황
1.배치기소리의 발굴과 둔배미놀이의 연출과정
1986년 안산시 성포동에 예술인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서울에서 이주한 故박해일씨와 안산지
역의 향토사학자 故이한기씨가 1987년부터 안산지역의 농악, 농요, 도당굿에 대해 관심을 가
지고 조사하던 중 성머리(현 성포동) 도당굿과 어로요인 배치기소리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조
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평생 뱃일을 하며 살았는데 자손들까지 뱃놈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 성머리 원주민이며 어부였던 사람들이 채록을 거부하여 조사가 중
단되었다. 그러던 중 둔배미포구에서 선주였던 故주장성씨와 어부였던 故김석근, 홍봉산씨 그
리고 어부일은 해본 적 없지만 향토국악인으로 소리꾼이었던 천병희10)씨를 찾아내 배치기소리
와 바디질소리를 채록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88년 안산시 신길동 능길마을에서 전래되는 농
요 논매는 소리와 어럴럴상사디야를 故 김수옥씨를 통해 채록하였다.
1986년 안산이 반월출장소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매년 개최되는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안산시 대표로 출연할 민속놀이의 발굴이 대두되면서 1989년 둔배미마을의 어로요, 능길마을
의 농요를 조합하여‘둔배미놀이’라는 민속놀이를 탄생시켰다. 어선이 땅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4t 트럭에 목재로 된 배 모양을 조립하고, 덧씌어 어선을 만들었다. 풍성한 연
출을 위해 풍물놀이와 무용을 함께 연출하여 그 해 9월 7일 안산시청 뒷마당에서 첫 시연을
하였고 9월 9일 안양에서 열린 제6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2위에 해당하는 종합우수
상을 수상하였다. 1990년에 수해가 심해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가 개최되지 못하자 1991년
여수에서 개최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전년도 2위 수상팀이었던 안산 둔배미놀이가 경기도
대표로 출연을 하여 입장상과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 때 전국대회 수상을 목표로 120여명의
인원이 둔배미놀이에 동원되었는데, 원주민 30여명 외에 한양대학교 학생들, 부녀회 회원들,
전문 무용인들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민속놀이가 되었다. 하지만 전국대회 참가를 정점으로 둔
배미놀이는 그 참여인원의 규모가 급격히 줄기 시작하였다. 전국대회 참가 이후에는 행정관청
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 국안인과 무용인들도 모두 떠나버리고 안
산 토박이 원주민 5.6명을 포함해 60여명이 남게 된 것이다. 배치기소리를 할 수 있었던 주장
성씨를 비롯한 김석근, 홍봉산씨 등이 모두 차례로 세상을 뜨고 농요를 할 수 있었던 원로들
8)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전문위원
9) 안산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
10) 천병희 : 1950년대 안산와리풍물놀이패의 상벅구로 활동하다 1960년대부터 상쇠로 활동하였다. 열
두발상모를 잘 돌렸으며 안산지역의 농요와 상여소리, 회닺이소리등을 잘하고 특히 경기민요를 잘불
러 향토국악인이라고 부르며 2014년 현재나이 89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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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안산에서 유일하게 배호적(태평소)을 불던 강순만씨는 고령에
시력조차 잃어 거동이 불가능하다. 2003년 고양에서 열린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 했
으나 심사위원들로부터 어로요와 농요가 섞인 둔배미놀이 연출에 대해 혹평을 받았다.
발굴자이고 연출자인 박해일씨에게 필자가 양해를 얻어 둔배미놀이에 어색하게 끼어있던 농
요를 빼버리고 배치기소리, 바디질소리 등으로 새롭게 연출하게 된 것이 이 때 부터이다.
200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예능보유자였던 박해일선생이 타계하자, 둔배미놀이보존
회가 와해되었고 이를 다시 수습하여 2008년부터 안산문화원 부설단체로 만들어 관리하기 시
작하였다.
현재는 경기도 우수전통민속놀이로 지정되어 1년에 600만원의 전승지원금도 받기 시작하였
고 매년 성호문화제에서 년 1회 시연을 하고 있고,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경기도민속예술경
연대회에 안산시 대표로 출연하고 있다. 안산문화원의 소강당을 실내 연습장소로 이용하고 있
으며, 소품창고도 문화원내에 별도로 가지고 있다. 현재 60명의 보존회원 중 어부출신이나 둔
배미마을 출신은 한명도 없으며 안산 원주민도 다섯명 뿐이다. 나머지는 20여명의 와리풍물놀
이보존회 회원들과 70세 이상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자 15명 여자45명이고 평균연령
은62살이다

2. 전승계보
배치기소리는 둔배미마을의 중선(重船) 선주였던 故주장성씨와 어려서부터 어부일을 했던
김석근씨, 홍봉산씨에 의하여 이어져왔고, 이들의 소리를 채보하였다. 이들 모두가 타계한 이
후에는 천병희씨에 의해 겨우 그 명맥이 이어져 오다가 2008년경부터 차도열(50세), 성무제
(56세)와 이명수(71세)씨가 배치기소리와 바디질소리를 전수받아 활동하고 있다. 배호적은 차
도열씨와 이성호(60세)씨가 강순만씨의 배호적소리 녹음파일을 듣고 배워서 불고 있다.

매년

6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한 번 시연할 때 어선의 조립과 해체 등 자금이 많이 들
기 때문에 보조금으로는 1년에 한차례만 시연한다. 격년으로 시행되는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고 있으며, 많은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차도열씨가 보존회장으로 있다

3. 전승내용
1) 도당제
어부들이 고기잡이에 아무 사고 없이 만선하고 무사귀환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사하고
도당할아버지,도당할머니에게 제를 올리는 것이다. 선주와 선주부인을 선두로, 어부와 아낙들
은 떡시루와 음식을 성황당에 차려놓는다. 선주가 제관이 되어 잔을 올리고 재배를 하고 나면
도사공은 선원들을 대표해서 절을 올린다. 마을사람 중에 복덕이 있는 사람이 당주를 맡으며
대부분 만신이 도당제를 주도하고 당제가 끝나면 선주나 도사공에게 봉죽을 건네준다. 봉죽은
신성시되어 무술(巫術)적인 신통력이 있는 것으로 믿어왔으며 봉죽을 받은 선원들은 재수가
있어 만선을 한다는 믿음이 있어왔다 사공들은 성황당 산신기와 임장군기, 백기를 제각기 받
아들고 풍물을 치며 배치기소리를 하면서 배로 향한다.
2) 길놀이
어부들의 배치기소리와 풍물소리에 아낙들과 아이들, 노인들이 화답하고 합류하여 배를 향해
길놀이를 한다. 선주부인등이 용왕제를 모실 떡시루와 음식을 머리에 이고 배로 가고 선원들
이 배에 오른다 이때 부르는 배치기소리의 메김소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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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죽을 받었다 봉죽을 받어 / 도당할아버지한테 봉죽을 받어
(후렴 : 어- - 에, 에헤에 - - 흐 - -흐 - -흐아아, 에헤 흐아 오 –하요)
- 도당신령님 귀히 보셔 / 우리배에다 도장원 주신다
- 봉죽을 받었다 봉죽을 받어 / 도당할머니한테 봉죽을 받어
3) 용왕제 및 선상배치기
어부들은 들고 간 모든 기를 배위에 꽂고 배가 출항하기에 앞서 선상배치기소리를 한다. 돛을
올리고 나갈 때에도 배치기소리를 하며, 바람의 방향에 따라 노를 젓기도 한다. 어장에 도착
하면 용왕제를 모신다.
배치기 메김소리
- 안산바다에 널린 고기를 / 우리네 선민들 다잡아 올리자
- 연평바다에 널린 천량

/ 자치만 남기도 다잡아 들여라

- 재산더미에 닻을 주고 / 천량더미나 쟁기를 준다
- 배쥔 아주머니 정성으로 / 안산바다에 도장원 할걸세
- 나갈적에는 중군북이요 / 들어올 때는 승전북이라네
- 칠산바다 널린 재산 / 우리 중선이 다 잡아 올리세
4) 어부들의 행선
어부들은 배치기소리가 거의 끝날 무렵 그 소리와 장단에 맞추어 노를 젓기 시작하며, 서서히
노젓는 소리로 바뀌면서 그물 놓을 장소로 가서 용왕제를 모셨던 술과 돼지머리 등을 바다에
뿌린다.
배치기 메김소리
- 화장놈아 돛 올려라 / 물때가 늦으면 큰일난다
- 안산바다에 널린 고기 / 양주만 남기고 다 잡아 올리세
- 어기야 디어차 어기야 디야 / 빨리 저어라 어야디야
- 화장애야 밥지어라 / 배 고파서 노 못젓겠다
4) 만선귀항
바다로 떠났던 어부들이 배에다 만선오색기를 배에 꽂고 돗대에 봉죽을 높이 매달고 백포장을
둘러치고 풍물을 울리며 포구를 향해 들어온다.
바디질소리
- 어이야 바디야 / 어이야 바디야 / 이 바디가 뉘 바디냐 / 어이야 바디야
- 우리 배임자 / 어이야 바디야

/ 바디로다 / 어이야 바디야

- 달을 밝고 /어이야 바디야 / 명랑한데 / 어이야 바디야
- 바디질 하기가 /어이야 바디야 / 자미가 난다 / 어이야 바디야
- 화장아야 /어이야 바디야

/ 밥지어라 / 어이야 바디야

- 배가 고파서 / 어이야 바디야 / 바디질 못한다 / 어이야 바디야
바디는 그물에 담긴 고기를 배 위로 퍼 올릴 때의 어로도구로, 긴 장대에 그물형의 주머니
가 달렸다. 안산이나 인천 앞바다에서는 바디라고 하고 함경도에서는‘산대’, 동해안과 남해안
에서는‘가래’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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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동축제
배치기 소리와 풍물소리가 둔배미 포구에 가득차고 아낙들은 남편을 맞이하며 만선된 배에서
고기를 나른다. 고기를 나르는 작업이 거의 끝나며 배에서 내린 선원과 농민들이 배치기 소리
를 합창하며 놀이를 마친다.
배치기 메김소리
- 본당 성황님 귀히 모셔 / 우리 구지에 오색꽃 피었다
- 삼국 임장군님 / 우리배쥔 불러서 도장원 주었네
- 배쥔네 아줌마 정성덕에 / 일대동 만대동 도장원 했구나
- 오동추야 만시춘하니 / 우리배 기죽에 오색꽃 피었다
- 봉죽을 질렀다 봉죽을 질러 / 이물 고물에 쌍봉죽 질렀다
- 선머리쳤다 선머리쳤다 / 우리 사공이 선머리 쳤다
- 조기 비늘로 갓을 쓰고 / 술로다가 멱을 감고 떡으로다 팔메를 쳤다
- 오동추야 달 밝은데 / 새우 잡기가 재미가 난다
- 안산 앞바다 개시가 되면 / 우리배가 도장원 할걸세
- 어영차 더차 닻감아 싣고 / 연평바다로 돈실러 간다
- 이놈의 바람은 왜 안부느냐 / 바람이 불어야 노를 안젓지
- 에이야 에이허 / 손바닥이 다 부르텄네
- 님을 두고 떠나는 나는 / 가구싶어 가는줄 아나
- 돈실러 가세 돈실러 가세 / 연평바다에 돈실러 가세
- 암해 수해 맞춰노니 / 칠십발 그눌이 두둥실 낫떳다
- 내골에는 이름을 놓고 / 남의 골에는 명을 놓자
대동축제의 배치기 메김소리
- 배쥔 아주머니 인심좋아 / 냉수만 달래도 술을 퍼준다
- 아랫동 웃동 다 제쳐놓고

/ 가운데 동애서 선머리 쳤단다

- 한물거리엔 천여동이요 / 두물거리엔 만여동이이라
- 연평바다 만시춘하니 / 가지가지 봄빛이로다
- 배주인 아줌마 거동보아라 / 다리발 아래서 엉덩춤 춘다
- 배쥔 아줌마 인심좋아 / 막내딸 길러서 화장을 줬단다
- 앞바다 뒷바다 열두바다 / 스믈네바다 도장원일세
- 나갔던 우리배 돌아오니 / 안산 일경에 돈풍년 들었소
- 우리배 상고배 다들러 대더니 / 하라지에 백포장 들렀다
- 우리배 도사공 거동좀 봐라 / 도장원했다고 거들먹 거린다
- 이번 행선에 돈 벌었으니 / 부모 처자식 배불러 주세
- 우리배는 고기풍년 들판엔 오곡풍년 / 안산천지에 돈풍년 들었다

4. 놀이도구
둔배미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봉죽이다. 봉죽은 배의 깃대에 꽃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
해 꽂는 것으로 예전에는 만선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다. 예전에 사람들은 포구로 들어오는
배에 봉죽이 꽂혀 있으면 이를 보고 잔치준비를 하기도 했다. 봉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6개의
깃대를 준비한다. 깃대에는 임경업 장군의 기, 호랑이 그림 기, 상上자가 그려진 기, 소당아기
씨 기를 달고 나머지 2개의 기에는 아무 기도 달지 않는다. 각 기가 달린 깃대에는 짚으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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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을 달 수 있는 부분을 5군데 만들고 기가 달리지 않은 깃대에는 3군데를 만든다. 그리고
이곳에 종이꽃이 달린 대나무가지 13개를 꽂는다. 대나무 가지를 꽂는 부분은 총 26개를 만
들며, 종이꽃을 단 대나무가지는 338개를 만든다. 선주이며 어부였던 주장성씨가 작고한
2003년 이 후 현재 나이 89세인 천병희씨가 지금까지 제작을 하고 있다.
육지에서 놀이가 연출되기 때문에 트럭에 어선모양의 목재를 조립하여 고깃배를 만드는데 예
전에는 4t트럭을 이용했으나, 그 차가 단종이 되어 현재는 3.5t 트럭을 이용한다. 따라서 배의
길이도 전보다 2m 정도 짦아졌다. 트럭을 이용한 어선이지만 돛대가 2개이고 황토물을 들인
돛도 실제와 같이 올리고 내리고 한다. 깃발은 네 개를 꽂는데 범을 그린 호기(虎旗)는 배의
이물(앞머리)에 꽂고, 소당아씨기와 임장군님기는 고물에 꽂는 원칙을 따른다.
도당집은 조립식으로 만들고 바퀴를 달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으며, 안에는 도당할아버지
할머니 탱화가 각각 걸려있다. 놀이 시연시에 당집의 상차림은 소머리를 제외하고 시루떡과 5
색과일 등 옛 형식을 따르고 있다.

Ⅳ. 둔배미놀이의 전승방안에 대한 고찰
1. 경기도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한 전승
옛 어부들의 육성 녹음파일과 동영상파일 등을 보존하고 있고 이소라씨에 의해 채보가 되었
고 소리의 메김소리도 잘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시연(공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둔배미
배치기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3명으로 둔배미마을 출신이나 어부출신은 한명도 없으
며, 연령은 58세, 72세, 89세이다. 어부역을 맡아 배에 오르는 남성들은 10여명에 불과하고,
어촌아낙 역할을 하는 65세 이상의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3 ․ 40대의 어부역할을 맡는 남자들
은 직장출근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급적 공휴일을 택해 시연해야 한다. 어촌
아낙역을 맡은 여성들은 40여명으로 많지만, 대부분 70대 이상들이다. 또한 둔배미놀이 보존
회원들에게 보상은 없다. 한번 연습하거나 공연할 때 1만원씩의 교통비 보조를 문화원에서 지
급하는게 전부이다. 경기도와 안산시에서 600만원을 보조해주지만, 어선을 조립·해체 하는데
만 370여만원이 소요되므로, 년 1회 공연만 가능하다.

경기민요를 배우는 젊은 여성들과 사

물놀이 등을 배우는 젊은 남자들을 회원으로 영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더 이상 회원
수는 늘지 않으며, 매년 노령으로 타계하시는 노 회원들만 생겨나고 있다.
2013년에 둔배미놀이(둔배미배치기소리)를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녹음파일, 동
영상파일, 구술자료 등을 모으고 정리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천병희씨 개인으로 신청을 하였
기 때문에 둔배미놀이보존회 단체이름으로 재 신청하라는 경기도의 공문내용에 따라서 2014
년 7월 보존회의 이름으로 다시 신청을 한 상태이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전승되는 경기배치
기소리이므로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게 필자와 보존회 회원들의 주장이다.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면 현재 안산문화원이 있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번지의 문
화부지내에 둔배미놀이전수회관을 건립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상설공연도 현재 계획하고 있다

2. 안산시향토유적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닌 둔배미놀이
안산시향토유적조례 제2조 제1항에는 「문화재보호법 및 건조물법에 의거 문화재 및 건조물
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라
고 정의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유형,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등 향토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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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정한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다. 필자는 둔배미놀이가 안산의 민속문화로서 충분한 지정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존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경
기도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안산시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시에서 직접 보
존·전승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둔배미놀이의 축제에서의 활용, 청소년부 교육 등
안산시민의 날 행사에서 둔배미놀이가 시연된 것은 20여년전 일이다. 시민의 날 행사가 체육
행사와 공연행사 일색으로 바뀌면서 둔배미놀이가 시민들에게서 잊혀져가는 것은 당연지사이
며 둔배미놀이를 한번도 관람한 적이 없는 안산시민도 대다수이다.
현재 성호문화제에서 1년에 한번 시연되는 것 외에 안산시에서 행해지는 문화예술축제에서
둔배미놀이 시연이 이루어지기를 시 당국에 건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선이 움직일 수
있고 60여명의 보존회원들의 공연이 가능한 야외 운동장과 공연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
운 일이기도 하다.
2012년 10월 안산시립국악단의‘천년안산’이라는 기획공연시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해돋이극
장에서 둔배미놀이와 시립국악단의 협연으로 무대공연을 성공적으로 했던 것은 앞으로도 시민
의 날 행사 등에서 공연되어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2008년‘안산둔배미놀이의 교수-학습 방법 개발연구’11)초등학생들에게 둔배미놀이를 체험하
게 하기 위한 연구논문이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광범위하게 관내 초등교육과정에 적용되지 못
하였다. 또한 2000년대 초 천병희씨 등이 고등학교 풍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둔배미 배치기
소리를 가르쳐 본적이 있었지만 지속되지 못했었다. 관내고등학교 한 곳을 전수학교로 지정하
여 전수교육을 하는 계획도 다시 수립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봉사
활동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 외에 소액이나마 장학금의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명분이 더할 것이
다.

Ⅴ. 맺음말
‘둔배미놀이’와‘둔배미배치기소리’, 두 개의 명칭을 놓고 공연을 연출할 때마다 필자는 잠시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둔배미 마을에서 전승되어 오던 배치기소리를 바탕으로 연출하는 민속
놀이임에는 틀림이 없고 둔배미놀이라는 용어가 1989년에 민속놀이 연출자에 의해 만들어졌
지만 이 둔배미놀이가 생겨남으로서 둔배미마을에서 전래되던 배치기소리, 바디질소리 등이
보전되고 전승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고 박해일씨의 주장처럼 ‘경기배치기소리는’경
기도에서도 안산둔배미놀이보존회가 유일하게 그소리의 맥을 잇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둔배미놀이의 공연을 위해 회원들을 소집하면서, 이번엔 또 어느 어르신이 돌아가셨
을까 하는 무거운 마음이 들고는 한다. 더 이상 보존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며 특히
도사공의 역할을 맡아 메김소리를 할 소리꾼을 이 도시에서는 찾기 힘들다. 둔배미놀이의 보
전과 전승을 위해서 우리들도 계속되어야 하며 행정당국의 도움도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안
산시향토유적이나 경기도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참고문헌
안산시 《제6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용 팜플렛》1989
11) 장영신의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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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용 팜플렛》1991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안산시사》1999
장영신《안산 둔배미놀이의 교수-학습 방법 개발 연구》2008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안산시사》2011
덧붙임자료
《둔배미놀이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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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4]

안산시의 김홍도 브랜드 개발에 대하여
고운기(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1. 문제의 所在
2. 김홍도 브랜드 개발의 前過程
3. 브랜드 정립을 위한 컨설팅 프로세스의 설계
4. 컨설팅 사례 : 김홍도미술관의 경우
-----------------------------------

1. 문제의 所在
미래형 문화산업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안산은 새로운 브랜드1)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지역 발전의 완성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고유한 문화적 가치의 확산으로 구현되
기 때문이다. 지금의 안산은 여기에 취약하다. 안산은 수도권의 중요 산업단지로 비약적인 발
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굴뚝산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산시의 기본현황을 보면 이렇다.
- 면적 : 149.39㎢(경기도의 1.47%)
- 인구 : 759,756명(등록 외국인 44,971명, 2012. 7월말 현재)
- 행정구역 : 2구 25동(1,188통, 5,888반)
- 학교 : 205개교, 156천명
Ü 초등 54, 중등 29, 고등 22, 대학 5, 특수 2, 유치원 93
- 예산규모 : 10,864억원(2012년 본예산 기준)
- 재정자주도(자립도) : 70.1%(48.8%)
- 기업체수 : 8,204개 업체
한편 안산은 다양한 문화적 이미지가 공존하는 특수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부정
적인 이미지에 치우쳐 있으며, 대표성 있는 브랜드 가치가 전달되지 않아, 미래지향적인 단일
한 문화적 이미지의 수렴이 급한 형편이다. 안산에는 ‘화가 김홍도’라는 문화적 도시 이미지의
1) 홍유리는 브랜드가 “기원전 3000년 경에 ‘낙인찍다’는 뜻으로 하나의 상표로써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한글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 방안 연구」, 한양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8쪽) 한편
김유경․이현주는 도시 브랜딩의 목표를 “도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인 여러 세분화된 고객집단
(segment)이 해당 도시에 대한 선호도와 충성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도시 브랜드의
전략적 관리』, 한경사, 2013,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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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가 있다. 그러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인문학을 바탕으로 하는 진화된 미래 산업의 창출
요구에 부응할 정도가 되지 못한다.
안산시의 주요 문화 현황을 보면 이렇다.
- 문화예술기관·단체 : 단원미술전시관(단원기념관으로 개칭. 지금은 단원미술관), 안산문화
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경기도미술관, 경기창작센터, 정문규미술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회 안산시지부(안산미술협회 등 10개 문화예술단체 활동)
- 안산시 대표 문화인물 : 단원 김홍도, 성호 이익, 표암 강세황, 최용신
- 경기도 지정 문화재 : 청문당, 이익 선생 묘, 별망성지, 사세충렬문, 안탄대 선생 묘, 오
정각, 고송정지, 안산읍성 및 관아지, 한응인 영정 및 유물, 쌍계사 목조여래좌상, 대부광
산 퇴적암층
- 경기도 지정 문화재 : 청문당, 이익 선생 묘, 별망성지, 사세충렬문, 안탄대 선생 묘, 오
정각, 고송정지
- 안산시 향토유적 : 잿머리 성황당, 선부동 지석묘군, 강징 선생 묘, 김여물 장군 묘, 신점 선생
묘, 홍명원 선생 묘, 김류 선생 영정, 최정걸 장군 묘, 정언벽 선생 묘, 최혼 선생 묘역, 이인현 선
생 묘, 유석 선생 묘, 홍처윤 선생 묘, 정정옹주 묘, 윤강 선생 묘, 부계팔경도, 부계전도, 최용신
선생 묘, 홍정희 효자문, 대부도 자선비, 이경희 선생 묘
여느 지역 못지않은 문화유산이 유무형으로 존재한다. 특히 단원 김홍도, 성호 이익, 표암
강세황, 최용신이라는 걸출한 인물은 단단한 무게감마저 든다. 김홍도에다 ‘안산 15학사’라는
인문학적 바탕은 특히 그렇다. 15학사는 안산의 18세기 진보적 지식인 그룹이었다. 사실 강세
황을 필두로 하는 그들이 김홍도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2)
그러나 이 같은 소재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안산의 지역 문화원형 활용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제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브랜드 개발 소재로 김홍도를 지목하고, 그동안의 개발 경과를
살펴본 뒤, 미래적 브랜드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의 요목(要目)과 단원기념관에 적용한 실제 컨
설팅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김홍도의 미래지향적 정신은 단순한 천재화가 이미지를 넘어선 안산시 브랜드 컨셉 및 킬러
-콘텐츠의 고유한 재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2. 김홍도 브랜드 개발의 前過程
안산시는 1990년대에 김홍도 벽화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조각공원 조성, 전시관 운영
등의 지역 고유 문화자산인 김홍도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해왔다. 특히 최근에 김홍

2) 단원은 강세황으로 대표되는 안산 15학사의 모임 이름이었으며, 이들의 가르침과 영향을 받은 김홍도
는 단원을 자신의 호로 썼다. 현재 안산시 단원구 또한 여기서 이름을 따왔다. 다만 김홍도는 이 호
를 40대 이후 쓰기 시작했는데, 명대(明代)의 문인화가로서 인품과 문장에 뛰어났던 이유방(李流芳)을
흠모해 호를 따왔다고 말한다. “乃自號檀園。要余作記。余惟檀園。乃明朝李長蘅之號也。君之襲以爲
己有者。其意何在。不過慕其文士之高朗。繪事之奇雅而已。” (姜世晃,「檀園記,」,『豹菴稿』卷之四) “士
能常慕李流芳爲人。移其號曰檀園。請余爲記。”(姜世晃,「檀園記,又一本」,『豹菴稿』卷之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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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작품 ‘사슴과 동자’ 진품을 구매한 것도 김홍도를 안산의 고유브랜드화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또한, ‘안산시 김홍도 브랜드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김홍도 공원
으로의 명칭 변경 등, 김홍도 관련 브랜드화는 지속 중이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단원의 도시’ 안산 명명
- 명명일 : 1990. 11. 01.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전신 문화부)
- 단원의 도시 명명 배경 : 시, 서, 화의 세 가지 방면에서 뛰어난 이조시대의 화가 표암
강세황이 처가(현 안산시 부곡동)인 진주 유씨 집에 거주(25세~32세)하였고, 그 후 처갓집에서
5리 정도 떨어진 안산읍 시골집으로 이사하여 거주(32세~60세)하였다. 김홍도가 어릴 적 7~8
세라고 생각해서 강세황이 40세 가까이 되었을 무렵이다. 김홍도의 어린 시절이 안산이라고
하는 정도 이상을 알 수 없는 단계이지만 그 당시 정황으로 보아 강세황의 집 근처에 살았음
이 확실하며, 이 사실은 나아가 안산이 김홍도의 고향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아래 연구 중에 있
다.3)
□ 단원조각공원 조성
- 건립시기 : 중심광장 2001. 10.

/ 조각작품 설치 2003. 5.

- 위

치 :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5번지

- 면

적 : 66,116㎡(중심광장 3,872㎡, 78.5㎡)

- 주요시설 : 중심광장(조형분수), 조각작품 48점
□ 김홍도 벽화 및 홍보 사업
- 기간 : 1990. ~ 현재
- 내용 : 아파트, 담장 등 김홍도 벽화사업, 시내버스 정거장 김홍도 그림 설치, 한전 박
스 김홍도 그림 사업, 김홍도 호 구청 명칭 ‘단원구청’ 등
- 방법 : 민간, 공공기관, 안산시 등 대대적인 홍보사업 전개해 옴.
□ 안산김홍도축제 개최
- 기간 : 2003 ~ 2007(5회 개최) / 매년 10월초 3일간
- 장소 : 단원전시관 야외전시관
- 내용 : 대장간, 장터 체험 등, 단원 홍보관, 단원마당극 등
- 주최/주관 : 단원미술제조직위원회 / 단원미술제운영위원회
- 특이사항 : 정부의 축제 통폐합 등 추진에 의거 김홍도 축제 폐지
□ 단원미술대학 운영
- 기간 : 2007 ~ 2010
- 운영 : 서울예술대학교 위탁 운영
- 교육대상 : 시민 누구나 미술교육 희망자 선착순 모집
- 내용 : 단원의 삶과 예술, 단원 작품과 회화기법, 미술, 디자인 교육 등
3) 이 내용은 문화부에서 작성한 자료이다. 다만 지정이 아닌 우선 명명 단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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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도 진품 ‘사슴과 동자’ 구입
- 구입시기 : 2009년
- 구입가격 : 3억 원
- 구입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 최고가 가격입찰을 통해 구입
- 전시홍보 : 구입 하던 해 특별전 개최, 매년 1회 특별전 개최
- 보관 : 성호기념관 수장고
□ 단원전시관 운영실적
- 제1전시관 : 2001. 6. ~ 현재(금강주택 모델하우스 인수)
- 제2전시관 : 1999. 10. ~ 2012.

철거(삼용주택 모델하우스 인수)

- 제3전시관 : 1999. 6. ~ 2010. 10. 2. 철거(금강주택 모델하우스 인수)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5-6
- 내용 : 김홍도 영인본 상설 전시, 미술단체 등 미술작품 전시, 단원미술제운영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
- 연간 이용객 : 10만 명
□ 단원미술제 개최
- 기간 : 1999 ~ 현재 / 매년 10월경 개최 / 18일간
- 장소 : 단원전시관
- 내용 : 전국 그림 공모전, 서예공모전 등
- 주최/주관 : 단원미술제조직위원회 / 단원미술제운영위원회
□ 단원기념관 건립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727번지(노적봉공원 내 일원)

- 사업면적 : 5,758㎡(1,741평)
- 사업기간 : 2011. 1.

~

2013. 11.

- 총사업비 : 4,316백만원(국비 900, 도비 270, 시비 3,146)
이 가운데 단원기념관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안산시는 ‘지역경제 및 예술 활성화’로 요약되
는 기념관 설립 목적을 내세웠다.
다만 이 같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김홍도가 안산의 대표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며, 추
진된 사업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브랜드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다. 안산의 인문학
적 예술적 자산은 총량에 비해 인지도와 활성화 측면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
문이다. 안산의 인구는 이미 70만 명을 넘어 섰고, 그런 인구통계학적 역량과 국내 중소기업
의 80%가 집적된 첨단 산업의 중추도시라는 역량에 비해, 문화적인 측면은 매우 떨어져 있는
것이다.
사실상 공단 중심의 산업 기지 정도의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안산의 현재는 거시적
차원에서 도시 브랜드로서 부적합하다. 시민의 삶의 질 및 도시 역량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
에 대한 극복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화적 역량을 수렴해줄 원형으로서 김
홍도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브랜드 창출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

- 205 -

이다. 전략 및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어 지역의 문화원형인 김홍도를 특성화 시키면 특정 인물
이 브랜드가 되는 글로벌 문화도시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4)
결론적으로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자산(첨단산업도시)과 김홍도가 가지고 있는 고
유한

이미지(천재화가,

미래지향정신)의

교집합을

찾아,

문화

산업도시로

포지쇼닝

(Positioning)하기 위한 실질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 관광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 전략 수립을
통해서, 안산시 대표 관광 콘텐츠 개발 초석을 마련하여, 관광 콘텐츠를 통한 글로벌 문화산
업 도시로 도약하는 방안도 유효하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문화자산 구축으로, 미래형 문화
산업 도시의 원동력이 제공될 것이다.

3. 브랜드 정립을 위한 컨설팅 프로세스의 설계
(1) 안산시 브랜드 이미지 및 김홍도 관련성 조사
먼저 현재의 안산시 브랜드 이미지를 조사한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는 단계에서 출
발한다. 조사범위를 안산시 내부 및 외부를 포괄하여 내/외부 의견을 동시에 수렴하는 것이
좋다. 양적조사(설문조사)와 함께 질적조사(F.G.I)를 실시하면서, 유연한 질의 및 응답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의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성을 잡는 데 보조적인 자료로 삼는다.
다음으로 안산시와 김홍도의 연관성을 조사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
용하여, 일반 시민이 인지하는 안산시와 김홍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데, 이를 통해 브랜드
컨셉을 도출할 때 활용한다. 연관성 조사에서는 질적조사(F.G.I 및 전문가 인터뷰)를 더욱 심
도 깊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안산시와 김홍도의 교집합을 발굴, 브랜드化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안산 소재 김홍도 관련 문화원형 발굴 조사
김홍도와 관련된 안산 소재의 문화원형을 조사한다. 안산시 안에 존재하는 김홍도 관련 장
소, 시설, 그림 등 유/무형의 원형을 발굴한다.
김홍도에 관하여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이야기만 떠돌아다닌다. 안산과 김홍도의 관계가 깊
이 있게 다뤄지지 않거나 세간의 이목을 받지 못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출생지에
관해서 최근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홍도는 성포리(현재 성포동) 출신인데, 젊었을 때
호를 안산시 첨성촌 앞바다의 옛날 명칭인 서호(西湖)라고 한 점, 단원이라는 호 또한 안산의
문인 모임에서 따왔다는 점, 일동 근처에 김해 김씨의 세거지가 있었다는 점, 이용휴가 김홍
도에게 호를 지어준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5)
이런 주장에는 허점이 있다. 특히 이용휴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목이 그렇다.6) 그러나 새
로운 자료의 발굴에는 여러 구비가 존재하는 법이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4) 프랑스 아를은 고흐의 도시, 네덜란드 할렘은 화가의 도시이다. 안산시 대부도는 이를 위한 최적의 입
지를 갖추었다.
5) 유천형,「단원 김홍도 생거지 조사 연구」,『안산의 오상고절』, 안산문화원, 2004, 179-212쪽 참조.
6) 이에 대해서는 진준현,「서론:김홍도와 안산, 그의 회화 세계」, 『단원 김홍도』, 안산시, 2005, 6쪽에서
지적하였다. 그러나 진준현도 안산 출생설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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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의 원형을 조사한다. 관련 문헌 및 야사 등을 통해 지역문화콘
텐츠화가 가능한 스토리를 조사하고 발굴하는 것이다. 이 또한 사실의 증명이 관건이 되지만,
발굴된 스토리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스토리텔링을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치면, 소재로서
의 새로운 이야기의 틀을 갖춰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개최하는 학술 심포지엄은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브랜드 컨셉 소스 발굴에 안
산 15학사의 인문학적 배경, 김홍도의 예술과 진보적 시대정신이 밑받침을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학술적으로 두 주제에 대해 접근하여 미래지향적, 진취적인 정신을 찾아내어 일반조사 결
과에서 찾기 어려운 요소를 발굴하여 적용한다.

(3) 유사 브랜드 도시 사례 조사
유사 브랜드 도시 사례를 조사한다.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인물(화가)’이 도시 브랜드의 정
체성이 된 관련 콘텐츠의 사례를 조사하고 성과를 분석한다.
예를 들어, 고흐의 도시인 프랑스 아를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정체성, 브랜드 스토
리, 콘텐츠 등을 분석하여 ‘화가’의 ‘무엇’에 대하여 벤치마킹 요소를 도출한다. ‘요하네스 베
르메르’라는 화가와 그림을 바탕으로 도시 브랜딩이 우수한 사례인 ‘네덜란드 텔프트’의 경우,
중점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일정 요소를 도출하여 안산시와 김홍도에 맞춤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설
내에서도 베르메르 대 베르메르

7)라는

Girl in Hyacinth Blue 가 나오고, 국

작품이 나올 정도로 확산력이 아주 강했던 사례였다.

김홍도의 그림 또한 오주석의 해석이나 소설 등8)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안산시에서 공간적 선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국내의 다른 지역 가운데 김홍도 혹은 화가를 원형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도시 브
랜딩이 진행 중인 지역을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김홍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
로 문화 사업을 추진 중인 충북 괴산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경쟁력 분석이 추진되어야 한다.
충북 괴산의 경우 ‘김홍도 거리 조성’, ‘김홍도 기념관’ 조성 등을 통해서, 김홍도와 관련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브랜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9) 그러나 안산에 비해
김홍도와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기존 안산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화 요소가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경쟁 지역과 차별화 및 우위요소 도출을 위해 SWOT 분석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
안이 될 수 있다.10)

(4) 컨설팅-밴드(Consulting-Band)를 통한 김홍도 관련 브랜드화 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관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미지
7) ‘진주 귀고리 소녀’와 ‘화가의 아틀리에’로 유명한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오하네스 베르메르를 위작한
가브리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우광훈의 장편소설이다.
8) 오주석,『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 솔, 2003.
9) 괴산군에서는 2011년 2월, 괴산군 연풍면에 김홍도 거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 거리 일환으
로 조선 중기 연풍현감을 지낸 김홍도의 자취를 엿볼 수 있는 김홍도 거리를 고안한 것이다. 2012년
3월에는 기념관 건립과 거리 조형물 조선계획을 발표하였다.
10) 앞서 밝힌 것처럼 특히 안산은 대부도라는 좋은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다. 대부도 미술 거리 조성을
위한 조사 분석이나, 경쟁도시 대비 우위선점을 위해 대부도 활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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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문화원형 조사, 경쟁력 조사 결과를 하나의 매트릭스로 정리한다. 매트릭스를 마케팅 컨
셉 도출에 대입하여 이미지 조사를 소비자 분석, 문화원형 조사를 자기 분석, 경쟁력 조사를
경쟁지역 분석으로 진행한다. 그 결과 강점 및 기회요소가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 포
지셔닝 맵(Brand Positioning Map)을 작성하고, 안산시 특성에 맞는 속성 및 편익 개별적 브
랜드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현재 안산시로서는 산업역량인 공단을 바탕으로 하는 공업도시, 첨단도시 이미지에 시너지
를 줄 수 있는 컨셉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자칫 서둘러 문화도시 이미지를 위해 새로운 컨셉
을 통해 모든 것을 바꾸려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쉽다. 현재의 안산 브랜드 이미지의 긍정
적인 측면을 배가시키고, 다소 부정적인 측면을 쇄신하는 브랜드 컨셉 곧 온고지신(溫故知新)
형 브랜드 컨셉의 도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밝힌 것처럼 김홍도를 바탕으로 하는 사전 조사/분석을 통하여 ‘미래지향’과 ‘시대를
앞서가는’ 등의 이미지와, 현재 안산의 ‘첨단도시’, ‘미래산업도시’ 등의 이미지의 교집합을 찾
아내어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곧 김홍도의 도시 안산을 만드는 과정과 동시에 ‘도심 속 문화
도시’, ‘산업과 예술의 공존도시’, ‘ArfacTory(아트와 공장의 합성어, 예술공장,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도시) 안산’과 같은 브랜드 컨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5) 김홍도 관련 브랜드化를 위한 활성화 방안
이제 포지셔닝 맵을 통해 구축된 브랜드 컨셉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이 수립될
단계이다.
여기서는 안산시의 새로운 정체성 및 김홍도를 매력적으로 어필 가능한 킬러-콘텐츠 개발
방안이 나와야 할 차례이다. 기존 안산시에서 김홍도 관련 사업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김홍도 미술대회 같은 기존 콘텐츠 재활성화 방향이 수립되어야 하고, 새로운 안산의 브
랜드 정체성 정립을 위한 문화콘텐츠 곧 ‘공단지역 김홍도 거리벽화’, ‘안산 도심-투어 게임
어플리케이션 개발’, ‘김홍도 체험 전시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동참이 가능하
고, 미래 지향적 성격의 콘텐츠이다.
또한, 사전 조사에서 스토리텔링 원형 발굴 및 컨설팅을 통해서, 김홍도를 활용한 애니메이
션 제작,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 학술 연구 및 자료 수집 사업,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 상품 사업 등이 따라 온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실행이 가능한 활성화 방안의 수립이 긴요하다. 컨설팅을 위한 컨설팅이
아닌, 지자체의 의지를 바탕삼아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콘텐츠 개발 방안을 말한다. 예를
들어, 김홍도 풍속마을 조성, 김홍도 상징 조형물 설치, 김홍도 선발대회 등은 어떨까. 중요한
것은 향후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수행 가능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향이다.

(6) 안산시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 방안
마지막으로 안산시 신규 브랜드 컨셉 및 킬러-콘텐츠 홍보 방안의 수립 단계이다. 먼저 킬
러-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홍보 방안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ATL(Above The Line)을 포함
한 IMC 차원에서의 안산시 브랜드 가치 전달 방안, 특히 브랜디드 콘텐츠(Branded
Contents)를 활용하는 홍보 전략 수립으로, 관련 콘텐츠 자체가 광고가 될 수 있는 홍보 전
략 및 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앞서 소개한 활성화 방안 수립의 ‘김홍도 애니메이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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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브랜디드 콘텐츠 측면에서 콘텐츠 자체가 홍보 방안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와 같은 컨설팅 프로세스(Consulting Process)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컨설팅 프로세스(Consulting Process)

4. 컨설팅 사례 : 김홍도미술관의 경우
김홍도를 브랜드화 하면서 가장 주저하는 부분은 김홍도와 안산의 연관성이다. 김홍도의 생
애가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데다, 안산에서의 거주 기간 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산
을 ‘단원의 도시’로 명명하던 1990년대부터 ‘언제 어느 곳에서 태어났는가, 스승과 제자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단원이 화원이 된 때는 언제인가, 단원은 왜 현감 직을 버렸는가, 단원
은 언제 세상을 떠났는가, 단원의 묘지는 어디에 있는가’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때마다
안산은 늘 소극적인 자세로 바뀌고 말았었다.
그러나 안산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기된 문제가 그동안
연구를 통해 많이 밝혀졌고, 안산 거주에 관한 한 다음의 두 자료가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
기 때문이다.
[1]

余與士能交。前後凡三變焉。始也士能垂齠而遊吾門。或奬美其能。或指授畫訣焉。

中焉同居一官。朝夕相處焉。末乃共遊藝林。有知己之感焉。―<단원기(檀園記)>
[2] 金察訪弘道字士能。童丱而遊余家。―<단원기(檀園記) 우일본(又一本)>11)
김홍도의 스승인 강세황은 <단원기>라는 같은 제목의 글을 두 편 남기고 있다. 김홍도가 단
원이라는 호를 쓰면서 그 기(기)를 부탁했을 때였다. 아마도 안동 부근의 안기역 찰방을 하던
1784~1786년 사이에 쓴 글로 볼 수 있다. 그의 나이 40~42세에 해당한다.
자료 [1]에서 강세황은 김홍도가 어려서부터 자신의 문하를 드나들었음과 같은 관청에서 일
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림과 관련된 것이다. 자료 [2]에서도 어린 시절 자신의 집에서 놀았음
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문하나 집이란 강세황의 안산 거주 시절을 말하는 것
11) 姜世晃,「檀園記,又一本」,『豹菴稿』卷之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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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어린 시절, 처음 붓을 들던 때의 거주란 한 사람의 인생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비록 그가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이만한 인연을 맺은 지역이라면 그에 대해 강력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상하지 않다. 나이가 든 다음, 안산을 떠나 벼슬살이와 작품 활동을 병행한 그의
생애는 고향의 어떤 원풍경에 기반하는지 흥미로운 분석이 기다린다.
이에 따라 생긴 대표적인 김홍도 관련 사업이 김홍도미술관의 건립12)이다.
김홍도미술관은 가건물로 있던 단원전시관의 용도 폐기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부터 시
작하였다. 서해안 지역의 역사인물 및 영웅마케팅을 활용한 관광자원 발굴과 여기에 문화예술
성 가미한다는 목적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아가 안산 고유의 문화예술행사와 연계한 관광
상품의 확대까지 기대하였다. 기존의 단원미술제, 국제거리극축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한 관광상품화로 문화와 관광의 시너지효과가 제고된다는 전망이었
다.
요컨대 “안산의 대표 문화인물 조선시대 풍속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기념관 건립사
업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 활성화 도모”한다는 목적 하의 단원미술관 건립은 다음
과 같은 사회 문화적인 파급효과를 예상하였다.
㉠ 지역경제 및 예술 활성화
㉡ 문화예술 욕구 충족
㉢ 지역문화예술 기반 발전
㉣ 문화예술 및 관광관련 산업 발전
㉤ 지역 자긍심 고취
㉥ 지역정체성 제고
개관 이후 이 미술관은 전시(상설/기획), 교육/체험, 단원미술제를 3대 축으로 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2013년부터 학술심포지엄을 열어 학문적인 온축까지 더해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13)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위에 제시한 파급효과가 충분히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상
예상한 파급효과란 어느 도시 어느 문화계라고 다를 바 없는 희망이다.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
게 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인력 그리고 축적되는 방법론이 관건이다. 이에 현재 상태에서 미
술관이 진일보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를 제안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미술관으로의 변화이다.
현재 단원미술관에는 정작 단원의 그림 진본이 거의 없다. 미술관으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다. 그렇다고 이를 사들이는 데 드는 막대한 예산을 감안하면, 이른 시기에 어떤 성과가 나타
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영인본관에서 씨름, 무동 등 김홍도 대표 작품 33점을 보여주는
‘단원 김홍도 영인본 전시’를 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 고민의 저편을 말해 주고 있다. 그렇
다면 디지털의 여러 방식을 활용한 전시관의 구성은 생각해 볼만하다.14)
12)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727번지(노적봉공원 내 일원), 사업면적은 5,758㎡(1,741평),
사업기간은 2011. 1~2013. 11, 총사업비는 4,316백만 원(국비 900, 도비 270, 시비 3,146)이 투입되
었다. 자세한 사항은 단원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 2013년에는 ‘단원의 삶과 작품세계’라는 주제로 진준현, 변종필, 송희경, 변청자가 발제하였고, 2014
년에는 기존 문화예술의전당과 단원미술관을 흡수하여 발족한 안산문화재단이 주체가 되어 김홍도 관
련 학계 및 미술계 연구자들로 구성된 ‘단원학회’를 구성, 연구 자료를 축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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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관련 지역과 벨트를 맺고 교류하는 방법이다.
앞서 소개한 괴산은 김홍도가 연풍 현감을 지냈다는 인연에서 출발하였다. 괴산은 괴산대로
김홍도를 내세울 이유가 충분하다. 다만 그 결과물은 안산과 다를 바 거의 없다. 거기도 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다. 괴산에 앞서 안기역 찰방을 지낸 안동 또한 김홍도의 생애에서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가 처음 관직에 나간 곳이기 때문이다. 명산대천을 순회하며 탄생한
김홍도의 산수화가 가리키는 지역은 지금도 순회가 가능하다.15) 서로가 겹치지 않고 자기만의
특징을 살려 만들어진 콘텐츠가 교류되는 방법은 만들 수 없을까.
현재 안산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김홍도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지역문화콘
텐츠 개발 전략을 수립할 때이다. 장기적인 안산시 고유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은 한시적
이며 일회성인 문화콘텐츠 개발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문화상품의 개발을 도모하는 데서 출발
할 것이다.

14) 이에 대해서는 안동의 전통문화디지털박물과의 사례가 하나의 모델이 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는 별고를 기약한다.
15) 단원미술관이 2014년 6월~9월 사이 8회에 걸쳐 실시한 김홍도 관련 문화유적지 및 미술관, 박물관
탐방 이른 바 <단원 김홍도와 떠나는 예술여행>은 이런 생각의 밑그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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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발표-5]

조선반도의 영욕을 함께 한
안산의 미래 지향적인 도시를 위한 제언
이상준(인천대)

1. 들어가기
경기도 안산(安山)하면,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학생들이 희생된 단원고와,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이 집단 주거하는 다문화 지역, 안산 15학사, 안산 공업단지, 대부도, 풍도, 선감도1)
등을 연상하게 된다. 안산은 유사 이래 풍도, 선감도 등의 지정학적인 특징 때문인지 우리의
슬픈 역사와 함께 한 고장이기도 하고, 나라가 기로에 선 시간에 고려의 삼별초는 나라를 구
하기 위해 의연히 일어섰다가 많은 희생을 낳은 지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비운과 희생의
역사를 떨쳐내고, 한반도의 중심지이자 임해지역(臨海地域)이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특성을 살
려 21세기를 선도하는 유희인(homo ludens)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로 거듭나길 제안하고자
이 논문을 발표한다.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산과 그 주변을 살펴보면, 안산은 임해지역으로서의 인천, 화
성, 당진군과 하나의 문화권으로서 대부도, 풍도, 영종도, 무의도, 덕적도, 대산항을 엮어서 해
양도시(海洋都市)로서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지만, 지금은 각 지자체 중심으로 개
별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파괴력을 지니지 못 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일과 놀이의
접목을 통해 일처럼 진지한 놀이와 강제되지 않는 일을 통해, 창조적 일과 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산이 기 개발된 공업단지를 바탕으로 유희시설을 개발한다면, homo ludens의 고
장으로서 아주 적합한 도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1) 선감도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이다.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려 ‘모세의 기적’이란 별칭을 가진 대부
도 옆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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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문수 경기지사가 2007년 12월 5일 안산 선감동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선감 해양체험
관광지구 조성계획'를 발표하고 오는 2010년까지 1천847억원을 들여 안산 선감도를 중심으로
전곡항~탄도항~제부도~대부도를 묶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선감 해양체험관광지구2)를 조성한다
고 밝혔다.
아쉽지만, 상기의 선감 해양체험 관광지구 조성계획에는 역사교육과 관광지로서 상당한 가
치가 있는 풍도와 선감원의 활용에 대한 계획이 누락되어 있다. 안산에 해양관광지구가 필요
한 이유와 거기에 왜 풍도와 선감원의 활용이 필요한가, 를 피력하고자 한다.

2. 고대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요충지다.
㉠ 안산은 소서노3)가 백제를 개국하면서부터 백제 땅이었다,
㉡ 하지만, 475년 고구려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펴 한강 이남까지 점령하여, 고구려 영토로 편입되면서
장항구현(獐項口縣)이라 하였다.4) 551년 백제 성왕이 탈환할 때까지 대략 76년간 고구려의 지방 행정조
2) ▲경기도 화성~안산을 잇는 탄도항과 전곡항, 제부항을 연결하는 해양레저지구 ▲제2도립수목원, 갯
벌생태원, 어촌체험마을의 생태체험지구 ▲대부도 승마장, 선감문화창작센터, 제부 피싱피어, 탄도 해
상공연장 등 3개 테마관광지구로 개발된다.
3) 『삼국사기』 고구려 건국설화에 '동명성왕이 졸본에 정착하여 졸본 부여왕(이름 미상)의 둘째 딸(이름
미상)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는데 비류와 온조다.' 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에 의하면, 졸본
부여왕의 둘째 딸로만 기록 되어 있을 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졸본 부여왕의 둘째
딸 즉, 동명성왕의 부인은 이름이 소서노인지 확실 하지 않다. 또 다른 설화에는 연타발(延陀勃)의 딸
이며, 북부여왕 해부루(解扶婁)의 서손(庶孫)인 우태(優台)와 처음에 혼인하였다. 우태 사후, 동명성왕
과 혼인하여 그를 도와 고구려 건국에 일조했다고 한다. 이후에 부여에 있던 동명성왕의 장자 유리명
왕이 고구려에 올 때 추모왕과 결별하고 비류와 온조 두 아들과 함께 남하하여 백제를 건국했다고 전
해진다.
4) 『삼국사기(三國史記)』「지리지」에 “장구군은 본래 고구려의 장항구현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개명한
것으로 지금의 안산현이다.(獐口郡 本高句麗獐項口 景德王改名 今安山縣).”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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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고구려 장항구현은 치소(治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51년(성왕 29)에 백제의 성왕이 탈환하여 백제의 땅이 되었다.
㉣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던 그해(553년) 한산(광주)에 신주(新州)를 설치함으로서.5)

다시 신라에

귀속되었다. 신주의 장관으로는 군주(軍主)가 중앙에서 파견되었는데, 군주는 고구려의 남부 장관이었던
욕살이 수행하던 종래의 임무를 대신하였다. 그러면서 장항구현은 신주의 관할로 넘어갔다.6)

고구려에서 장항구현(獐項口縣)이라고 명명한 것은 안산(장곡)의 지세가 노루(獐)의 목덜미
처럼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고, 또한, 지세가 곧았기 때문에, 고사야홀차현(古斯也忽次縣)이라
고 했다. 이러한 지명을 가진 안산은 한강유역과 서해에 임해 있었기 때문에 삼국의 전략 요
충지로 분쟁의 한 가운데 있었던 것은 조선반도에서 안산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임을 역설적
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안산지역 민중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였을 것이다. 백제는 덕적도와 풍도를 비롯한 안산 앞바다 섬들을 당나라에 내줌으로서 멸망
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 고려 초에 처음으로 안산7)군(安山郡)으로 개칭되어,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의 이름을 갖
게 되었다.8) 이 지역은 고려시대는 삼별초의 난으로, 조선시대는 서구열강과 일본의 침략으로
비운의 땅이 된다.

3. 안산 앞바다의 비극

5)
6)

7)

8)

“장항구현은 다른 이름으로 고사야홀차라고 한다(獐項口縣 一云古斯也忽次)”라고 되어 있다. 이때 장
항구(獐項口)에서 장(獐)은 노루, 항(項)은 목, 구(口)는 고지·곳이라는 뜻을 지닌 말로, 장항구는 노루
목곳으로 풀이된다. 고구려 때 장항구현의 읍치가 있었던 장곡의 지세가 노루의 입처럼 생겨 이름을
장항구라고 했다는 설도 있다. 또한 고사야홀차는 ‘곧은 곳’으로 풀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 진흥왕 14년 “가을 7월에 백제의 동북쪽 변두리를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고 아찬 무력을 군주로 삼았다.”
신라의 제도로 후방의 군에는 군사대등(郡使大等)이 파견되었고, 일선의 군에는 당주(幢主)가 지방관
으로 파견되었으며, 현에는 도사(道使)가 파견되었다. 그러므로 장항구현에는 도사가 부임하였을 것이
다. 도사는 신주 군주의 지휘 감독 아래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지방
제도를 새로이 정비한 685년(신문왕 5)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삼국 통일 이후 757년(경덕왕 16)
장항구현은 장구군(獐口郡)으로 승격되었다. 군으로서의 지위는 신라가 망할 때까지 기본적으로 변화
가 없었다.
중국의 안산 시(중국어: 鞍山, 병음: Ānshān)는 랴오닝 성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다. 안산은 랴오
닝 성의 중앙부에 있는 도시로 성도 선양에서 남쪽으로 92km 떨어져있다. 안산은 랴오닝 성의 서쪽
평원과 동쪽 산지의 경계에 위치해있다. 동봉과 서봉의 두 봉우리로 이루어져 산의 모양이 마치 말이
나 소에 얹은 안장과 같이 생겨서 안산(鞍山)이라고 했다.
고려 초기에 안산군(安山郡)으로 고쳤고, 현종 9년(1018)에 수주(水州: 수원)의 속현(屬縣)이 되어 안
산현(安山縣)이 되었다. 충렬왕 34년(1308) 문종(文宗)이 탄생한 고을이라 하여 안산군(安山郡)으로
다시 승격되었고, 이후, 지사(知事)의 다스림을 받았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종 13년(1413) 전면적인
지방통치 조직의 개편이 되었고, 그 일환으로 실시된 8도제의 시행에 따라 경기도에 예속되어 이후
군수가 파견되기에 이르렀다. 안산군(安山郡) 서남쪽 30리 되는 곳에는 초지량영(草芝梁營)이 있었는
데, 효종 7년(1656) 이곳 초지진(草芝鎭)을 강화도로 옮겼다. 안산은 조선시대에 연성(蓮城)이라고도
흔히 불렸다. 고종 32년(1895) 23부제가 실시되면서 인천부(仁川府)에 속하였다가 다음 해에 도제(道
制)가 부활하자 다시 경기도에 속하게 되었다. 1906년에는 광주(廣州)의 성곶면∙북방면∙월곡면이
안산군에 편입되었으나 일제 강점기인 1914년에 행정구역이 통폐합됨에 따라 안산, 시흥, 과천의 3개
군이 시흥군(始興郡)이란 명칭으로 통합되면서 안산지역은 시흥군 수암면과 군자면으로 편제되었고,
성곶면∙북방면∙월곡면은 수원군에 이관되어 반월면이 되었다. 그 후 1976년 시흥군의 수암면, 군자
면과 화성군의 반월면 일대가 반월신공업도시(半月新工業都市)로 조성되면서 해마다 인구가 증가하여
1986년 1월 1일 시 승격과 함께 안산이란 옛 이름을 되찾아 안산시로 부르게 되었다. 1994년 12월
에는 화성군 반월면 일부와 옹진군 대부면 전체가 편입되었고, 1995년 4월에는 시흥시 화정동 일부
와 장상동·장하동·수암동이 편입되어 오늘날의 안산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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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건국의 어머니인 소서노가 한강 유역과 소래포구를 중심으로 건국한 백제는 나당연합군
에게 서해안(당나라 주둔지9))을 내줌으로서 망국의 길을 걷게 되고, 조선도 서구열강(병인양요
(丙寅洋擾: 1866년)와

신미양요(辛未洋擾: 1871년))과 일제의 침략에 안산 앞바다의 섬들을

내줌으로서 강제로 개항되거나, 식미지가 되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3-1) 나당연합군에 의한 백제멸망
풍도를 비롯한 안산 앞바다는 삼국시대부터 매우 중요한 뱃길이었다. 신라와 동맹을 맺은
당나라의 소정방이 덕적도를 거쳐 풍도10)에 배를 정박함으로서 안산 앞바다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3-2)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1866년 병인사옥(丙寅邪獄)으로 희생당한 프랑스 신부에 대한 복수
를 위해 우리나라를 침략한 프랑스 함대가 풍도(楓島)에서 처음 목격되었다11). 프랑스 함대는
9월 18일 서울 근교 양화진(楊花津)과 서강(西江) 일대에 진출했다가 돌아간 뒤 다시 10월 14
일 강화도를 점령하여 조선군과 전투를 벌였다.
1871년 4월 6일에는 대동강에서 소실된 미국 선적 제너럴셔먼 호에 대한 보복을 위해 온
미국 함대가 풍도에서 처음 목격되었다.12) 안산 앞바다에서 외국 군함이 목격된 후 보름 뒤,
역시 강화도에서 미군과 조선군의 전투가 벌어졌으니 이것이 곧 신미양요(辛未洋擾)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 세력의 공격을 받은 양요(洋擾)는 모두 풍도 앞바다를 지나가며 정박
한 군함들에 의해 일어났다.

3-3) 풍도 충해전(豊島沖海戰:1894년 7월 25일)과 러일전쟁
19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안산 앞바다는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일본의 표적이 되었다. 일본은
9) 소야도의 '소야'는 소정방의 애칭인 '소씨노인' 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당나라의 '고종'이 신라의 요
청에 의해 백제를 정벌하고자 하였다. '고종'의 명을 받은 당나라의 노장 '소정방'은 13만 대군을 이
끌고, 그해 6월21일 백제의 서쪽 땅, 덕물도<덕적도>에 도착을 하였다. 덕적도의 남항인 진리 선착장
이 생기기 이전의 옛 포구인 서포리 선착장은 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위치하고 있는 탓에 지금은
옛 영화의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있다. 덕물도의 잊혀진 옛 서쪽 선착장을 아울러 소야도의 양안 해협
어디쯤엔가 이들이 타고 들어온 범선군단이 진을 치고 해상의 군영을 정리하고 있었을 터이다. 소정
방은 이 곳에서 전열을 가다듬으며 신라인들의 영접을 밭는 것으로 백제 '사비성' 정벌의 단초를 풀
어가기에 이른다. 그가 북서진하여 올라온 신라군과 연합하여 백제의 도성인 사비성(지금의 부여)을
함락 시켰으니 670여년을 이어온 백제국의 간판을 내리게 된 원인이다. 소정방은 나당 연합군의 수장
으로서 백제의 마지막 왕정인 의자왕의 최후를 이끌어낸 인물이다.
10) 「소정방이 풍도에 심은 은행나무가 있다.」라는 전설이 전한다.
11) 『고종실록(高宗實錄)』 1866년 9월 12일자 기록에 의하면, 공충도수사 임상준이 “이양선 11척이 풍
도 앞바다를 향해 갔다.”는 보고를 올렸다고 되어 있다.
12) 이때 수원유수 신석희(申錫禧)가, “이달 3일 유시(酉時) 쯤에 이양선(異樣船) 5척이 풍도의 뒷바다
북쪽 남양(南陽) 경계에 정박하였습니다.” 또, “5일 신시(申時) 쯤에 이양선 4척이 남쪽 바다 도리도
(挑李島) 안에 와서 섰습니다. 이 섬은 풍도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시를 따로 하여야 합
니다.”라는 보고를 조정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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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앞의 조그마한 섬 풍도가 서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13) 당시까지 동양의 강대국이라 인식되던 청나라 함대를 풍도 앞
바다에서 궤멸시킨 일본은, 대륙에 진출하여 대제국(大帝國)을 건설하겠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
하였다. 일본은 지금도 일본 근대사의 첫 페이지에서 자랑스럽게 다루고 있는 ‘풍도 충해전(豊
島沖海戰:1894년 7월 25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서해안의 재해권을 장악하였다.
러일전쟁 때도 안산 앞바다를 교두보로 하여 중국의 여순항을 공격하였는데, 이렇듯 안산
앞바다의 섬은 동북아 진출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였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풍도를 비롯한 안산 앞바다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는 우
리의 역사는 비극의 역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안산 앞바다는 말없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안산 앞바다를 625전쟁 때, 미국이 점령함으로서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구한 것도 안산
앞바다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바이다.

朝鮮豊島近海激戦日軍艦隊大勝利図(静岡県立中央図書館蔵)

小林清親에 의한 浮世絵

13) 조선 조정은 동학농민전쟁을 수습하기 위해 청나라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도 10
년 전에 맺은 천진조약을 근거로 군대를 파견하였다. 사태가 진전되자, 조선 정부는 농민군과 화약(和
約)을 맺고 정전(停戰) 상태에 들어간 뒤 청·일 양군의 철병을 요청했지만, 청·일 양군은 이를 받아들
이지 않았다. 이후 조선 내에서 청·일 양국의 대립은 격화되어 갔다. 1894년 7월 청나라 군함은 군사
를 실은 채 수심이 깊은 풍도 앞바다에 정박하면서 동학농민전쟁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조선 내
에서 청나라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우려한 일본은 청나라를 선제공격하기 위하여 25일 이른 새벽 기
습작전을 시도하여, 청나라 군함 고승호(高陞號)를 침몰시켜 청일전쟁의 기선을 잡았다. 이때부터 일
본의 기록에는 ‘풍도(楓島)’가 아닌 ‘풍도(豊島)’로 표기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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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세 편의 그림은 상기에서 언급한 풍도를 배경으로 풍도충해전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
하여 일본인들이 그린 우키요에다. 이것을 안산시에서 보관하여,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역사교육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3-4) 선감도의 선감원

대부도와 섬감도 그리고 풍도
선감도(仙甘島)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속한 섬이다.14) 일제의 수탈로 몰락하는 농민이
14) 인천광역시에서 서남쪽으로 약 25.1㎞ 지점에 있다. 북서쪽에는 대부도, 남쪽에는 불도·탄도가 있으
며, 시화호 개발에 따라 섬과 섬을 잇는 방조제를 건설하고 도로를 서로 이어 화성시 서신면에서 탄
도·불도·선감도를 거쳐 대부도까지 연륙되며 대부도와 선감도는 하나의 섬이 되었다. 최고지점은
125m로 동쪽에 치우쳐 있으며, 서쪽은 농경지와 염전이 분포하는 평지이다. 해안에는 간석지가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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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늘어나고 이들이 도시의 빈민, 토막민으로 전락하면서 거리에서 유리걸식하는 아이들의
숫자도 점차 늘어만 갔다. 이에 일제는 1942년 조선감화령15)을 보다 강화시킨 「조선소년령(朝
鮮少年令)」을 발표하면서 감화원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서울 근교에 추가로 감화원을 세우려고 했을 때 첫 번째 후보지로 꼽힌 곳이, 무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고양군의 일산역(一山驛)에서 5~6㎞ 떨어진 고양군 중면과 송포면에 걸친 수십
만 평의 유수지대(游水地帶)였다. 그러나 홍수에 대비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인도였던 굴업도
(屈業島)가 두 번째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인천에서 전용선으로 6시간이나 소요되고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부천군을 중심으로 감화원 설립의 최
적지로 선정된 곳이 바로 안산의 선감도16)였다.
이때에는 이미 태평양전쟁으로 인해 인적·물적 자원을 수탈해 가는 시기로, 원생들의 교육
역시 감화가 아닌 군사를 양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1942년 7월에 작성된
「조선총독부 소년계 판검사회의 서류철」에 의하면, 선감학원 등 감화원의 운영 취지는 “사회
반역아 등을 보호 육성하여 대동아전쟁의 전사로 일사순국(一死殉國)할 인적 자원을 늘리자”
는 것으로 변모되어 있었다.
이들의 수용 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고, 외부와 접촉이 불가능한 섬 지역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많은 인권 유린 사태가 일어났다. 자급자족이란 미명하에 어린 소년들은 무제한적인
노동을 강요당하였으며, 육지로의 탈출을 막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1943년 당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이곳에서 2년여 동안 생활했
던 이하라 히로미쓰(井原宏光)17)는 당시 학생들의 처참함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소설18)로 썼
다. 그는 “당시 눈으로 보이는 육지는 불과 300여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썰물 때 많은
소년들이 탈출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물살이 빨라 대부분 익사하거나 육지에 닿았다 하더라도
곧 잡혀 왔다. 물론 잡혀 와서는 지하실에 감금되어 잔혹한 체벌을 받았지요.”라고 회상하였
다.
결국 소년들을 감화시킨다는 목적에서 출발한 선감학원은 실제적으로는 어린 소년들의 조선
독립 의지를 말살시키고, 나아가 전쟁의 소모품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었다. 이러한 인권
사각 지대에서 탈출을 기도하다 죽거나, 구타로 인하여, 또 영양실조로 죽은 경우, 그리고 굶
주림을 참다못해 초근목피(草根木皮)를 씹다가 독버섯 류를 잘못 먹어 죽는 경우 등 수많은
어린 소년들이 희생되었고, 이들은 그대로 섬의 한 구석 야산에 내팽개치듯 매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발달했다. 주민 대부분이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연근해에서는 주로 굴과 바지락이 양식된다. 서북쪽
에 취락이 분포한다.
15) 1923년 일본은 「조선감화령(朝鮮感化令)」을 발표하고, 감화원(感化院)으로 함경남도 영흥에 조선총
독부 직속의 영흥학교(永興學校)를 설치하여 이듬해 10월 1일 개교하였다 여기에서는 ‘8세에서 18세
의 소년으로 불량 행위를 하거나 불량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감화시킨다는 것이 설립 목적이
었다. 감화원에서는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과 수업을 함과 동시에 식민지 지배 정책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16) 선감도(仙甘島)는 시화방조제로 만들어질 때 대부도와 연결된 섬이란다. 해발 125m의 대흥산이라는
작은 산이 있다. 속세를 떠난 신선이 내려와 맑은 물로 목욕을 했다고 하는 전설 때문에 붙여진 이름
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이곳에 독립 운동가를 가두었던 선감원(지금의 경기창작센터)이 있었다.
17) 이하라 히로미쓰(井原宏光: 80세)는 죄책감 때문에, 1989년에 「あゝ仙甘島」라고 하는 懺悔小説을 発
表하였다.
18) 이하라 히로미쓰 씨는 선감원에서 죽어간 아이들에게 사죄하겠다고 다짐하고, 지난 1980년부터 일
본과 한국을 35번이나 오가며, 일제의 만행을 알려왔다. 또 1989년에는 일본에서 '아! 선감도'라는 참
회소설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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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年 경기 안산시에서는 선감도에 위령비(慰靈碑)를 세우려는 계획을 추진했다. 힘들지
만, 이뿐만 아니라 식민지 참화와 일제의 인권유린 고발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일부라도 복원하여, 관련자료 전시와 MBC 제작 드리마와 세계적인 탈출영화19) 들
을 상시 상영하는 등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4. 유희인(homo ludens)의 삶을 충족시키는 도시, 안산
21세기에 요구되는 인간상은 어떠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지역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 것인
가? 21세기에 안산시민들이 고도의 행복지수를 느끼며 살만한 도시는 어떠한 도시이어야 하
는 것인가?
호모 루덴스20)란 유희인(놀이인)을 지칭하는 말로서, 그것은 공작인(homo faber)21)과 대비
되는 개념이다. 호이징가(Huizinga)는 놀이가 인간욕구에서 비합리적인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욕구와 사회에 대한 상이한 사고를 보여준다. 그는 놀이의 네 가지 특징22)을 분명히 하고 있
는데, 그것은 놀이를 문화와 문명의 발전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전환하는 사유의 전
개를 갖는다. 한국인은 전형적인 호모 루덴스다. 조흥윤이 주장했듯이, 한국 민중문화의 특징
은 놀이와 신들림(신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은 신나게 놀면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명나게 놀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4-1) 기존 승마장 활용
지금까지의 세계적인 지도자는 승마와 아주 친한 삶을 영위해 왔다. 이것을 대중화하여 진
취적인 기상과 자신감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인간으로 교육할 수 있다. 안산지역에는 이미 54

19) 장 르누아르(Jean Renoir)의 〈위대한 환상〉(La Grande illusion, 1937), 존 스터지스(John
Sturges)의 〈대탈출〉(The Great Escape, 1963), 프랭클린 샤프너(Franklin Schaffner)의 〈빠삐용〉
(Papillon, 1973) 등이 탈출 영화의 전범이다. 1990년대 유명한 탈출 영화로는 프랭크 대러본트
(Frank Darabont) 감독의 〈쇼생크 탈출〉(The Shawshank Redemption, 1994)을 들 수 있다.
20) 요한 호이징하(Johan Huizinga, 1872~1945)는 1938년에 출간한 『호모 루덴스(Homo Ludens)』에
서 놀이는 문화의 한 요소가 아니라 문화 그 자체가 놀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21) 공작인이란 근대 세계의 노동 개념과 연관되는 것으로, 공작인 모형은 놀이에 대하여 개

인적인 노동 역량을 증대시키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활동으로 간주한다. 그것은 조직 생활
속에서 목적 합리적 행위를 강조하며, 놀이와 여가 활동을 노동을 보완하는 합리적 목적
추구 활동 형태로 만들어 간다. 즉, 공작인 모형은 노동을 근본적인 인간 욕구이고 사회적
실존의 중심으로 간주하며, 의사소통, 놀이, 사회성 등은 주변 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2) ① 자유. 놀이는 자발적인 행위이며, 자유라는 본질에 의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놀이는 유용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② 상상력. 놀이는 일상적인 혹은 실제의 생활이 아니라 실제의 삶을 벗어나서 아
주 자유로운 일시적 활동의 영역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놀이는 투사, 모순, 암시, 환상 등의 상상력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다. '단지 하는 척하다(only pretending)'의 허구성을 통해 놀이 주체는 진지한
삶을 구현한다. 놀이와 진지함의 구분은 유동적인 것으로 존재할 뿐이다. ③ 무관심성
(disinterestedness). 놀이인은 어떤 대상을 이해관계나 목적의식 없이 바라보는 심적인 태도를 지닌
다. 놀이의 비일상성은 놀이를 욕망의 직접적인 만족 여부의 바깥에 놓이게 한다. 그러나 정규적으로
반복되는 휴식 행위로서의 놀이는 우리 삶의 보완자로서 삶 전체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놀이는 자유
로운 표현이라는 이상과 공동생활이라는 이상을 만족시키는 생의 기능을 갖는다. ④ 긴장. 놀이가 지
니는 긴장, 평형, 안정, 전환, 대조, 변주, 결합과 해체, 그리고 해결의 과정은 그대로 전형적인 삶의
과정, 즉 실험, 기회, 경쟁 등과 관련성을 지닌다. 따라서 놀이인은 놀이를 통하여 욕망, 용기, 끈기,
역량, 그리고 공정성을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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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승마장이 있다. 앞으로 4만 불 시대를 대비해서 한국 마사회와 논의하여 영세한 승마장
을 쾌적한 놀이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 형 승마장으로 발전시켜 하여 고급 유희를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과 중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4-2) 해양거점도시로서의 안산
경기도 안산 앞바다의 섬들은 ㉠ 바닷길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우리나라 중부, 곧 평택항으
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지역이다. ㉡또한 남해에서 서해를 거쳐 서울로 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중요한 곳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풍도23) 앞바다는 수심이
깊어 대형 선박이 정박하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 충청도 서산과 당진, 경기도 평택, 중국과
의 항로를 사방으로 감시하기 좋은 곳이라서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다. 오늘날도 인천에
서 영흥도 대부도를 거쳐 풍도로 가는 항로는 대형 선박이 다닐 수 있는 ‘본선’이란 항로로
이용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안산 앞바다는 서해안 항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그런데, 인천항과
평택항과 같은 국제적 규모의 항구가 없기 때문에, 안산지역의 물류 비용절약과 대형 레저시
설 확충을 위해서도 대형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항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항로의 안전을 위해 옛사람들은 태양과 달과 별자리의 움직임을 좌표로 삼았다. 즉 항해
안전은 천문관찰에 의지해 왔다.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천문관측시설의 현대화와 더불어 천문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365일 관광객이 끊이지 않
는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해양도시의 기본은 천문학이었다. 원양항해(遠洋航海)는 북극성(北極星)의 존재, 북두칠성
의 방향, 계절마다 바뀌는 태양의 위치 등을 알 필요가 있고, 천문학의 발전을 촉진한다. 그
사실이 星辰의 신격화도 촉진했다고 생각되는24) 것이다. 일본에서는 해안도시에 住吉神社
(1) 별의 고장 안산 - 성호(星湖)에 별과 물이 없다
성호 이익을 기념하는 성호박물관이 있지만, 그를 대표하는 성호에는 별과 물이 없다. 안산
성호 이익25)의 고향인 첨성리(瞻星里)26)는 안산과 광주의 경계 지역으로, 안산군 군내면 소속
23) 경기도 안산시의 단원구 대부동에 위치한 섬이다. 대부도 탄도선착장에서 뱃길로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며, 인천에서 정기여객선이 운항한다. 조선 시대에는 남양군에 속하기도 하였고 수원군 관할이
되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단풍나무 풍(楓)자를 써 풍도(楓島)라고 하였다. 1914년에 부천군에 편입되
었다. 이때부터 풍도(豊島)로 표기하였다. 1973년에 옹진군에 편입되었다가, 1994년에 안산시로 편입
되었다. 『1872년지방지도』 「대부도」 편에 "옛 남양군 마산포 나루(현재의 화성시 송산면 마산포)에서
수로로 약 50리 거리에 있고, 주민들은 수원군에 속하나 땅은 사복(司僕, 궁중의 가마나 말을 관리하
는 부서)에 속한다. 바다 가운데서 내려 섬에 오른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풍도(豊島: Pungdo)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지명, 2008.12, 국토지리정보원.
24) 細井浩志 「中國天文思想導入以前の倭國の天體觀に関する覺書 - 天體信仰と曆 -」 『桃山学院総合研
究所紀要第3４第2号』 48쪽.
25) 성호(星湖)는 1680년 경신환국으로 아버지인 이하진(李夏鎭)이 평안도 운산으로 귀양 간 다음해인
1681년 10월 18일에 그곳에서 태어났다. 두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706년에는 둘째 형인 이잠
(李潛)이 왕세자(후의 경종)를 해치려는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강경한 상소를 올렸다가 죽음을 당하
는 악운을 겪었다. 그리하여 그는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조상의 선영이 있는 안산의 첨성리
(瞻星里)로 내려와 1763년 12월 17일 83세의 일기로 서거할 때까지 일생 동안 학문에 종사하였다.
성호는 국가와 사회의 문제점을 예리한 시각으로 짚어내며 개혁의 방안을 제시하여 경세치용학파의
대표자가 되었고, 100여 권이 넘는 저술을 통해 실학의 비조로 추앙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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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을이지만, 명칭의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한자의 뜻으로 본다면, “별을 바라
보는 마을”이란 아름다운 뜻을 지니고 있다. 성호는 고향인 첨성리(瞻星里)를 사랑하여, 이곳
에 거주하며, 자신의 호를 성호(星湖)라고 지었다. 또한, 성호의 물가[星湖之濱]에 집을 짓고
성호장(星湖莊)27)이라 불렀다. 성호는 성호사설에서 「방성도」라는 제명을 직접 달기도 하였고,
「방성도」를 풀이한 「성토탁개도」라는 편명으로 서술하기도 하였으면, 천지문 담천에서도「 방
성도」를 언급하였다.28) 이러한 점에 의거하면, 성호는 한국 천문학의 선각자의 한 분이고, 첨
성리는 천문학의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첨성리 주변에서 성호의 옛 흔적을
찾던가 아니면, 이 마을이 바닷가에 가깝기 때문에, 주변의 바다(시화호)를 성호라고 하는 애
칭으로 천문관련 대단위 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안하는 것이다.
(2) 시화호와 달 전망대
경기도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지나서 대부도 & 방아머리선착장으로 가는 이 긴 도로
엔 시화조력발전소 휴게소에 <달 전망대>라고 하는 전망대가 있다. 거기에 천문을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을 설치하여, 달뿐만 아니라, 태양과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 명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해양문화의 전통을 잇는 것이고, 천문에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놀이문
화를 제공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26) 이우석 「[성호 이익 삶과 사상을 따라]2. 성호의 고향 첨성리, 실학의 고장」 - 경기일보20130121
「첨성리는 안산군의 진산인 수리산의 취암에서 쭉 이어진 연봉이 남으로 10여 리 이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다. 옆 마을은 바다에 접해 있고 포구의 이름은 성곶포(聲串浦)라 불리며 고깃배가 드나들었지
만, 그 사이에는 노적봉이 자리 잡고 있어 바닷가의 번잡함을 막아주었다.
첨성리는 조선 후기에
간행된 『안산군읍지』에는 점성리(占星里)로 나오며, 점섬(占剡)으로도 흔히 불리었다. 순암 안정복이
처음 성호를 찾은 기록에도 점섬으로 나온다. 특히 18세기 이후의 문집류에는 섬산(剡山), 섬계(剡溪),
섬중(剡中), 섬촌(剡村), 섬천(剡川) 등 점섬과 관련된 호칭들이 더 많이 쓰이고 있어 첨성은 점성 또
는 점섬 등으로 바뀐 것으로 여겨진다.」
27) 성호장은 성호의 거처다. 성호의 셋째 형 옥동 이서가 지어준 육영재(六楹齋)라는 이름처럼 단지 6
개의 기둥으로 지어진 바깥채에서 앞의 1칸은 흙마루로 쓰고 뒤의 2칸은 방으로 만들었다. 순암 안정
복이 이곳을 찾아왔을 때 그의 거처가 매우 소박하고 누추했다고 묘사하고 있다.
28) 김일권 『우리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조즈윈 2008년. 4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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