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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특정한 종교나 수련이론, 사상을 토대로 번역과 주해에 치중하였던
기존의 연구 성과들과 달리 천부경 자체를 대상으로 수리 철학적 관점에서 세계관
과 인간관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세계의 근원은 始終으로 표상된 시간의 본성인 終始性 곧 時間性이다. 그것을
천부경에서 十으로 표상하고 十의 본성에 의하여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시간성의
시간화와 시간의 시간성화 곧 변화의 연속된 과정이 세계임을 밝히고 있다.
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간성의 시간화와 시간의 시간성화 곧 변화의 과정은
一에서 九까지의 수를 통하여 표상하고 있다. 본체인 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작용

은 五로 그리고 十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 곧 현상은 一을 통하여 표상하고 있
다.
시간성의 시간화는 시간성의 시간으로의 分化이며, 시간의 시간성화는 개체적
존재와 시간성의 合一이다. 分化와 合一은 十을 본체로 하여 五의 작용에 의하여
* 이 논문은 2014년도 CNU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2014-0860-01).
** 충남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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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그것은 시간성의 시간화, 시간의 공간화와 시간의 시간성화, 천지인의
合一이 五가 표상하는 인간의 본래성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뜻한다.

인간을 비롯한 만물은 시간성을 본성으로 하는 점에서 一體이기 때문에 無我이
면서도 다양한 시공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점에서는 개체적이다. 無我이면서
도 有我이고, 일체적이면서도 다양한 개체적인 존재가 인간이며, 無爲이면서 有爲
인 것이 인간의 삶이다.
주제어 : 終始와 始終, 생성과 변화, 세계관, 체용론, 인간관.

Ⅰ. 서론
천부경이 오랜 세월 우리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까닭은 그것을 통하
여 한국민족의 고유사상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1)

한국인으로써 한국고유의 사상 또는 문화를 발굴하고 정립하는 것은 중
요한 문제이다. 한국인의 과거적 본질이 곧 미래적 이상이다. 그러므로 한
국인의 정체성을 찾는 일은 한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특수성과 더불어 사람 더 나아가서 다양한
존재가 공존하는 우주 안의 존재라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한국의 고유사상 또는 전통 문화를 추구할 때 한국, 한국인이라는 특수성
과 함께 인류, 우주라는 보편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요즈음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에 비하여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바람
1) 천부경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천부경을 古朝鮮 시대의 사상을 담고 있는 위대한
전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내용을 崔致遠의 鸞郞碑序文에서 보이듯이 훗날의 儒佛道
三家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담고 있는 고유의 사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儒家
나 佛家 또는 道家와 구분되는 좁은 의미의 仙道 사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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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남과 다른 우리의 정체
성을 찾는 것은 물론 그것을 바탕으로 인류, 우주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들 대부분이 대종교와 같은 특정한 종교의
교리나 도교의 內丹修行 또는 현대의 仙道수행 단체의 이론체계나 음양오
행, 수학과 같은 천부경 외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천부경을 연구하였다.2)
또한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번역과 주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는 천
부경 자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념이나 사상을 천부경
에 적용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3)
천부경을 철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 성과의 예로 중국 安陽大學의 鞠
曦교수의 ｢天符經的思想與現代意義｣4)를 들 수 있다. 그는 천부경을 한국민

족 고유의 문화사상의 경전으로 규정하고, 현대 인류문명과 철학이 처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동양적 지혜가 녹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주역, 노자와 같은 중국사상을 바탕으로 천부경을 고찰
함으로써 철학의 학문적 한계와 인류의 공존이라는 문제의 해결점에 접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천부경에 담긴 한국고유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드러
2) 全秉薰, ｢東韓神聖檀君天符經｣, 뺷精神哲學通編뺸 卷之一, 서울, 現代社, 1980, 1～6쪽은 道敎
의 內丹術을 중심으로 천부경을 연구한 결과이며, 최동환, 뺷천부경뺸, 지혜의나무, 2011,
34～551쪽은 수리철학을 중심으로 천부경을 연구한 결과이다. 그리고 최민자, 뺷천부경뺸,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1, 31～120쪽은 동학을 비롯하여 다양한 동서의 사상들을 바탕으
로 천부경을 연구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근철, 뺷천부경철학연구뺸,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1, 15～250쪽은 철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표방하였지만 전병훈의 주해를 중심으로
內丹術의 관점에서 천부경을 연구하였다.
3) 일제 강점기 이후 천부경이 전래되고 그 후 1980년까지의 천부경에 관한 연구사를 요약하
여 그 시대는 주로 주해가 중심이 되어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하여 천부경 연구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90년대 이후 최근에는 천부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여러 편의 학위논
문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천부경 이외의 사상이나 종교, 수련방법을 중심으
로 고찰하였을 뿐으로 천부경 자체를 대상으로 철학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한
성과는 많지 않다. 이에 관하여는 이형래, ｢천부경연구사 소고｣, 뺷仙道文化뺸 제2집, 국학연
구원, 2007, 29쪽에서 62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4) 鞠曦, ｢天符經的思想與現代意義｣ 뺷仙道文化뺸 제4집, 국학연구원, 2008, 59～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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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5)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면서도 道敎, 仙道, 대종교와
같은 특정한 이론체계나 주역, 노자와 같은 중국사상의 관점이 아닌 천
부경 자체를 중심으로 그 사상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다만 모든 사상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성과라
는 점에서 인간의 삶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천부경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고찰한 후에 그것을 바
탕으로 본체론과 현상론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인간관이 무엇인지를 고
찰하고자 한다.6)

Ⅱ. 時間性과 세계관
천부경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자. 천부경은 81字의 숫자와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一에서부터 十까
지의 숫자가 모두 31회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50회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
다.
숫자 가운데서 一이 11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어서 三이 8회 사용
되었으며, 二가 4회, 七이 2회, 四五六八九十은 각각 1회씩 사용되어 숫자는
一에서 十까지의 열 종류이다.

천부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자들은 無가 4회 사용되었고, 始가 2회, 終

5) 중국철학은 三才의 道를 밝히고 있는 뺷周易뺸이나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道를 밝히고 있는
뺷老子뺸를 막론하고 모두 공간적 관점에서 근원을 찾고 있는 점에서 한국고유사상과 다르
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韓國易學과 中國易學의 대표적인 전적인 뺷周易뺸과 뺷正易뺸을 비교
하여 연구한 이현중의 뺷역경철학뺸, 문예출판사, 2014, 283～300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6) 이 논문은 지난 2014년 7월 24일 일본의 同志社대학에서 개최된 동아시아고대학회(제54
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천부경의 세계관과 인간관｣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
로 수정하고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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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회 사용되었다. 그리고 化와 變, 生과 成, 往과 來가 사용되고 있다. 이
를 통하여 천부경에서 無, 始終, 生成, 往來, 變化, 變動이라는 개념이 사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一에서 十까지의 수가 갖는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자. 一에서 十까
지의 수는 일상적으로는 계산을 하는 단위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된다. 시간을 나타내는 기능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수
를 책력을 구성하는 수라는 점에서 曆數로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始終, 왕래, 변화, 생성, 변동이라는 개념의 공통점은 그것들이 모
두 시간과 관련된 개념들이라는 점이다. 始終은 시간적 관점에서 사건의 시
작과 끝을 나타낸다. 變化는 사건의 始終을 공간적 관점에서 나타낸 것으로
하나의 물건의 상태가 變하여 다른 물건으로 化하는 것을 나타낸다.
變化를 化하여 새로운 물건이 나타나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變은 새로운

물건이 生함을 의미하며, 化는 새로운 물건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生成이 化를 중심으로 변화를 나타낸 개념이라면 변화는 始를 중심으로 始
終을 나타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變動 역시 시간의 차원에서 언급되는 개념이다. 變하여 움직인다는 것은
變하여 化함을 변함을 중심으로 나타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妙衍이나 運, 環이라는 개념 역시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부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가 시간과 관련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개념들의 대부분이 시간과 관련된 점에서 천
부경의 내용은 시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해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천부경을 시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해함은 시간의 차원에서 천부경을
이해함을 뜻하지 않는다. 만약 시간의 차원에서 천부경을 이해한다면 그것
은 역수의 구성법칙을 나타내고 있는 과학적인 전적에 불과하게 된다. 그
럴 경우 천부경을 통해서 세계의 본질을 나타내는 세계관이나 인간의 본성
을 나타내는 인간관을 찾을 수 없다.
그것은 천부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가 시간을 나타내는 曆數가 아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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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시간과 관련된 시종, 변화. 생성, 왕래, 변동과 같은 개념들을 비
롯하여 化三, 析三極, 合一과 같은 개념들이 모두 형이하적 관점에서 현상
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적 관점에서 원리를 상징적으로 나
타내는 개념들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천부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 역시
형이상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理數7)이다.
천부경에서는 “一에서 시작하였으나 一로 시작함이 없음(一始無始一)”로
시작하여 “一로 끝이 나지만 一로 끝맺음이 없음(一終無終一)”로 끝을 맺고
있다. 이는 천부경의 내용을 요약하여 나타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一始無始一과 一終無終一을 서로 연관시켜서 이해하면 두 가지 점을 파

악할 수 있다. 첫째는 一로 시작하고 一로 끝맺음을 통하여 一이 始終의 세
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둘째는 一에 의하여 시종의 세계
를 나타내었지만 시종이 없음을 통하여 一이 나타내는 세계가 始終이 없는
세계에 근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종의 세계는 변하여 움직이는 세계이다. 시가 변하여 종이 되는 세계
가 시종의 세계이다. 그러나 시종이 없는 세계는 변동이 없는 세계이다. 그
러므로 “一이 묘하게 변하여 만 가지로 왕래한다. 작용은 변하지만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一妙衍萬往萬來 用變不動本)”고 하였다.
변화하지 않는 不動의 세계, 근본의 세계는 終始의 개념을 통하여 나타
낼 수 있다. 종시는 시종과 달리 시간적 간극이 없이 일체인 점에서 시간을
초월한 근원적 세계, 시간의 근본이 되는 세계이다. 종시의 세계가 시간의
본성, 시간의 근본을 나타내는 점에서 時間性8)으로 규정할 수 있다. 시간성
7) 수는 문자에 의하여 갖게 될 수 있는 名字相이 없는 점에서 형이상의 근원적 세계의
표상형식이 될 수 있다. 뺷周易뺸에서 天地의 數에 의하여 구성된 河圖와 洛書를 진리의
표상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8) 현대의 실존철학자인 하이데거는 뺷존재와 시간뺸에서 존재를 시간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天符經에서는 근원적 존재를 나타내는 十이라는 理數와 終始라는 개념을 통하여 시간성
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하이데거가 밝히고 있는 시간성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최양부,
뺷하이데거 존재사유의 길뺸, 대전, 문경출판사, 1997, 73～112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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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의 속성을 나타내는 형이하적 존재가 아니라 시간의 근본이 되는
형이상적 존재이다.
주역에서는 “終始를 크게 밝혀서 六位가 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9)고

하여 시종의 時位를 나타내는 重卦의 六爻가 종시원리를 표상함을 밝히고
있고, “마친 즉 다시 시작함은 天道의 운행이다.”10)고 하여 종시원리가 天
道임을 밝히고 있다.11)

그러면 不動의 근원을 나타내는 수는 무엇인가? 부동의 근원, 제일원인
을 나타내는 수는 十이다. 이는 “一이 쌓이면 十이라는 큰 수를 이루면 그
것이 셋으로 化하는데 걸림이 없다.(一積十鉅無櫃化三)”고 한 부분을 통하
여 확인할 수 있다. 시종의 근원이 되는 종시의 세계. 시간성의 세계를 나타
내는 수가 바로 十이다.
十이 三極으로 化하는 근원적인 수라면 一이라는 수는 무엇을 상징하는

수인가? 처음 부분에서 “一에서 시작하였으나 一로 시작함이 없다. 셋으로
나누어지지만 근본은 다함이 없다.(一始無始一析三極無盡本)”고 하였을 뿐
만 아니라 “하나가 묘하게 불어나서 만 가지로 왕래하니 작용은 변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본체이다.(一妙衍萬往萬來用變不動本)”라고 하여 一이
三極으로 化하고, 온갖 변화를 하는 근본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 一은 단

순하게 시종의 현상 세계 자체 곧 시간의 세계를 나타내는가?
그렇지 않다. 현상의 세계, 시종의 세계는 변화의 세계이다. 변화의 세계
는 결코 하나일 수 없다. 一은 시종의 관점, 시간의 측면에서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의 세 양상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시간의 근원으로서의 시간성
의 세계를 나타낸다. 一은 현상적 관점에서 시간성을 나타내는 理數이다.
그러면 十과 一은 어떤 관계인가? 十은 一이 모여서 九를 이루고 그것이
9) 金東求, 뺷正本周易뺸, 명문당, 2001, 5쪽, “大明終始하면 六位時成하나니”
10) 金東求, 뺷正本周易뺸, 명문당, 2001, 114쪽 “先甲三日後甲三日은 終則有始天行也라.”
11) 뺷周易뺸에서는 終始原理가 天道임은 밝히고 있으며, 一에서 十까지의 수를 天地의 數로
규정하고 그것이 변화원리, 易道의 표상형식일 뿐만 아니라 神道의 표상형식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천도, 신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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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변하여 형성된 수이다. 十은 一에서 九까지의 모든 수를 포함하고 있
는 점에서 一에서 九까지의 수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시종이 一에 의하여
이루어지듯이 나머지 二에서 九까지의 수는 모두 변화의 세계 곧 시종의
세계를 표상한다. 그러나 十은 시종을 넘어선 종시의 세계를 나타낸다.
十은 一을 나타내는 동시에 無를 나타내는 수이다. 그것은 十이 장차 一

로 나타날 근원이지만 현상을 넘어선 초월적인 존재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十은 無, 空의 의미를 담고 있다. 十의 이러한 특성은 그것을 아라비아 숫자
10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10은 有的 세계를 나타

내는 1과 無的 세계를 나타내는 0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有無를 넘어
서 있으면서도 有無를 포함하고 있는 數가 十임을 뜻한다.
十은 형이상의 차원에서 시간성을 나타낸 理數인 반면에 一은 형이하의

차원에서 시간성을 나타내는 理數이다. 그러므로 十은 형이상적 차원에서
시간성 그 자체를 나타내지만 一은 시간성을 시간의 차원 곧 형이하적 차
원에서 그 근거가 되는 근원적 존재를 표상하는 수이다. 시간의 차원에서
시간성을 나타내는 개념이 時義性이다. 그러므로 一은 시의성을 나타낸다.
시의성을 표상하는 一의 차원에서 비로소 그것이 化하여 三極이나 三才
로 나타나는 현상을 언급할 수 있다. 천부경에서 十이 셋으로 化하는 化三
을 언급하면서도 一로부터 나누어지는 析三極을 언급한 까닭이 여기에 있
다. 그것은 시간성이 시간의 차원에서 三極이라는 時義性으로 나타남을 뜻
한다. 三極은 시의성을 나타내는 세 요소이다.
삼극은 无極과 太極 그리고 皇極이다.12) 무극은 시간성을 미래의 관점에
서 나타낸 것이며, 태극은 시간성을 과거의 관점에서 나타낸 것이고, 황극
은 시간성을 현재의 관점에서 나타낸 것이다.13) 그러므로 시의성의 내용은
12) 金恒, 뺷正易뺸 十五一言 第二張, 政經學會, 대전, 1996, 2쪽, “天地之理는 三元이니라. 元降聖
人하시고 示之神物하시니 乃圖乃書로다. 圖書之理는 后天先天이오 天地之道는 旣濟未濟
니라. 龍圖는 未濟之象而倒生逆成하니 先天太極이니라. 龜書는 旣濟之數而逆生倒成하니
后天无極이니라. 五居中位하니 皇極이니라.”
13) 송재국, 뺷역학담론뺸, 예문서원, 2010, 33～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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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극과 태극 그리고 황극의 셋 곧 삼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三極은
어떤 수를 통하여 표상되는가?
十이 시간성 자체를 표상하는 수이기 때문에 無極은 十으로 표상된다.

그리고 一은 十이 시종의 세계에서 나타난 時義性이라는 점에서 一로 표상
된다. 또한 황극은 十의 중심, 중앙의 수인 점에서 五로 표상된다.14)
十이 표상하는 시간성이 무극과 황극 그리고 태극으로 변화함은 시의성

이 현상의 차원, 시종의 차원에서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의 세
양상으로 드러남을 뜻한다. 이처럼 시간이 드러남은 곧 그것이 天地人이라
는 공간적 세계로 드러남을 뜻한다. “셋으로 나누어지지만 근본은 다함이
없다. 天이 그 하나의 첫 번째이고, 地가 그 하나의 두 번째이며, 人이 그
하나의 세 번째이다.(析三極無盡本 天一一地一二人一三)”고 한 부분은 이를
나타낸다.
“天이 그 하나의 첫 번째이고, 地가 그 하나의 두 번째이며, 人이 그 하나

의 세 번째이다.”라는 것은 삼극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것은 무극과 태극을
근거로 형성된 천지가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황극에 의하여 사람이 형성됨
을 나타낸다. 이는 시간성의 세계가 시의성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다시 미
래성과 과거성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다시 미래성과 과거성 그리고 현재성
으로 나타남을 뜻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종시의 관점에서 그것이 시종으로 화하
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변화, 생성의 한 면으로 시종의 관점
에서 종시의 차원으로 화하는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부경의 내용 역시 처음 부분에서는 주로 종시에서 시종으로의 변화를
밝히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시종에서 종시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一始無始一”에서 “無櫃化三”까지의 내용이 종시의 세계를 바탕으로 그
14) 金恒, 뺷正易뺸 十五一言 第一張, 政經學會, 대전, 1996, 1쪽, “擧便无極이시니 十이니라.
十便是太極이니 一이니라. 一이 无十이면 无體요 十이 无一이면 無用이니 合하면 土라
居中이 五니 皇極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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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시종의 세계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표상하고 있는 것과 달리 “天
二三地二三人二三” 이하의 내용은 시종의 세계에서 종시의 세계로의 변화

를 나타내고 있다.
천부경의 앞부분이 化三, 析三極과 같이 삼극, 천지인의 공간 세계로의
分化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달리 뒷부분에서는 “天은 둘로 작용하는 셋(가

운데 하나)이고, 地도 둘로 작용하는 셋(가운데 하나)이며, 人도 둘로 작용
하는 셋(가운데 하나)여서 (天地人을 合한) 大三合인 六이 七, 八, 九를 낳는
다.(天二三地二三人二三大三合六生七八九)”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밝음을
향하면 사람 가운데서 천지가 하나가 된다.(昻明人中天地一)”고 하여 合一
(大三合의 合과 人中天地一의 一)을 나타내고 있다.

종시의 세계에서 시종의 세계로의 변화와 시종의 세계에서 종시의 세계
로의 변화는 모두 十 자체로는 표상되지 않는다. 변화는 一에서 九까지의
수를 통하여 표상된다. 이는 十이 형이상의 근원적 존재이며, 그 작용을 나
타내는 수가 一에서 九까지의 수이기 때문이다.
시간성에서 시간으로의 변화, 十에서 一로의 변화는 九에서 시작하여 一
에 이르기까지의 수에 의하여 표상하며, 시간에서 시간성으로의 변화는 一
에서 九까지의 수를 통하여 표상된다. 시간성으로부터 시간으로의 변화는
析三極, 化三으로 표상된 分化의 변화, 分生의 변화이며, 시간으로부터 시간

성으로의 변화는 合一의 변화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부경이 一에서 十까지의 理數를 통하여 표상
하고 있는 세계는 時間性의 分化와 合一을 내용으로 하는 變化의 세계이다.

Ⅲ. 十五와 體用論
앞에서 천부경에서 一에서 十까지의 理數를 통하여 시간성의 세계를 상
징적으로 나타내며, 十과 一 그리고 五가 시간성의 미래성과 과거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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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성을 나타내는 無極과 太極 그리고 皇極임을 살펴보았다.
앞에서는 종시의 세계 곧 시간성의 세계를 중심으로 그것이 시종의 세계
곧 시간으로 어떻게 化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十을 중심으로 형이상적
차원에서 시간성의 시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지금부터는 시종의 관점, 현상의 관점, 형이하의 관점에서 시간성의 시
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시종의 관점에서 시간성의 시간화
를 고찰함은 작용을 중심으로 그것을 고찰함이다. 이는 작용을 표상하는 一
에서 九까지의 수를 중심으로 시간성의 시간화를 고찰함을 뜻한다.
그것은 또한 十이 표상하는 무극이 중심이 아니라 五가 표상하는 황극과
一이 표상하는 태극을 중심으로 종시에서 시종으로의 변화를 고찰하는 작

업이다.
十이 모든 수의 근원이듯이 一이 표상하는 태극과 五가 표상하는 황극의

근원은 十이다. 이는 본체를 표상하는 十에 의하여 一에서 九까지의 수가
형성됨을 보아도 알 수 있다. 一에서 九까지의 수는 모두 十이 分化한 수이
다.
十은 장차 一로 나타날 수 있는 있는 가능성 곧 시간으로 化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지만 시공을 초월한 점에서 無이다. 이러한 十이 分化한
一에서 九까지의 수는 十이 갖는 無的인 측면과 시간의 측면 곧 有的인 측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一에서 九까지의 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十이 갖고 있는 두 측면이 모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겉으로 드러나는 수의 位相을 중
심으로 살펴보면 一의 다음에는 二가 오고, 二의 다음에는 三이 와서 一에
서 九까지의 수는 서론 다른 位相을 나타낸다.
一, 二, 三, 四와 같이 수의 순서를 통하여 표상되는 각각 다른 位相은 十

이 갖는 有的인 측면이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수를 통하여 시종의 時位로
나타나는 점에서 보면 시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겉으로 드러난 位相과 달리 一과 二, 二와 三, 三과 四의 두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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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는 언제나 一이다. 그것은 一에서 九까지의 어느 수를 막론하고 그 본
질이 一임을 뜻한다.
이는 十이 갖는 無的인 측면이 나타난 것이다. 一, 二, 三, 四를 통하여
一과 다른 二가 있고, 二와 다른 三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것이 표상하는 時
位가 있는 점에서 시간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一과 二의 사이에는
一이 있고, 二와 三의 사이에도 一이 있어서 실재하는 것은 오직 一뿐이라

는 점에서 보면 시위를 통하여 표상되는 시간은 없다.
十이 갖는 無的인 측면은 곧 고정됨이 없이 변화함을 뜻한다. 자신을 고

수하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벗어나서 스스로 他者로 化하는 특성이 十이
갖는 無的인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에 의하여 十이 표상하는 시간성이 자신
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시간으로 他者化하게 된다.
시간성의 시간화는 “一이 쌓여서 十이라는 큰 수를 이루면 그것이 셋으
로 化하는 데 걸림이 없다.(一積十鉅無櫃化三)”고 한 것과 같이 化三으로 나
타내기도 하고 “三極으로 나누어지나 근본은 다함이 없다.(析三極無盡本)”
고 한 것처럼 析三極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시간성의 시간으로의 변화는 十의 有的인 측면의 작용이다. 변화는 有的
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十의 無的 본성에 의하여 이루어지
는 有的인 작용은 一에서 九까지의 수를 통하여 표상하게 된다. 十 자체는
변화의 세계, 시종의 세계, 시간의 세계를 초월한 본체이기 때문에 一에서
九까지의 수와 차원이 다른 점에서 十 자체로는 化三, 析三極의 分化를 표

상할 수 없다.
그런데 一에서 九까지의 수는 十이 分化하여 형성된 수이다. 十을 양분
하면 一과 九, 二와 八, 三과 七, 四와 六, 五와 五가 된다. 여기서 五와 五는
동일한 수이다. 그러므로 五를 기준으로 보면 一에서 九까지의 수가 一二三
四와 六七八九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十이 시간성 자체를 상징하고 一에서 九까지의 수가 그 작용을 표상한다

면 五를 기준으로 一에서 九까지의 수가 양분됨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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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五라는 수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五는 三極 가
운데서 皇極을 표상하는 수이다. 황극은 시간성의 측면에서는 현재의 본질
인 현재성을 표상한다. 그것은 五가 時義性의 측면에서는 현재라는 시간의
본성으로서의 현재성을 나타내는 수임을 뜻한다.
시의성이 나타난 현재성은 본질적 시간인 영원한 현재로 그것을 표상하
는 수가 五이다. 영원한 현재의 ‘영원’은 시간성이 시의성으로 化하였음을
나타내고, 영원한 현재의 ‘현재’는 나타난 시의성을 뜻한다. 그러므로 영원
한 현재는 시간성과 시간이 일체임을 나타낸다.
그런데 一에서 九까지의 수를 보면 五를 기준으로 一二三四와 六七八九
로 나누어진다. 두 부분을 구성하는 수의 관계를 보면 一에 五가 더하여짐
으로써 六이 되고, 그 반대로 六에서 五가 덜어져서 一이 된다. 이러한 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의 변화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一二三四는 先天을 상징하고, 六七八九는 後天을 상징한다. 선천과 후천

은 시간과 相卽的 관계인 그것이 나타난 공간의 세계를 함께 표상하는 개
념이다. 그러므로 시간의 측면에서는 一二三四가 과거를 상징하고, 六七八
九가 미래를 상징한다.

이는 시간성이 시간화하면서 선천과 후천, 과거와 미래라는 두 방향으로
작용함을 뜻한다. 우리는 이것을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한다. 시간은 一二三
四로 표상되는 수의 위상 변화와 같이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하여 흐르는

동시에 九八七六으로 표상되는 수의 위상 변화와 같이 미래로부터 과거를
향하는 두 흐름으로 나타난다.
이 때 이러한 수의 변화와 五를 함께 살펴보면 一二三四가 변화하여 五
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九八七六이 변화하여 역시 五에 이른다. 이는
五가 표상하는 황극을 바탕으로 과거와 미래를 향하는 시간의 흐름의 分化

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미래와 과거를 향하는 시간의 흐름이 合一이 됨을
나타낸다.
선천을 표상하는 一二三四와 후천을 표상하는 六七八九는 다시 선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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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으로 分化하여 이해할 수 있다. 一二三四의 一二는 선천의 선천이고,
三四는 선천의 후천이다. 그리고 六七八九의 六七은 후천의 선천이며, 八九

는 후천의 후천이다.
이는 一年의 朞數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一二三四는 선천의 사계절을 표
상하고, 六七八九는 후천의 사계절을 표상한다. 一二三四와 六七八九를 양
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一二는 生을, 二三은 長을, 그리고 三四는
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一二三四는 선천의 生長成을 표상한다. 그리고 六
七은 후천의 生을, 七八은 후천의 長을, 八九는 후천의 成을 표상한다. 그러

므로 六七八九는 후천의 生長成을 표상한다.
그런데 시간은 공간과 상즉의 관계이다. 천부경에서 “셋으로 나누어지지
만 근본은 다함이 없다. 天이 그 하나의 첫 번째이고, 地가 그 하나의 두
번째이며, 人이 그 하나의 세 번째이다.(析三極無盡本 天一一地一二人一
三)”고 하여 析三極을 언급하면서 다시 그것을 천지인으로 나타낸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은 곧 공간상의 地와 天 그리고 人을
상징한다. 미래는 공간적 측면에서 天으로, 과거는 地로 그리고 현재는 人
으로 나타낸 것이다. 시간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에서 미래를 향하는 흐
름과 미래에서 과거를 향하는 흐름으로 구분되듯이 천지인의 공간적 관계
역시 天은 地를 향하고, 地는 天을 향하여 양자가 人에서 合一하는 동시에
人으로부터 分化한다.

또한 선천과 후천, 과거와 미래를 표상하는 一二三四와 六七八九는 각각
공간상의 동서남북의 四方을 표상한다. 선천과 후천의 시간과 동서남북의
사방을 결합하여 이해하면 一二三四는 선천의 동서남북을 표상하고, 六七
八九는 후천의 동서남북을 표상한다.

천부경에서는 “셋과 넷으로 운용하여 五를 이루고 七로 연결한다.(運三
四成環五七)”고 하였다. “運三 四”는 셋과 넷이라는 범주 예를 들면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라는 세 범주와 춘하추동과 같은 네 범주를 운용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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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의 시간화, 공간화가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그리고 “成環五七”은 시간성의 공간성 곧 시의성화, 공간성의 공간화, 시
의성의 시간화에 의하여 五가 표상하는 작용이 완성되고, 그것이 현상의 측
면에서 天地人이 合一이 되면서 형성된 大三合으로서의 六으로 드러나면서
그 작용이 七로 계속됨을 나타낸다. 六七八九의 세계를 分化, 分生을 표상
하는 一二三四와 달리 合一의 세계라고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시간상의 선천과 후천,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와 춘하추동을 막론하고
그것은 시간성의 顯現의 결과이다. 그것의 본질은 현상적 측면에서는 모두
태극이다. 그러므로 비록 구분하여 표현할지라도 그것은 일체이다. 시간은
모두 十이 표상하는 시간성, 無極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 一體이다.
공간상의 천지인과 동서남북 그리고 만물은 모두 현상적 측면에서는 본
성인 태극의 현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상적 존재의 본성을 한마디
로 나타내어 性, 太極, 無極이다. 그러나 天地人을 구분하여 나타내면 太極,
본성이 天의 관점에서는 天性이 되고, 地의 관점에서는 地性이 되며, 인간
의 관점에서는 人性이 된다. 천지인의 본성이 일체이면서도 각각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태극은 十이 표상하는 시간성 자체가 현현한 존재, 自化한 존재이다. 그
러므로 모든 현상적 존재는 나타난 無極, 나타난 時間性인 점에서 일체이
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상에서는 각각 시간성과 공간성, 과거성과 미래성,
현재성 그리고 天性과 地性, 人性과 같이 구분되어 표상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十과 五 그리고 一로 표상되는 시간성의 세 구
조인 무극과 황극 그리고 태극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간성이 시간화하는 변
화를 살펴보면 본체는 十이며, 그 작용은 황극을 표상하는 五이고, 시간화
의 결과 형성된 천지인의 공간의 세계의 본질을 나타내는 태극은 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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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五十과 인간관
앞에서 본체와 작용 그리고 현상의 관점에서 천부경의 내용을 살펴보았
다. 지금부터는 천부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 살펴보자.
천부경의 전반부가 五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十에서 一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달리 후반부는 天地人이 모두 合하는 大三合을 논하고
이어서 인간 가운데서 天地가 하나가 됨을 논하여 合一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시종에서 종시로의 변화가 合一임을 뜻한다.
그것은 시간성의 시간화가 五가 표상하는 皇極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
듯이 인간 가운데서 天地가 하나가 됨으로써 비로소 天地人의 大三合이 이
루어짐을 뜻한다. 五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一에서 十으로의 변화 그것
이 바로 合一이다.
合一은 본래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형이상적 존

재인 시간성의 차원에서는 合一의 문제가 없다. 비록 시간성의 구조를 나타
내는 태극이나 황극 그리고 무극은 개념으로 서로 구분하여 나타내었지만
본래 일체이기 때문이다.
모든 현상적 존재의 본질은 시간성이 변화한 時義性 곧 공간성이다. 그
것을 공간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나타내면 性, 本質이며, 천지인의 관점에
서 구분하여 나타내면 天性, 地性, 人性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의 관점
에서는 천지와 더불어 일체이다.
시간성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모든 존재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현재적
존재이다. 그것은 十이 표상하는 미래성과 一이 표상하는 과거성이 合德하
여 일체가 된 현재성을 본성으로 하는 현재적 존재, 五가 표상하는 皇極을
주체로 하는 존재가 인간임을 뜻한다.
書經에서는 국가를 다스리는 일을 五가 표상하는 皇極을 주체로 이루

어지는 여덟 가지의 範疇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황극 이전의 처음과
네 번째 범주는 五行과 五紀로 天文을 나타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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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事와 八政으로 이는 人文을 나타낸다.

반면에 황극 이후의 여섯째 범주는 三德을 논하고, 아홉 번째 범주는 五
福과 六極을 언급하고 있다. 양자는 모두 人事를 나타내는 범주이다. 그리

고 일곱 번째 범주에서 天文을 나타내는 稽疑를 밝히고, 여덟 번째 범주에
서는 庶徵을 밝히고 있다.15)
황극 이전의 네 범주를 통하여 天文 안의 人文을 나타내는 동시에 황극
이후의 네 범주를 통하여 人事 안의 天文을 나타냄으로써 皇極이 주체가
되어 天文과 人文의 合一 곧 天地의 合一이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성의 존재구조에서 무극이 본체가 되고, 황극이 작용하여 그 결과가
현상에서 태극을 통하여 드러나듯이 인간을 통하여 천지의 작용이 이루어
진다. 천부경에서 “인간 가운데서 천지가 하나가 된다.(人中天地一)”고 한
것은 인간의 존재특성이 천지의 合德作用임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모든 현상적 존재는 시간성이 현현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성의 존재구
조를 갖듯이 인간 역시 시간성의 존재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다. 본체로서
의 무극이 인간의 본성이 되고, 무극의 작용을 나타내는 황극이 인간의 마
음이 된다. 그리고 황극의 작용이 현상에서 태극을 통하여 드러나듯이 인
간에 있어서는 몸을 통하여 다양한 言行으로 드러난다.
不動의 본체인 本性은 마음이라는 작용으로 드러난다. 천부경에서는 “작

용은 변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근본이다. 본심은 본래 태양과 같다.(用
變不動本 本心本太陽)”고 하여 이 점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본성과 마음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本心本太陽”이다.
“本心本太陽”을 본성과 마음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본심은 태양

을 근본으로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때 태양은 인간의 본체인 본성을
15) 金東求, 뺷書傳뺸, 洪範, 서울, 명문당, 1989, 251～270쪽, “我聞, 在昔, 鯀陻洪水, 汨陳其五行,
帝乃震怒, 不畀洪範九疇, 彝倫攸斁. 鯀則殛死, 禹乃嗣興, 天乃錫禹洪範九疇, 彝倫攸敍. 初一
曰五行, 次二曰敬用五事, 次三曰農用八政, 次四曰協用五紀, 次五曰建用皇極, 次六曰乂用三
德, 次七曰明用稽疑, 次八曰念用庶徵, 次九曰嚮用五福威用六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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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으로 나타낸다. 태양은 밝음, 빛의 상징이다. 빛, 밝음은 만물의 근원
인 시간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本心本太陽”은 “본심은 본래 시간성이
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면 사람 가운데서 천지를 合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천부경에서는
“밝음을 따르면 사람 가운데서 천지가 하나가 된다.(昻明人中天地一)”고 하

였다. 여기서 밝음은 인간의 본성인 시간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므로 昻明은 ‘시간성을 따름’이다.
시간성은 시종의 세계에서는 時義性이 된다. 따라서 昻明은 時義性에 的
中함이다. 시의성에 적중함은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言行을 대상으로 한

다. 그것은 현재라는 시간이 갖는 의미로서의 시의성에 따라서 그에 알맞
은 言行을 실천함을 뜻한다.
시의성에 적중하는 언행은 시의성이 五를 기준으로 一二三四가 표상하
는 선천과 六七八九가 표상하는 후천으로 드러나듯이 선천적 존재는 선천
적 존재로 대하고, 후천적 존재는 후천적 대함으로써 모든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줌을 뜻한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본성인 일체성을 바탕으로 그것이 다양하게 드러난
언행이나 사물의 속성에 맞도록 대하여 줌으로써 각 존재마다의 가치를 드
러내는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도록 하고, 사물이
사물로 존재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昻明을 통한 천지와의 合一은 인위적인 修行, 修練, 修養, 學問을 통하여

이루어야할 自覺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자신으로 대하는 實踐을 통
하여 본래 천지인이 合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일이다.
본성의 차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일체일 뿐만 아니라 사물과 사람, 자
연을 막론하고 모든 존재가 일체이다. 그러므로 본성의 차원에서 보면 인
간은 개체적 존재로서의 내가 없는 無我이다. 본성이 나타난 마음 그리고
그것이 몸을 통하여 나타난 언행 역시 無我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無爲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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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음의 사고, 인식, 지각, 의지와 같은 다양한 작용이나 몸을 통하
여 드러나는 다양한 언행은 개체적이다. 그것은 인간의 삶이 몸과 마음의
차원에서는 有爲的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천부경에서 昻明으로 표현한 인
간의 삶은 모든 현상적 존재의 가치를 드러냄으로써 만물이 만물로 존재하
도록 해주는 점에서 有爲的이지만 매 순간에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성의 시간화의 체험인 점에서 無爲的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시간성을 중심으로 천부경의 세계관을 살펴본 후에 그것을 바
탕으로 본체론과 현상을 살펴보고 이어서 인간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세계의 근원은 時間性이다. 세계는 그 본성에 의하여 시간성의
시간화와 시간의 시간성화라는 변화의 연속된 과정이다. 그러므로 세계는
시간과 공간, 有와 無, 형이상과 형이하 그 어떤 범주로도 고정화하여 나타
낼 수 없다.
둘째는 모든 현상적 존재는 시간성을 본성으로 하는 점에서 일체적이다.
그것은 만물이 시간성이라는 본체가 다양하게 현현한 결과임을 뜻한다. 다
양하게 드러나는 일체적 존재 그것이 바로 만물이다.
셋째는 인간은 본질적 시간으로서의 영원한 현재를 살아간다. 그것은 인
간이 시간과 공간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
니라 매 순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면서 살아감을 뜻한다.
넷째는 인간은 그 본성에 있어서는 세계와 일체이기 때문에 無我이다.
그러므로 현상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有爲的인 삶은 無爲
的인 삶을 바탕으로 한다. 無爲와 有爲가 하나가 되어 有無가 없는 자유로

움 그것이 인간의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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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View on the Life and World of Cheonbugyeong(天符經)
Lee, Hyun-jung
Unlike previous research, this paper examines Cheonbugyeong from
a sheer academic perspective, not from the viewpoint of a specific
religion or training theory. However, simply because every idea
ultimately pursues that which is considered desirable for human life,
the focus of this paper is human life.

Cheonbugyeong is composed of 81 characters: ten of these are
numbers from 一(one) to 十(ten), which are used 31 times, and the
other 50 are characters. The words used in Cheonbugyeong are 無
(null), 始 (begin), 終 (finish), 化 (become), 變 (change), 生 (generate),
成 (make), 往 (go), and 來 (come). If we put them together, they mean
始終 (begin and finish), 生成 (generate and make), 往來 (come and go),
and 變化 (change and become).
When examining the contents based on the notions of 始終, 生成, 往
來, 變化, and the numbers from one to ten, a moderate and changing
view on the world, an eternal worldview concerning the present, and
a worldview about the three prime origins emerge. In addition, when
the relevance between noumenon and phenomenon is closely
investigated, based on the above-mentioned views, noumenon and

phenomenon are shown to be sometimes single and the same things,
sometimes divided respectively, and at other times, different things.

Cheonbugyeong posits that the human is esse based on the nature
of the earth and sky, and that human life is made up of noumenon
- 本心 (one's real intention) being a main agent. Moreover, as one's
real intention, the metaphysical noumenon, is a main agent of the

천부경의 세계관과 인간관 31

human; from the viewpoint of individual being, it is 無我 (absence of
ego). Therefore, the human is an eternal being, without being born
or dying.
Key Words : 始終 (begin and finish), 生成 (generate and make), 變化 (change and
become), view on life, view on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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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대 한국인의 사생관은 어떠하였을까 하는 의문에서 뺷삼국사기뺸의 검토를 통
해 거기에 나타나 있는 당시 사람들의 사생관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뺷삼국유사뺸에 보이는 한국인의 사생관에 대해 검토
하였다. 그 결과, 뺷삼국사기뺸는 유학자의 유교적 사생관이 반영되어있는 반면, 뺷삼
국유사뺸에는 유교적 내세관과 더불어 승려 일연의 ‘윤회’와 ‘극락정토’ 중심의 불교
적 사생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래 붓다의 사생관은 ‘무아’와
‘열반’이 중심사상이라 보아도 좋다. 이들 사상에서 본다면 사생관을 이루는 요소

인 ‘영혼’과 ‘내세’란 관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
면서 유교와 도교 등 현세적인 중국 사상의 영향을 받아 변용되었고, 불교가 국가
의 통제를 받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중국화 된 불교가 고대한국에 전래되
* “이 논문은 2015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제번호
2015AA067).” 또한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6A3A01033504).”
** 동의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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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한국인의 사생관에 영향을 주어 ‘윤회’란 영혼관과 ‘극락정토’란 내세관이 강조
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대승불교 사상에 입각하여 서술된 뺷삼국유사뺸의 사생관
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편찬자의 사상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
한다. 이것은 결국 고대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사생관은 통일적이라든가 국가에
의해 통제된 일률적인 사생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종교와 사상 즉 유교․불교․도교 및 무교 등의 종교와 사상에 보이는 사생관의
수용 여부에 따라 계층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
점은 고대 한국인의 사생관은 내세지향적 사상보다는 항상 현세에 기반을 둔 현세
회귀적 사상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사생관, 삼국유사, 대승불교, 극락정토, 윤회사상

Ⅰ. 머리말
통계청 2013년 생명표1)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1.9년(남 78.5년, 여 85.1년)으로 2012년 대비 0.5년 증가”하였고, “2012년

대비 남자 0.6년, 여자 0.4년, 2003년 대비 남자 4.7년, 여자 4.2년 증가”하였
다고 한다. 생활과 위생 환경의 개선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한
국인의 수명은 이전 시대2)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
다. 이러한 수명의 증가는 고대인들이 추구하였던 ‘不老長生’의 꿈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문명의 발전에 따라 육체적 삶의 질은 향상되었을지 모르지
1) 2014년 12월 3일 보도자료.
2) “조선 시대 평균수명은 35세 내외였다고 한다. 조선조 임금 27명의 평균수명은 46.1세.
영조만 82세까지 장수했을 뿐 60세를 넘긴 임금은 20% 미만이다.”(｢강원일보｣ 2014.10.28.
7면 사설). 하지만 영유아 사망률과 왕의 경우 암살 등의 요인을 고려한다면 직접 비교하
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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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죽음의 질도 동반하여 상승하였는가 하는 점에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
는다. 노령화에 따른 노인 자살의 증가, 병원에서의 죽음 등의 문제는 오늘
날 한국사회에 또 다른 화두를 제공하고 있다. 餘命, 은퇴 후의 삶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죽음을 마주하는 기간도 길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
어 Thanatology, 죽음준비교육, Well-dying, 생사학, 사생학 등으로 명명하
는 신생학문 분야에도 사회적 관심이 기울이게 되었다.
오늘날의 죽음에 대한 연구는 인문학뿐만 아니라 의학, 사회학 등 다양
한 분야에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종래 죽음에 대한 관념은 주로 사생관이
란 관점에 논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대 한국인의 사생관은 자신
의 신앙이나 종교에 의해 다양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
데서도 사후의 세계인 내세관을 주장하는 불교나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
고 있다고 한다. 즉, 기독교의 내세지향적 사고와 불교의 현세회귀적 사고
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대 한국인의 사생관은 어
떠하였을까 라는 의문3)에서 삼국사기의 검토를 통해 삼국사기에 나타
난 당시 사람들의 사생관을 살펴본 바가 있다.4) 본고에서는 이 연구의 연
장선상에서 삼국유사에 보이는 고대 한국인의 사생관 검토를 목표한다.

Ⅱ. 뺷삼국사기뺸와 뺷삼국유사뺸
현존하는 고대한국의 역사서로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을 들 수 있
다. 주지하다시피 삼국사기는 1145년에 고려 인종의 명에 의해 김부식 등
이 편찬하였던 삼국시대 紀傳體의 역사서로서 현존하는 한국 최고의 정사
3) 고대 한국인의 사생관을 이해하는 자료로는 문헌 외에도 금석문이나 분묘, 사찰 등의
고고학 자료도 있지만, 이에 대한 검토는 추후의 과제로 하기로 한다.
4) 졸고, ｢뺷삼국사기뺸에 나타난 한국인의 사생관｣, 뺷동북아문화연구뺸 40, 동북아시아문화학
회, 2014, 159～180쪽. 이 논문은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엮음, 뺷죽음 의례와 문화적
기억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5, 251～280쪽에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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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으며, 本紀 28권5)에 志 9권, 表 3권, 列傳 10권으로 구성되어 있
다. 10권의 열전에는 왕 이외의 고대 한국인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 金庾信이 3권을 차지하고 나머지 7권에 68명의 활동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34명이 7세기에 활동한 인물인데, 국가를 위해 순직한 인물은 21인 기
록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爲國忠節이란 유교적 사생관을 의도적으로 드
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비해 삼국유사는 고려 忠烈王 때의 普覺國師 一然(1206∼89)이
신라․고구려․백제 3국의 遺事를 모아 만든 역사서로 편찬 시기는 대체로
충렬왕 7년(1281)에서 9년(1283) 사이로 보고 있기 때문에 130여년의 시간
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구성은 간략한 연표인 王曆, 단편적 역사서술인
紀異, 불교수용과 융성을 다룬 興法, 탑과 불상에 관한 사실을 다룬 塔像,

신라 고승의 전기인 義解, 신이한 승려들의 이야기인 神呪, 신앙의 영이 감
응을 다룬 感通, 초탈 고일한 행적을 다룬 避隱, 효도와 선행의 미담을 다룬
孝善 등으로 짜여져 있다6).

이러한 차이는 삼국사기의 경우, 유학자인 김부식의 주도하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학적 사생관이 많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지만, 삼
국유사의 경우, 일연이란 승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교적 사생관
이 내포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사생관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불교 사생관의 검토가 필요하며, 고대한국에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
과 수용, 변용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 고구려 10권, 백제 6권, 신라․통일신라 12권.
6) 최재남 외, ｢뺷삼국유사(三國遺事)뺸 기사(紀事)와 찬(讚) 연구｣, 뺷인문논총뺸 12,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6쪽. 참고로 기이 59, 흥법 6, 탑상 31, 의해 14, 신주 3, 감통 10,
피은 10, 효선 5 등의 138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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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불교의 전래와 사생관
1. 고대한국의 불교 전래
고대한국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였다. 불교에 전래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래 시기는 각각 차이를 보인다. 고구

려의 경우, ｢고구려본기｣에 기록되어 있다.
2년 여름 6월, 秦의 왕 苻堅이 사신과 승려 順道를 파견하여 왕에게 불상과

경문을 보내 왔다. 왕이 사신을 보내 답례로 토산물을 바쳤다.
4년 阿道가 왔다.
5년 봄 2월, 처음으로 省門寺를 창건하여 순도로 하여금 머무르게 하였다.

또 伊弗蘭寺를 창건하여 아도를 머무르게 하였다. 이것이 해동 불법의 시초가
되었다. (이상 小獸林王 조)
9년 3월, 불교를 숭배하여 복을 구하라는 교서를 내렸다. 관리에게 명하여
國社를 세우고 宗廟를 수리하게 하였다. (故國壤王 조)

소수림왕 2년(372)년에 전진왕인 부견이 승려 순도를 파견하여 불상과
경문을 보내옴으로 시작되었고, 5년(375)에는 성문사와 이불란사를 창건하
여 순도와 아도를 머무르게 함으로서 불교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고국양왕
9년(392)에 이르러 불교를 숭배하라는 교서와 함께 국가 사찰을 짓게 하여

불교를 수용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의 전달과 수용의 정치적 주체가 왕실
이었다는 점은 종교란 측면보다는 고구려와 전진 양국의 정치․외교적 이
해관계가 우선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백제와 신라도 마찬
가지였는데, 그 배경은 왕권 지배체제 구축에 필요한 사상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그 성격도 기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9년(392) 3월, 불교를 숭배하여 복을 받게 하라는 교서를 내렸다. 관리들에게

명하여 國社를 세우고 宗廟를 수리하게 하였다. (故國壤王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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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경우, ｢백제본기｣에
원년 가을 7월, 晉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9월, 胡僧 摩羅難陁가 晉에서 오자, 왕이 맞이하여 궁내에 모시고 공경하였

다. 이때부터 佛法이 시작되었다.
2년 봄 2월, 漢山에 절을 창건하고, 승려 10명을 두었다. (이상 枕流王 조)

라고 하여 침류왕 원년(384)에 동진에서 온 胡僧 마라난타에 의해 전래되었
으며, 다음 해에는 사찰을 세우고 승려를 두었다고 한다. 이 기록으로 볼
때, 고구려의 경우는 북방의 전진에서 전파한 불교를 수용했던데 비해, 백
제의 경우는 백제가 적극적으로 남방 동진에 사신을 파견하여 받아들이고
자 하였다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가 불교 수용에 20여년
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데 비해, 백제는 전래 즉시 수용하게 된 배경으로 작
용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것은 선진문화였던 불교의 고구려 전래에 따
른 백제 측의 외교적 대응으로 추측된다.
한편 신라의 경우, ｢신라본기｣에 따르면,
15년 불교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16년 살생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상 法興王 조)

라고 하여 법흥왕 15년(528)에 불교가 시행되었다고 한 점과, 다음 해인 16
년에 살생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불교가 신라에
서 공인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수용 과정은 고구려, 백제
와 달리 순조롭지 않았다. 법흥왕 조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近臣인 異次
頓의 순교라는 정치적 행위가 동반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불교의 전래

가 이전의 시기에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5세기 초 눌지마립간(재
위 417～458) 때에 고구려에서 온 墨胡子란 승려가 일선군(지금의 선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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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들어와 불교를 전파하려 하였으나 수용되지 못하였고, 5세기 말 소지
마립간(재위 479～500) 시기에 고구려 승인 阿道에 의해 시도 되었으나 역
시 실패로 끝났다고 한다.
두 번의 불교 전래가 수용되지 못하고 또한 수용에 1세기의 시간이 필요
하였던 것은 우선,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 주변국의 정세와 연동된 정치․외
교적 필요성과 국왕 간의 교류의 산물이었던데 비해, 신라의 경우, 고구려
와 신라 간의 외교적 행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묵호자와 아도란 개인적
전파였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외래 종교인 불
교 수용에 있어 갈등이 야기된 원인은 귀족층의 반발뿐만이 아니라 지정학
적 요인으로 인한 중국 불교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당시의 신라와 고구려
의 군사적 긴장관계에 따른 고구려화한 중국불교를 받아들이기에는 거부
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7)
이처럼 삼국 불교의 수용과 공인은 고대국가 체제 정비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은 이미 많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고구려 불교는 因果的 교리 혹
은 求福的인 불교였으며, 백제 불교는 戒律을 중시하였고, 신라불교는 ‘왕
이 곧 佛’이란 사상과 더불어 轉輪聖王 사상을 구현하려한 불교였다고 이해
하고 있다8).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대한국에 수용된 불교는 통일신라기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호국적이며 귀족적, 기복 신앙적인 불교로 변용되고
토착화 되어 유교, 도교와 함께 한국인의 종교사상을 이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용기의 삼국불교는 정치 중심세력이나 지식층 중심이었기 때
문에, 일반 민중에 그 영향을 미치기에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
이다. 일반 민중에게는 당시의 고유신앙이었던 무속신앙이나 풍수신앙 등
의 사상과 융합하며 수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중국 북부의 불
7) 이 점에 대해서는 졸고, 앞의 글, 167～168쪽 참조.
8) 김상현, 뺷한국불교사 산책뺸, 우리출판사, 1995, 190～192쪽. 또한 鎌田茂雄 저, 신현숙
역, 뺷한국불교사뺸, 민족사, 1988, 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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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俗信이나 巫覡 등과 결합되어 주술성을 가지면서 민중 사이에 침투한
것과 같은 양상9)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왕실의 정치, 외교 등 국가적 이해관계에 의해 고대불교가 수
용되었기에, ‘연기’와 ‘무아’, ‘윤회’, ‘열반’ 등을 중심 사상으로 형성된 불교
적 사생관이 어떻게 고대한국 사회의 저변에 어떻게 침투되고 변용되었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가지는 사생관이나 내세관 역시 고대 한국인의 사생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불교의 사생관을 구성하는 불교의 영혼
관과 내세관을 검토하기 위해 인도와 중국불교의 사상과 전개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원시불교 사상과 대승불교의 전개
고대한국에 전래된 불교는 중국을 거쳐 오면서 중국화한 불교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의 전래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사
상의 전개와 함께 사생관의 변용에 대해 논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략
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불교란 인도의 고타마 붓다(釋迦牟尼)를 敎祖로 하
여 그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 불교의 역사는 붓다
가 탄생한 B.C. 5세기부터 크게 원시불교와 部派佛敎, 小乘 및 대승불교로
전개되어 왔고, 각국에 수용되는 단계에서 정치, 문화적 영향에 따라 다양
하게 발전하였으며 필요한 경전과 교리도 새롭게 편찬되기도 하였다.
불교 발생 당시의 인도의 종교계는 베다와 우파니샤드에 근거한 브
라만 사상이 지배하던 사회로, 아트만(我)과 브라만(梵)10)의 ‘梵我一如’의
이원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는 前生의 業과 연관성을
9) 鎌田茂雄 저, 장휘옥 역, 뺷중국불교사 1 –초전기의 불교-뺸, 장승, 1993, 73쪽.
10) 아트만(ātman, 我)은 변화하는 ‘물질적 自我[육체, 마음, 생각 등]’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절대 불변의 내밀하고 ‘초월적 자아[영혼]’을 지칭하며, 브라만[brahman, 梵]은 우주의
근본원리를 지칭하는 힌두교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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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 現生의 행위가 後生의 苦樂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輪廻사상이
있고, 이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이 최고의 이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후기 인도의 業과 윤회, 해탈 사상은 불교 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출가한 석가가 6년의 고행과 명상 끝에 깨달은 진리를 法이라 하고, 바나
라스(Banaras)의 鹿野園에서 처음 설법한 이후부터 부파불교 이전까지의
시기를 원시불교시대라고 하며, 중심 교리로 中道11), 十二緣起12), 四諦13),
八正道14)를 언급하였다. B.C. 485년경15) 석가가 열반에 든 후, 摩訶迦葉 등

이 중심이 되어 律과 敎法을 유지하고 정리하였는데, 이를 ‘제1결집16)’이라
한다. 이 이후 불교는 인도의 마가다국을 중심지로 하여 각지로 전파되었
는데, B.C. 4세기경 찬드라굽타(Chandragupta)에 의해 성립된 통일국가 마
우리아왕조(B.C. 324～187)시대는 불교가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간 시대로
기록되고 있다.17) 특히, 3대 왕인 아소카(Asoka, 阿育 B.C. 272)시대에 이르
11) 쾌락과 고행의 양 극단을 지양하는 것을 말함.
12) 十二有支라고도 하며, ①無明, ②行, ③識, ④名色, ⑤六處, ⑥觸, ⑦受, ⑧愛, ⑨取, ⑩有,
⑪生, ⑫老死를 말함.
13) 四聖諦는 변하지 않는 진리로 苦諦, 集諦(苦의 근원), 滅諦(고의 해탈), 道諦(고의 해탈
방법)를 지칭.
14) 正見, 正思惟, 正言, 正業, 正命, 正精進, 正念, 正定을 지칭.
15) 붓다의 생몰연대에 대해서는 B.C. 624∼B.C. 544년, B.C. 565∼B.C. 485, B.C. 563∼B.C.
483년 설, B.C. 463∼B.C. 383설 등으로 다양하지만, 남전불교의 485년 설로 보는 경우가
많다.
BC 563∼BC 483년 설이다. 이 설은 중국의뺷역대삼보기(歷代三寶紀)뺸에 전하는 중성점
기(衆聖點記), 즉 불멸(不滅) 후 최초의 율장(律藏)이 결집되었을 때 제1점을 치기 시작하
여 매년 1점씩 쳐서, 제(齊)나라의 영명(永明) 7년(AD 490)까지 975점에 이르렀으므로
불멸이 BC 485년이라는 설(BC 565∼BC 485년)과도 대략 일치된다. 그외에 BC 624∼BC
544년설, BC 463∼BC 383년설 등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전자를 채용하고 있다.
16) 결집이란 석가의 가르침(佛說)을 묶어 정리한 것으로, 그가 입멸했을 때 500명의 比丘들
이 都城 라자그리하(王舍城)에 모여 摩訶迦葉의 사회 아래, 優髮離과 阿難이 각각 律과
法을 암송하여 서로 검증하여 경전(삼장)을 편찬하였는데, 이후 2차는 B.C. 376년 바이샬
리, 3차는 B.C. 250년 마가다국의 수도 파탈리푸트라(Pātaliputra)에서 편찬되었다.
17) 에티엔 라모트 저, 정의도 역, 뺷간추린 인도불교사뺸, 시공사, 1997,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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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불교가 통치 지도이념으로 받아들여짐으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
다. 그 결과 카슈미라․간다라(캐슈미어 지방, 카불 계곡과 서부 펀잡), 마
히샤 만달라(중부 말와), 바나바사(북부 카나라), 아파란타(북부 콘칸), 마
하라스트라(마라트 지방), 야바나 로카(그리스 지역,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
와 이란의 식민지로서 제드로시아, 아레코시아지방), 히마바트(히말라야 지
방), 랑카 또는 스리랑카 등18)의 국외 지역까지 전파되어 갔다고 한다.
하지만 불교의 이러한 급속한 팽창과 발전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교파분열을 초래되었다. 석가 열반 후 100년이 지나자 부처 교설
의 수용 자세와 교단질서 확립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계율 해석의 차이로
인해 전통적 보수파인 上座部와 진보적 자유파로 지칭할 수 있는 大衆部19)
의 두 개 부파로 나누어져 대립하였다. B.C. 4세기 후반, 리차비족과 밪지
동맹의 수도였던 바이샬리(vaisali)에서 비구의 ‘10사(事)’20)에 대한 합법과
非法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 분열이 일어났다. 이에 비법을 주장하는 700명

의 비구들이 집회를 개최했는데, 이를 ‘제2결집’이라 한다.
상좌부의 경우, 윤회로부터의 해탈은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출가자만
이 가능하고, 그 목표는 최고성자인 阿羅漢의 경지에 있으며, 부처도 아라
한 성자의 한 사람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반해 대중부의 경우, 중생도 부
처의 佛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

18) 위의 책, 44쪽.
19) 장로를 중심으로 한 지도층과 젊은 승려를 중심으로 한 일반층을 지칭.
20) ①鹽事淨: 그 전날 받은 소금을 비축해 두었다가 식사 때 쓰는 것은 淨法이다. ②二指淨:
中食을 먹은 뒤에라도 해 그늘이 두 뼘 길이가 될 때까지는 먹을 수 있다. ③隨喜淨: 밥을
먹은 뒤에라도 다시 또 먹을 수 있다. ④道行淨: 도량을 떠나서는 먹은 뒤에 다시 식사할
수 있다. ⑤酪漿淨: 酥油, 蜜, 石蜜 등을 酪에 타서, 밥을 먹지 않을 때 먹을 수 있다. ⑥治病
淨: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술이 되기 직전 상태의 음료는 마실 수 있다. ⑦坐具淨: 몸이
크고 작음에 따라 좌구, 즉 방석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⑧舊事淨: 그 이전 사람이
하던 일을 따라 하면 율에 위반되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⑨高聲淨: 따로 羯磨法을 짓고
나중에 와서 억지로 다른 이의 용서를 구한다. ⑩金寶淨: 금, 은, 돈 등을 보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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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주장함으로서 윤회가 곧 열반이란 이론 전개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고 볼 수 있다. 이후 부파의 분열이 지속되어 서력을 전후하여 소승 20부로
일컬어지는 11개의 상좌부파와 9개의 대중부파로 나누어졌다. 그 원인은
초기에는 계율해석의 차이에서 시작되었지만, 차츰 학설보다는 장로 중심
의 조직체계나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20부파 및 이들 부파 소속의 經․律․論에 주장된 교설이 ‘부파불교’
로 불리는데, 대표적인 부파로서는 서북 인도에 번성한 說一切有部, 중서
인도의 正量部, 서남 인도의 상좌부(이상, 상좌부계), 남방 인도의 대중부
등을 들 수 있다.21) 이러한 부파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부처의 가르침이란
본질보다 律과 經의 훈고학적 주석을 중시하는 阿毘達磨22) 불교로의 발전
을 가져왔다. 그 결과, 僧院과 출가자 중심의 학문불교는 점차 대중과 멀어
지게 되고, 일부에서는 저급한 미신적인 신앙들을 받아들임으로서 초기 불
교의 참신성을 상실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런 불교계의
흐름에 반발하여, B.C. 2세기 무렵부터 출가자 중심인 부파불교의 현학적
인 경향을 거부하고 붓다의 사리탑을 중심으로 재가신자들의 집단이 형성
되어 대승불교운동을 전개하였다.23)
대승불교는 B.C. 1세기에 이르면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타적 세계관
을 바탕으로 하는 대승불교의 대두로 인해 상좌부 중심의 불교는 소승불교
로 명명되었다. 대승불교의 관점은 修行觀에 있어 자기해탈 보다는 대중의
구원에 중점을 두고, 열반 상태의 아라한 성자 대신 菩薩을 이상적 인간으
로 제시하며 열반의 과거불 대신 미래불 佛身觀을 주장하였다. 이에 本生
譚24), 譬喩文學25) 및 아비달마의 우주론과 사상을 종합한 새로운 대승경전
21) 한국사전연구사, 뺷종교학대사전뺸, 1998. (NAVER 지식백과 2015.06.14. 검색) 그리고 그
외 대표적인 것으로 犢子部․雪山部․化地部․飮光部․經量部 등이 있다.
22) 산스크리트어 abhidharma의 음사로 부처의 가르침에 대한 주석․연구․정리․요약을
일컫는 말이며, 佛典의 경․율․논 三藏 가운데 論藏을 지칭함.
23) 藤堂恭俊․塩入良道 저, 차차석 역, 뺷중국불교사 -漢민족의 불교-뺸, 대원정사, 1991, 30쪽.
24) 석가 전생의 이야기를 묘사한 것으로 자타카(jātaka)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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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만들어졌다.
부파불교의 영향이 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승불교 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된 결과, B.C. 3세기부터 A.D. 1세기 사이에 많은 대승경전들이 만들어
졌는데, 그 중 般若經과 法華經, 維摩經, 阿彌陀經, 十地經 등은
중요 경전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반야경의 空思想(中觀思想)은
대승불교의 기본 교리임과 동시에 불교의 근본 사조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 사상을 확립한 남인도의 龍樹는 中論頌을 통해 부파불교의 오류를 적
극적으로 비판하였다. 용수는 불교의 기본교리인 緣起를 보다 심오한 체계
로 전개하여 경험에 나타난 모든 대립을 부정하는 절대적 일원론을 주장하
였고, 그는 대립의 圖式을 生과 滅, 오는 것과 가는 것, 중단과 계속, 같은
것과 다른 것 등으로 분류하였고 중생과 부처, 윤회와 열반은 본질적․일원
적 입장에서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본질적 동일성을 아는 지
혜가 반야라고 하였다.26)
힌두교의 죽음관을 윤회와 해탈로 볼 때, 붓다의 죽음관은 열반으로 이
해27)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해탈과 열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대해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열반을 윤회와 대비시켜
언급하며, 보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붓다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
었지만 생사윤회에 빠진 이들을 버리지 않은 것은 열반과 윤회라는 이중성
을 뛰어넘은 행위28)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불교는 1세기 후반 쿠샨왕조의 3대 왕인 카니슈카(Kanishka)는 국
내 각지에 佛塔과 사찰을 건립하는 등 적극적인 불교보호정책의 시행으로
25) 불교설화로 아바다나(avadana)라고 함.
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뺷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뺸, 1991. (NAVER 지식백과 2015.06.14.
검색).
27) 이 점에 대해서는 케네스 폴 크레이머 저, 양정연 역, 뺷죽음의 성스러운 기술뺸, 청년사,
2015, 68～100쪽를 참조할 것.
28) 폴 윌리엄스․앤서니 트라이브 저, 공만식 역, 뺷인도불교사상뺸, 도서출판 씨․아이․알,
2009,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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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이 시기에는 북인도 대부분과 서인도 북부, 중
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광대한 지역을 지배29)하고 있었기 때
문에 중국문화와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대승
불교는 보살사상․육바라밀 등과 같은 우선적인 기본원리는 공유하면서도
다종다양한, 즉 반야사상이 있는가 하면, 정토사상이 있으며, 법화에 화엄,
종말에는 힌두교라고도 오인할 만한 밀교까지 포함하여, 그러면서도 각각
모두 불교를 표방하며 세력을 다투는 대승운동은 어디에나 대응할 수 있는
다양성을 무기로 인도로부터 주변 여러 나라로 펴져 갔다.30)

3. 대승불교와 중국 불교
붓다에 의해 인도에서 발생한 인도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시기에 대해서
는 다양한 전설과 異說이 있지만, 三國志와 後漢書 설을 참고해 볼 때,
불교는 서력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실크로드를 거쳐 황하유역으로 전래31)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전래 시기와 지리적 조건32)으로 볼 때, 중국불교
는 인도불교보다는 서역불교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불교권에 많은 영향을 미친 중국불교의 특질은 인도불교
나 남방불교, 티벳트 불교 등과는 달리 漢譯大藏經을 근거로 성립하고 있다
는 점33)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최초의 불교 경전은 後漢 桓帝34)시기에 安息国35)의 安世高( ?～
29) 또한 이 시기 불교는 파르티아(Parthia)․소그디아(Sogdia)지역까지 전파되었고, 이 시기
부터 이곳 學僧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불전 번역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30) 佐佐木閑 저, 이자랑 역, 뺷인도불교의 변천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16～17쪽.
31) 뺷三國志뺸 ｢魏志｣ 西戎傳 인용의 뺷魏略뺸에 前漢 元壽 원년(B.C. 2)에 大月氏王의 사자
伊存이 浮屠經을 구전 받았다고 하며, 그 후 뺷後漢書뺸 明帝 永平 8년(65)에 명제의 이복동
생인 楚王 英이 黃帝와 老子와 더불어 불교를 신봉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32) 인도와 중국 사이에는 힌두쿠시, 캐라코럼, 히말라야 산맥 등의 산맥과 파미르 고원,
고비사막 그리고 곤륜과 천산 산맥의 자연 장백이 형성되어 있다.
33) 鎌田茂雄 저, 장휘옥 역, 앞의 책, 67쪽.
34) 중국의 왕조로 25～220년간 존속하였고, 桓帝의 재위는 146～16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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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가 낙양에 20여 년간 머무르면서 阿含部 계통의 四諦經, 八正道經,

十二因緣經 등과 禪經 계통의 安般守意経과 陰持入経 등 34부 40권

을 한역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부파불교의 경전이다. 그가 번역한 경전의
내용은 4성제, 8정도, 12인연, 5온으로 언급되는 불교의 기초적인 사상의 보
급과 선경에 의한 불도수행을 지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36)고
한다.
또한, 靈帝37)시기에 대월지국에서 온 支婁迦讖(167～186)38)은 178년부터
13년간 낙양에 머무르면서 道行般若経와 首楞厳経, 般舟三昧経 등 13

부 27권의 대승경전을 한역하였다. 뒤에 도행반야경 등 3부의 경전이 중
역됨에 따라 대승불교는 점차 지식인 사이에서 관심을 끌었으며, 중국 기
존의 전통적인 노장사상 위에서 이해되어 청담사상을 꽃피우게 되었다.39)
이처럼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경전이 거의 동시기에 중국에서 번역되었
다는 것은 인도불교의 소승과 대승의 대립의 역사적 배경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에는 역경승의 중국 도
래와 더불어 求道와 求法을 위해 서역으로 가는 순례승들의 교류도 활발하
게 진행되었다.
3세기경에 이르면 산스크리트 불교경전의 한역이 시작되었다. 초기 북부

의 洛陽과 長安을 중심으로 전래된 불교는 서역출신인 支謙과 康僧會에 의
해 남부 오나라 建業에도 전파되었다. 출가자가 아닌 재가 불교신자였던 지
겸은 후한 말의 혼란을 피해 오나라로 와서 維摩詰經과 大般泥洹經, 

35) 漢나라 때 서아시아의 이란족이 세운 파르티아 王國으로 현재의 카스피 해 남안지역이다.
그리고 당시의 譯經僧들은 대체로 인도․대월지국․안식국․康居國 등에서 온 이방인들
이다.
36) 藤堂恭俊․塩入良道 저, 차차석 역, 앞의 책, 53쪽.
37) 靈帝의 재위는 168년～189년이다.
38) 인도 쿠샨 왕조의 승려로 특히, 179년에 번역한 뺷도행반야경뺸과 뺷반주삼매경뺸 등은 당시
의 중국 지식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39) 藤堂恭俊․塩入良道 저, 차차석 역, 앞의 책,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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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句經, 無量壽經 등 27경을 번역하였다고 한다. 지겸이 강남지역에 불

교를 처음 전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建初寺를 건립한 승려 강승회는 이를
정착시킨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는 六度集經과 五品經을 번역하였고, 
안반수의경과 法鏡經, 道樹經의 서문을 썼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삼국시대의 중국불교는 지겸이나 강승회 등의 역경, 주석 및 찬술서에 의
해 불교가 단순한 신앙이나 사탑의 건립만이 아니라 사상으로서도 유포되
기에 이르렀다40)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무렵 중국 사상계에는 老莊思想이 성행하였기 때문에 이와 비
교하여 이해하려는 格義佛敎41)가 등장하였다. 이것은 불교의 空사상을 노
장의 무위 사상이나 유가사상을 빌려 설명하고 해석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점은 외래종교인 불교가 중국에서 정착하기 위한 방편이 되기
도 하였고, 동시에 당시 중국 지식인층이 불교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
다고 볼 수 있다.
4세기경부터 전도승인 佛圖澄(?～348)과 대승불교 경전과 중관불교 관련

서적을 번역하여 중국불교 발전에 기여한 鳩摩羅什(334～413)42) 등의 高僧
이 서역으로부터 도래하여 중국 불교를 일신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
고 중국불교 교리연구의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평가되는 佛圖澄의 제자 石
道安(312～385)은 前秦王 符堅의 신임을 받았으며, 불경목록을 만들고 경전

해석을 한 그의 제자 慧遠(334～416)43)은 廬山에서 白蓮社를 만들어 염불
을 중심으로 한 結社運動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중국 淨土敎의 원류로 보기

40) 鎌田茂雄 저, 장휘옥 역, 앞의 책, 242쪽. 한편, 기록상 최초의 출가자는 朱士行이며, 그는
최초의 西域求法僧이기도 하였다.
41) 대표적 승려로 支遁(314～366)을 들 수 있고, 대표 訳経僧으로는 월씨보살 혹은 敦煌菩薩
이라 불린 竺法護(239～316)였다.
42) 인도 사람으로 뺷大品般若經뺸, 뺷法華經뺸, 뺷維摩經뺸, 뺷阿彌陀經뺸 등 35종 294권을 번역한
승려이다.
43) 혜원의 뺷沙門不敬王者論뺸은 불교의 보편주의가 중국의 민족주의와 대립하는 가운데 토
착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논설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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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5세기가 되면 華厳経, 法華経, 涅槃経 등의 대표적인 대승불교 경

전들이 전래되어 대승경전의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었고, 曇鸞(476～
542)에 의해 정토교도 전래되었다. 또한 불교의 윤회사상이 도입되어 전

생․현생․내세에 대한 인과응보 개념이 중국인의 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
린 것도 이때부터라고 한다. 한편, 이 시기 중국은 남북조시대(420～589)가
전개됨으로서 북조와 남조의 불교는 성격을 달리하며 발전하였다.
남조의 경우, 귀족적이며 학술적, 고답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는데, 그 이
유는 광대한 장원을 소유한 족벌귀족들이 정치, 경제에 있어 많은 영향력
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고전적 교양을 몸에 지니고 玄學을
숭배하며 淸談을 즐겼고, 불교도 方外隱逸的44)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유
마경과 반야경 등이 애호되었으며, 격의불교가 성행된 것도 이때였
다.45) 이에 반해, 북조의 경우는 왕권이 귀족계층보다 상대적으로 강력하였
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2번의 폐불 사건46)과 운강석불과
용문석불로 불리는 대규모 석굴불상 조성도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북조의 불교가 황제가 곧 여래라는 이른바 ‘王主敎從’이란 국가 우위의 성
격과 더불어 주술적, 실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47). 그리고, 불교의 주술적 기능은 고대국가의 지배자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과시하기 위해 국가적인 규모로써 행한 경우와, 불교가 민중 속
에 침투하기 위해 민간신앙과 결합하여 살아있는 종교로서 개인적으로 기
능하는 경우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48)고 볼 수 있다.

44) 세속 사람의 테두리 바깥이란 의미로 세상 밖의 뛰어난 것.
4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46) 北魏 태무제(재위 423～452)와 北周 무제(재위 560～578) 시기에 진행되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불교와 도교 양교 대립 문제가 간여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47) 북조의 불교를 수용한 고구려나 신라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농후하였다고 볼 수 있다.
48) 鎌田茂雄 저, 장휘옥 역, 앞의 책, 20쪽.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수․당 이후가 되어야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뺷삼국유사뺸에 나타난 한국인의 사생관 49

隋(581～618)와 唐(618～907)에 의한 남북조 혼란의 종말은 중국불교에

있어서도 새로운 통일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제공49)하였다. 그 결과
중국불교는 학파50) 중심에서 종파51) 중심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를
위해 중국인에 의한 체계화와 조직화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는 독자적 교판52)이 확립됨에 따라 종파가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인 것
으로는 수대의 智顗(538～597)가 법화경을 경전으로 삼는 천태종을 만들
었고, 당대의 法藏은 화엄경을 체계화하여 화엄종을, 道宣(596～667)은
율종을, 玄奘(602～664)과 窺基(632～682)는 유가유식설을 바탕으로 법상종
을 각각 개창하였다.
또한 菩提達磨(?～528)에 의해 시작된 선종은 제4대조 道信(580～651)과
5대조 弘忍(601～674)에 이르러 기초가 확립되었고, 담란에 의해 전래된 정

토교는 제2대조 道綽(562～645)과 3대조 善導(613～681)에 의해 구칭염불이
보급되어 일반 민중들의 환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동진시대에 전래된
밀교도 善無畏(637～735), 金剛智(671～741), 不空( 705～774) 등에 의해 교
리와 의식궤범, 曼茶羅 등이 체계화 되었다.
이처럼 수, 당 시기에 체계화, 조직화된 중국의 불교53)는 고대한국 사회
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수용 초기의 소승과
대승의 혼재, 그리고 유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용되고 중국화한
49) 일반적으로 중국불교사의 시대구분법은 3기, 4기, 5기 설이 있는데, 4기설을 많이 수용되
며 그 시기는 1기 漢代까지(준비기), 2기 동진․남북조(육성기), 3기 수․당대(독자적 발
전기), 4기(송대 이후)로 보기도 한다.
50) 수․당 이전에 성립한 毘曇宗, 攝論宗, 成實宗, 地論宗, 涅槃宗, 三論宗 등은 종파라기보다
학파라 할 수 있다.
51) 教義나 신앙대상, 역사적 과정의 차이에 의해 생겨난 분파를 말한다.
52) 불교 경전을 설법 형식이나 교리의 특징 등을 분류, 판단하여 해석하는 연구법으로 敎相
判釋, 敎相, 判敎라고도 한다.
53) 수․당대 중국불교의 특질을 천태종과 화엄종에서 찾기도 하는데, 이러한 철학불교는
일부 지식인층의 사상이었고 일반 민중의 불교신앙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중국 초기 불교의 신앙이 현세이익사상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부처나 보살의
존재는 현세이익을 대변하는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50 東아시아古代學 第 39 輯 (2015. 09) 東아시아古代學會

중국불교의 다양한 종파가 구법승이나 당유학승 등에 의해 삼국과 통일신
라(남북국)기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전과 종파로 나뉘어 수용되었
으며, 이러한 양상은 고려시대에도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래 보편
적이며 초국가적 성격의 인도불교가 중국에서는 국가불교적 색채를 가지
며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의 전역에 퍼졌고, 한국에서는 호국불교로서의
성격이 강한 신라불교를 만들어 내게 하였으며, 또한 일본의 奈良불교 형성
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54)고 볼 수 있다.
한편, 현재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불교의 세계관 즉, 사생관은 윤회
와 해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붓다가 탄생한
네팔지역의 종교 즉, 힌두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주지하다시피 윤회란
무릇 살아있는 중생은 죽은 뒤에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다른 세상에서 반
복적으로 태어나고 다시 죽는다는 사상이다. 이를 불교에서는 天道, 人道,
阿修羅道, 畜生道, 餓鬼道, 地獄道의 六道輪廻55)라 하는데, 이 사상의 근저

에는 육체는 죽더라도 영혼은 불멸하다는 영혼불멸설56)이 근저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해탈이란 業에 따른 고뇌의 윤회세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
지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후대에는 이 깨달음의 경지를 열반57)이란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54) 鎌田茂雄 저, 장휘옥 역, 앞의 책, 19쪽.
55) 부파불교의 경우 阿修羅道를 뺀 5道라 한다.
56) 하지만 초기 붓다의 사상을 무아와 열반으로 본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 따라서 영혼불멸 사상은 대승불교의 민중 포교 방편으로 제시된 윤회와
극락이란 개념과 연동되는 사고라고 생각된다.
57) 열반은 산스크리트 ‘니르바나’의 음역이며, 滅, 滅度, 寂滅, 寂静, 無爲, 不生不滅 등으로
의역되지만, 원래 뜻은 ‘불어서 끄는 것’, ‘불어서 꺼진 상태’로 일체의 번뇌와 고뇌가 소멸
된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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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뺷삼국유사뺸의 사생관
1. 뺷삼국유사뺸와 고대 한국인의 영혼관
이처럼 유교, 도교사상과 영향58)을 주고받으며 형성된 중국의 현세적 국
가불교가 고대 한국에 전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식층 중심의 관념
적이고 학문적 사상으로서의 불교와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민간 신앙으로
서의 불교란 중층성을 띠며 한국 고대사회에 전파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一切衆生의 濟度를 목표로 하는 대승불교의 경우, 일반 민중의 교화를 위해

서는 교학적 측면보다 미륵신앙, 아미타신앙, 관음신앙59) 등의 타력신앙의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결과, 사생관에 있어서도 붓다의
‘무아’, ‘열반’ 사상보다 ‘극락정토’나 ‘윤회’ 사상이 현실적으로 일반 민중에

수용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상의 변용은
불교 사생관에 있어 영혼관과 내세관을 형성하게 된다. 원효에 의해 주창
된 정토교가 통일신라시대 이후 확산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고대 한국인의 사생관에 많은 영향을 미친 불교의 사생관을
삼국유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삼국유사는 13세기 일연의 저술이

란 측면에서 본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서에는 승려 일연의 불교
적 사생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우선 사생관은 크게 ‘영혼관’
과 ‘내세관’의 두 개념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육신이 죽으면 영
혼이 존재하는가의 문제라 할 수 있고, 후자는 존재한다면 그 영혼이 거처
하는 장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58) 불상과 사찰 등이 부모의 명복을 위해 조성하는 점은 유교주의적 사고라 이해할 수
있고, 아미타불을 無量壽로 번역한다든지 하는 사고는 도교적 사상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면은 중국의 민간 신앙적 요소도 가미된 것이
라 볼 수 있을 것이다.
59) 관음신앙에 대해서는 라정숙, ｢뺷삼국유사뺸를 통해 본 신라와 고려의 관음신앙｣, 뺷역사와
현실뺸 71, 한국역사연구회, 2009, 153～184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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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육신에 대비되는 ‘영혼’을 지칭하는
개념인 ‘魂’과 ‘靈’ 그리고 죽은 후의 존재 양태를 나타내는 ‘鬼神’에 대한 의
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한자 뜻에서는 ‘혼’은 넋 혹은 마음이란
의미이고, 정신의 陽에 속하는 부분으로 陰에 속하는 부분인 ‘魄’에 대응하
는 개념60)이라고 한다. ‘영’은 신령스런(numinous) 현상이나, 신령스러운
존재에서 나오는 어떤 힘을 표현하는 글자61)로, 신령 영, 영혼 영 또는 죽
은 사람의 혼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귀’와 ‘신’은 모두 귀신 ‘귀’, 귀신
‘신’이라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전자는 陰의 신령, 후자는 陽의 신령이라고

한다. 이들 자전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영’, ‘혼’, ‘귀’, ‘신’이란 단어는
모두 죽은 형상을 개념화한 것인데, 오늘날에는 ‘영혼’과 ‘귀신’이란 복수 용
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유교 경전인 예기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된 신적 존재를 ‘鬼’라 부
르고, 그 이외의 자연현상과 관련된 모든 신적 존재를 ‘神’이라 부른다62)고
하여 구별하였던 것과 같이, 고려 전기까지도 ‘魂’과 ‘靈’ 그리고 ‘鬼’와 ‘神’
이 각각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삼국사기의 용례 검토를 통해
확인63)하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삼국사기가 1145년에 편찬되었지만,
삼국유사는 1282년 전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30여년의 시간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여기서는 삼국유사가 편찬된 시기 즉, 고려 후기에 있
어서 영혼관과 관련성을 가지는 이들 용어가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었는지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영’의 경우는 61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靈艾, 未鄒之靈, 靈廟寺, 大王之靈聖, 靈廟寺, 四靈地, 山川之靈, 靈鷲山, 靈妙

60)
61)
62)
63)

뺷漢字大字典뺸, 민중서관, 1974.
이용주, 뺷죽음의 정치학: 유교의 죽음 이해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5, 71쪽.
위의 책, 72쪽.
이 점에 대해서는 졸고, 앞의 글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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寺, 王師之威靈, 生靈塗炭, 大王降靈, 山靈, 靈帝, 廟之威靈, 精靈, 靈應, 靈鷲山,
靈石, 乞靈, 靈塔寺, 景靈殿, 山靈, 捺靈郡, 靈迹, 靈洞, 洞靈水, 靈境, 靈鷲寺, 靈響,
靈感, 袈裟之靈蔭, 靈廟, 靈異, 靈山寺, 靈岳, 靈山祖師, 含靈, 靈烏, 靈鷲, 靈範’

이처럼 ‘영’에 대해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절이나 산천 등의
자연물과 연관된 것이 많으며, 사람의 경우 일반 사람이 아니라 왕 등의 지
위가 높은 사람의 영혼에 사용되는 예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혼’의 경우
는 8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魂魄, 聖帝魂, 二魂, 魂之妙願, 魂, 夢魂.

혼백이란 용례가 1례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개별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
런 점에서 볼 때, ‘영’과 ‘혼’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
만 혼은 협의의 의미로 육에 예속된 것이고 영은 인간의 육체를 초월한 광
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귀’의 경우에는 35번 보이고 있는데, 그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鬼神, 鬼衆, 鬼橋. 辟鬼, 鬼哭, 一鬼, 天地鬼神, 神鬼干, 神鬼, 神鬼之音, 鬼神,
鬼徒, 鬼拱神扶, 狐鬼, 鬼心, 餓鬼, 一大鬼, 小鬼, 大鬼, 衆鬼, 群鬼, 天地鬼神, 鬼

‘귀’ 역시 ‘귀신’이란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시 ‘귀’와 ‘신’이

구별되는 의미라는 것은 ‘천지귀신’이란 용어가 ‘천’과 ‘지’, ‘귀’와 ‘신’의 복
합어이며, ‘鬼拱神扶(귀와 맞잡고 신이 도와)’란 용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는 구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죽은 후의 영혼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지만 전자는 부정적인 관념을 내포하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포함하는 용어란 것을 알 수 있다.
‘신’의 경우는 292번이나 보이고 있다.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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怪力亂神, 虹繞神母, 神童, 神異, 神壇樹, 神市, 神雄, 神, 山神, 神爵, 熊神山,
鬼神, 神詔, 東岳神, 大王之神聖, 鵄述神母, 神德王, 神元寺, 神衆寺, 神形, 三神,
神謀, 神丘道行軍摠管, 神劍, 天神, 神明, 神術, 神文王, 五方神像, 神龍, 神物, 五岳
三山神, 北川神, 神英大王, 神武大王, 疫神, 南山神, 北岳神, 地神, 山神, 神池, 神德
王, 五方神弓, 神鸞公主, 神興大王, 神成王后, 阿干神會, 神人, 神力, 神劍, 天地鬼
神, 神兵, 神天干, 神鬼干, 神鬼, 神天, 神道, 神物, 神聖, 神略, 神力, 神武, 神誌,
神墦, 鬼拱神扶, 神鐘, 神師, 大聖靈威, 神匠, 神笛, 神光寺, 神衛, 神孝寺, 神龍,
神仙, 精神, 神寶, 神祗, 六神通者, 神通力, 淨神大王, 神寶川, 神龍元年, 神文之子,
窟神, 五臺山神, 忉利天神, 華嚴神衆, 淨神太子, 神基, 神卓和尙, 明神, 法神, 神文
王, 佛之威神, 神器, 神聲, 神言, 神術, 神謀, 神妙, 八部神將, 金剛神, 雞神, 神童,
神印, 神志, 人神, 神州, 神印, 岳神, 神通, 神呪, 神簡, 五色神光, 四方大力神, 神通,
神通力, 白甲神兵, 黑甲神兵, 神文王, 和尙神通, 熊神, 明朗神印, 神印宗, 仙桃山
神, 五岳神君, 神祠, 神母, 神仙之術, 神驗, 神館, 貴國之神, 東神聖母, 神社, 天地鬼
神, 神方, 神心, 神烏, 通神, 岳神. 神名, 神琳

‘신’의 용례가 가장 많이 있는데, ‘신’은 ‘영’과 같이 산천 등의 자연이나

절의 명칭에도 사용되지만, 왕의 이름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귀’의 음의 성격이 아니라 양의 긍정적인 성격을 지니는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에는 자연물의 주재자의 의미로 사용되다 불교가 들어
온 후에는 ‘8부신장’이나 ‘금강신’ 등과 같이 불교를 수호하는 신이란 의미
로도 쓰여 졌다고 볼 수 있고, ‘영’이 추상적인 관념이라면 ‘신’은 인간에 직
접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형태의 관념이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삼국유사
의 영혼관을 ‘영, 혼, 귀, 신’의 용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삼국사기와 마
찬가지로 이들 용어는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점은 고려 후기에도 중기와 같은 영혼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러한 영혼관을 바탕으로 삼국유사 보이는 고대인의 내세관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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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뺷삼국유사뺸와 고대 한국인의 내세관
삼국유사에는 사생이나 생사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이들 사료를 보면

서 당시의 사람들의 사생관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내세관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 문제와 관련된 죽음과 삶을 지칭하는 ‘사생’ 혹은
‘생사’란 용어는 각각 3개씩 용례가 기록되어 있다. 먼저 ‘사생’의 용례는 내

물왕 김재상 조와 사복불언 조, 그리고 물계자 조에 각각 남아있다.
이에 왕이 불러서 묻자 제상은 두 번 절하고 대하여 아뢰기를 “신이 들은
바에 따르면 임금에게 근심이 있으면 신하는 욕을 당하고, 임금이 욕을 당하면
그 신하는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일의 어려움과 쉬운 것을 헤아려서 행한
다면 이는 불충성한 것이며, 죽고 사는 것을 생각하여 행한다면 이는 용맹이
없다고 할 것이니, 신이 비록 불초하나 명을 받들어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그를 매우 가상스럽게 생각하여 술잔을 나누어 마시고 손을 잡아
작별했다. (뺷三國遺事뺸1卷 1紀異 奈勿王 金堤上條)

이 사료는 내물왕 김재상 조에 기록된 것이다. 고구려와 왜에 볼모로 가
있는 내물왕의 동생들을 신라에 데려오기 위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으로,
여기서는 ‘사생’의 문제는 내세관의 유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현
실적 충이 보다 선행된다는 유교적 사생관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니, 이때 元曉는 高仙寺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원
효가 그를 보고 예를 갖춰 맞이하였다. 蛇福은 답배하지 않고 말하기를 “그대와
내가 옛날에 經을 실었던 암소가 지금 죽었으니 함께 장사지냄이 어떻겠소?”라
고 하였다. 원효가 말하기를 “좋다”고 하였다. 드디어 함께 집에 도착하였다.
원효에게 布薩시켜 주게 하였다. 시체 앞 이르러 고축하기를 “나지 말지니, 그
죽음이 괴롭다. 죽지 말지니, 그 남이 괴롭도다”라고 하였다. 사복이 말하기를
“[그] 말이 번거롭다”고 하였다. (원효가) 이를 고쳐서 말하기를, “死生이 괴롭

다”고 하였다. 두 분이 [시신을] 메고 活里山 동쪽 기슭으로 갔다. 원효가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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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지혜의 호랑이를 지혜의 숲속에 장사지냄이 또한 마땅하지 않으리오?”
라고 하였다. 사복이 이에 偈를 지어 말하기를, “그 옛날 석가모니불은 裟羅樹
사이에서 열반에 드셨다. 지금 역시 그와 같은 이 있어 연화장세계에 들어가고
자 한다”고 하였다. 말을 마치고 띠풀을 뽑았다. [그] 아래에 있는 세계는 晃朗
하고 淸虛하며 칠보로 장식한 난간과 누각이 장엄하여 인간세상이 아니었다.
사복이 시체를 업고 함께 들어가니 그 땅이 갑자기 합쳐졌다. 원효는 이에 돌아
왔다. (뺷三國遺事뺸4卷 5義解 蛇福不言條)

이것은 ‘사복불언’이란 항목에 나오는 것으로 설화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원효가 포살하는 내용에 ‘사생’ 즉, 죽는 것과 사는 것이 ‘苦’라고 하는 사고
는 붓다의 사상이기 때문에 불교적 사생관이 반영된 용례라 할 수 있다. 또
한 비로자나불의 정토인 연화장세계가 언급되는 점에서도 불교적 내세관
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64).
물계자는 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내 들으니 임금을 섬기는 도리는 위태로
움을 만나면 목숨을 바치고 환란을 당해서는 몸을 잊어버리며, 절의를 지켜
生死를 돌보지 않음을 충이라고 했소. 保羅[發羅로 생각되는데, 지금의 羅州다.]

와 갈화의 싸움은 진실로 나라의 환란이었고 임금의 위태로움이었는데, 나는
일찍이 내 몸을 잊고 목숨을 바치는 용맹이 없었으니 이것이야말로 매우 충성
스럽지 못한 것이오. 이미 충성스럽지 못한 것으로 임금을 섬겨 그 허물이 아버
님께 미쳤으니, 어찌 효라고 할 수 있겠소? 이미 충과 효의 도를 잃었는데 무슨
낯으로 다시 조정과 저자를 나다닐 수 있겠소?” 그리고 머리를 풀고 거문고를
메고는 師彘山[자세하지 않다.]으로 들어갔다. (뺷三國遺事뺸 5卷 8避隱 勿稽子條)

이것은 물계자전에 보이는 사생의 용례이다. 이 역시 현재의 충에 바탕
을 둔 절의를 지키는 것은 죽음보다 더 가치를 둔다는 사고는 유교적 사생

64) 이 설화에 대해 나희라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死生不二]’는 관점에 서 있는 신화적
생사관의 승화된 불교적 표현으로 해석한다.(나희라, ｢고대 한국인의 저승관과 지옥의
이해｣, 뺷죽음 의례와 문화적 기억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5, 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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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생사’의 용례는 사복불언 조와 원효불기
조, 월명대사도솔가 조에 각각 서술되어 있다.
후세 사람들이 金剛山의 동남쪽에 절을 창건하고 道場寺라 하였다. 해마다
3월 14일이 되면 占察會를 행하는 것을 일정한 규정으로 삼았다. 사복이 세상에

영험을 드러낸 것은 오직 이것뿐인데, 세속에서는 황당한 얘기를 덧붙이고 있
으니 가소로운 일이다. 다음과 같이 찬미한다. “깊은 연못 속에 잠자는 용이라
고 어찌 무심하리오. 떠나면서 읊은 한 곡 번잡하지 않았네. 고통스러운 生死는
원래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니 연화장과 생사의 세계는 넓기만 하구나. (뺷三國
遺事뺸 4卷 5義解 蛇福不言條)

사복의 영험에 대해 찬미한 글에 “고통스러운 생사”라든지 “화엄의 부휴
세계” 등의 표현으로 볼 때 불교적 사생관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사복불언 조에 ‘사생’과 ‘생사’란 용어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두
단어 사이에 의미적 차이는 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
원효는 이미 계를 어겨 설총을 낳은 후에는 세속의 옷으로 바꿔 입고 스스로
를 小姓居士라고 하였다. 우연히 광대들이 춤출 때 사용하는 큰 박을 얻었는데
그 모양이 괴상하였다. 그래서 그 모양에 따라 도구를 만들어 뺷華嚴經뺸의 한
구절인 “일체 無碍人은 한 번에 生死에서 벗어난다.”라는 구절에서 따서 無碍라
이름 짓고,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일찍이 이 무애를 가지고 수많은 마을
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시키고 읊조리며 다녔으니, 가난한 사람들과 산골에
사는 무지몽매한 자들까지도 모두 다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모두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으니, 원효의 교화는 위대하다 할 것이다. (뺷三國遺事뺸
4卷 5義解 元曉不覊條)

여기서도 “일체 무애인(장애가 없는 자유로운 사람)은 한 번에 생사에서
벗어난다”는 화엄경의 구절을 인용한 점과 ‘불타’의 이름과 ‘나무’의 염불
을 통한 원효의 교화를 서술하는 것으로 보아 불교적 사생관을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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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수 있다.
월명은 또한 일찍이 죽은 누이동생을 위해 재를 올리고 향가를 지어 제사를
지냈다. 문득 회오리바람이 일더니 종이돈을 날려 서쪽으로 사라지게 하였다.
향가는 다음과 같다. “生死의 길은 여기 있으매 두려워지고, 나는 간다 말도
못다 이르고 갔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도 모르는구나. 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는 도 닦으며
기다리련다.” (뺷三國遺事뺸 5卷 7感通 月明師兜率歌)

이 사료는 월명사의 향가에 나오는 생사 용례에 관한 것으로 죽은 누이
동생의 제사를 지내며 ‘미타찰(극락)’에서 만날 것을 기원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역시 불교적 사생관을 나타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불교의
사생관은 ‘연기설’에 바탕을 둔 ‘윤회’와 ‘열반’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대승
불교의 여래장사상65)도 전래되면서 고대 한국불교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
쳤다고 생각된다. 특히 윤회설과 연화장계의 불교의 두 사상은 고대 한국
인의 사생관의 한 축을 형성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心
地繼祖｣에도 보이고 있다.
뺷占察經뺸 상권을 살펴보면, 189개 간자의 이름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이와 같이 하여 제172까지는 모두 전생과 현생 중에 선과 악, 얻음과 잃음에
대한 일들이다. 제173은 몸을 버려 이미 지옥에 들어간 것이고, 제174는 죽은
후 축생이 된 것이다. 이리하여 餓鬼․阿修羅․人․人王․天․天王․聞法․出
家 그리고 聖僧을 만남, 도솔천에 태어남, 정토에 태어남, 부처를 찾아 만남,
下乘에 머무름, 中乘에 머무름, 上乘에 머무름, 解脫을 얻음에 이르기까지 제189

등이 이것이다.[위에서는 하승에 머무르는 것에서 상승에서 물러나지 않음을
얻는 것까지를 말한 것이고, 지금은 상승에서 해탈을 얻음 등을 말한 것이니,
이것으로 구별했을 뿐이다.] 이것들은 모두 3세의 선악과 과보에 대한 차별의
모습이다. (뺷三國遺事뺸 4卷 5義解 心地繼祖條)
65) 중생도 여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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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察經의 내용을 인용하는 글 속에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인, 천’의

육도가 보이고 있고, 이것은 3세의 선악과 과보에 따른 것이란 윤회설이 제
시되고 있으며, 윤회사상의 전개에 따라 형성되는 ‘전생과 현생’, 그리고 ‘宿
世, 現世(人間世), 來世(未來世)’란 ‘3세’의 불교 사생관이 이 시기의 한국인

의 사생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삼국유
사에 보이는 ‘사생’과 ‘생사’의 용례를 통해 당시의 내세관을 살펴보았는
데, 삼국유사에는 유교적 사생관과 불교적 사생관이 병존하며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66)

Ⅴ. 마침말
이상에서 고대 한국인의 사생관을 ‘영’, ‘혼’, ‘귀’, ‘신’이란 영혼관과 관련
된 용어와 ‘사생’, ‘생사’란 내세관과 관련된 용어를 중심으로 삼국사기에
이어 삼국유사의 사료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삼국사기는 유학자의
합리적 역사관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 삼국유사는 승 일연의 연기설 중심
의 불교사관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사상에 입각
하여 서술된 사서에는 죽음을 이해하는 관점 역시, 편찬 집단이나 개인의
사생관에 영향을 받고 그러한 사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유학자의 경우,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가지
고 있었지만, 영혼을 氣의 이합집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세관은 가지고

66) 그 외 도교도 뺷삼국유사뺸에 언급되고 있는데, 관련 설화로는 ‘仙桃聖母 隨喜佛事’(卷第五
感通 第七)조를 들 수 있다. 관련 논문은 방용철, ｢뺷三國遺事뺸소재 道敎 관련 기록과 一然
의 인식｣, 뺷역사와경계뺸 85, 부산경남사학회, 2012, 95～124쪽을 참조. 한편, 여기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교가 추구하는 불사장생의 仙界는 현실세계의 연장선상이기
에 불교의 내세관 다르며, 巫敎의 경우는 저승과 이승이란 타계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역시 불교의 극락이란 내세관과는 차이를 보이는 사생관이라 할 수 있다.(졸고, 앞의
글, 164～171쪽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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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불교를 신앙하는 집단의 경우에
는 대승불교가 중국을 거쳐 고대한국에 전래되는 시기에 이르면 윤회설을
바탕으로 하는 영혼관을 가지게 되며, 여래장사상에 바탕을 둔 연화장계
(극락)의 내세관67)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삼

국유사에 유교적 사생관이 보이는 것은 인도에서 출발한 불교가 서역과
중국을 거치면서 특히, 중국의 유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가불교로
변용된 불교가 고대한국에 전래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초기의 지
식층 중심의 관념적이고 교학적인 불교는 후대에 이르면 민중 교화를 목적
으로 점차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민간 신앙으로 바뀌어갔으며, 이러한 중층
적인 불교가 고대 한국사회에 전파되고 수용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고대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사생관은 통일적이고
국가에 의해 통제된 일률적인 사생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
이 속해 있는 집단의 종교 즉, 유․불․도와 무교 등의 종교와 사상에 보이
는 사생관의 수용 여부에 따라 계층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고대 한국인의 사생관에는 내세지향적 사상보다 항
상 현세에 기반을 둔 현세회귀적 사상이 보다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2015년 7월 21일에 접수되어,
2015년 8월 13일에 심사를 의뢰하여 8월 28일에 심사 완료되었으며,
2015년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수정하여
2015년 9월 16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67) 대승불교의 여래장사상을 받아들인다면, 열반과 윤회도 극락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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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Views of Life and Death in Ancient Korea
as Represented in ‘Samgukyusa’
Jung, Hyo-oon
This study surveys the views of life and death(死生觀) in ancient
Korea found in ‘Samguyusa’(三國遺事).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tents of reveal that ‘Samguksagi’(三國史記) describes that the
Confucian perspective of life and death. Buddhistic views of life and
death are found mainly in ‘Samsara’(輪廻) and ‘Elysian Fields’(極樂淨
土), with mainly Confucian views of the afterlife found in Samguyusa.
The Buddha’s original views of life and death may be said to subsist
chiefly in the concepts of “no-self”(無我) and “nirvana”(涅槃).
Therefore, the Buddha’s views of life and death may be characterized
as no “soul” and no “afterlife”. However, because Mahayana Buddhism
was introduced to China from India, its views of life and death came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 and Taoist views of both. This
Chinese form of Buddhism was the one introduced to ancient Korea,
and it imported changes in the exisiting Korean views of life and
death. Ever since that time, even in ancient Korea, the texts Samsara
and Elysian Fields have represented the spiritual viewpoint of the
country, and the concept of an afterlife has been emphasized. Thus,
the views of life and death found in Samguyusa were inevitably
affected because it is written from the perspective of Mahayana
Buddhism. This account demonstrates that the views of life and death
in ancient Korea were not controlled by the nation state, and they
have affected the spirit of religion and the sense of belonging felt by
individuals and private groups in Korea. I believe the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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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cian․Taoist․Shamanistic faith of the people of ancient Korea
has greatly influenced on Korean interpretations of Bhuddhism,
including its views of life and death, and vice versa: that is,
Buddhism had a similar impact on the ancient Korean development
of the Confucian․Taoist․Shamanistic faith.
Key Words : Views of life and death, Samguyusa, Mahayana Buddhism, Elysian
fields, rebirth thought

http://dx.doi.org/10.17070/aeaas.2015.09.39.065

李勣의 騎兵과 ‘長槍兵’
-주필산 전투를 중심으로68)徐榮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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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당군의 兵種 검토
Ⅲ. 당에 도입된 薛延陀 步戰術
Ⅳ. 주필산 전투와 李勣의 下馬 長槍兵
Ⅴ. 맺음말

【국문초록】
주필산 전투에서 당군의 병종 구성에 대하여 뺷舊唐書뺸는‘李勣率 步騎 1만 5천,
長孫無忌 精兵 1만 1천, 太宗 步騎 4천’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록을 전

하는 뺷冊府元龜뺸는‘李勣은 勖騎 1만 5천, 長孫無忌는 精兵으로 奇兵을 삼은 1만 1
천, 太宗의 會騎 4천’으로 기록하고 있다. 장손무기의 그것은 모두 공통점이 있지만
이적과 태종의 병종에는 각각 步騎와 騎兵으로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
뺷舊唐書뺸는 한결 같이 이적의 병력이 步騎 1만 5천이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

필산 전투에 동원된 당군 대부분이 기병이며, 이적의 병력이 勖騎 1만 5천이라고
전하는 뺷冊府元龜뺸의 기록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
641년 12월 이적 휘하 돌궐 기병이 설연타에 대한 선제공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패퇴했다. 이적이 설연타 기병을 막아서자, 화살이 쏟아졌고, 이적 기병은 말을 상
실했다. 이적이 기병들에게 말에서 내려 보병의 진을 치게 했다. 수백 명이 대오를
* 중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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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장창을 적을 향해 세웠다. 설연타의 기병들이 다가 오는 와중에 이루어진 신
속한 騎步 전환이었다. 설연타 기병이 장창에 부딪치어 潰散했다. 장창의 벽에 부
딪친 설연타의 기병이 기동력을 상실하자 당군의 역습이 시작되었다. 설만철이 수
천의 기병들을 이끌고 설연타의 집마자들을 급습해 그 말들을 거두었다. 설연타군
이 말을 잃고 흩어졌다. 당군과 설연타가 모두 말에 내려서 전투를 하는 하마보투
가 일반화된 시대였다.
당태종 당시 기병 전술의 발달은 극한에 가 있었다. 전장에서 기병은 말 위에만
있지 않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말에서 내리기도 하고 기승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뺷舊唐書뺸와 뺷冊府元龜뺸는 서로 충돌하는 기록이 아니다.
주필산 전투에 참전한 이적의 기병 1만 5천 가운데 1만은 상황에 따라서 보병으
로 전환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이적은 지극히 보병적인 장창의 전술을 기
병에 접목시켰다. 보병의 단점인 기동성 결여를 극복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보병
의 강점인 정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太宗의 會騎 4천도 보전 훈
련을 받은 기병이며, 長孫無忌 奇兵 1만 1천도 그러한 기병으로 여겨진다. 급격하
게 고구려를 3면에서 포위공격해야 하는 당의 입장에서 기병이 아니면 작전 자체
가 어렵다.
주제어 : 李勣, 長槍兵, 唐太宗, 駐蹕山, 薛延陀

Ⅰ. 머리말
645년 唐太宗이 고구려 침공 전쟁에 종군했다. 황제의 참전으로 적지 않

은 전투 기록이 남았다. 그 가운데서도 그가 직접 지휘한 주필산 전투가 가
장 상세하다. 그해 6월 당나라 주력군과 고구려 중앙군 15만이 안시성 앞
들판에서 정면충돌했고, 당제국이 축적해온 군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필자는 이 전투에서 李勣(이세적)의 장창병에 주목했다. 주필산 전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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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당군의 반전은 이적의 장창병에서 비롯되었다. 고구려군은 이적의 창장
부대에 막혔고, 장손무기와 당태종 병력의 배후․측면 공격을 받고 궤멸했
다.
노태돈은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고구려 기병이 당군 진영
을 향해 돌진했으나 당군의 보병 장창대에 저지되었다. 당군은 오랜 기간
유목민과 전투를 통해 장창대를 활용하여 기병의 돌진을 저지하는 전술에
익숙하였던 것이다. 이는 이 날의 전투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크게 작용하
였다.”1)
유목기병과의 전투에 익숙한 이적의 장창보병이 전투의 향방을 결정했
다. 당군이 유목민 기병을 상대로 하는 전투에 단련된 것은 사실이다. 蘇定
方의 경우 657년 對서돌궐 전투에서 장창보병과 휘하 회흘 유목기병을 적

절하게 결합하여 대승을 거둔 바 있다.2)
그런데 645년 6월 주필산 전투에 참전한 李勣의 경우, 4년 전 對설연타
전투에서 下馬長槍兵을 활용해 승기를 잡았다. 이적의 기병이 말에서 내려
장창을 든 보병으로 변신하여 설연타 군대를 격파했던 것이다.3)
광활한 초원의 전투에서 당군이 순수 보병부대를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적어도 초원에서 모든 병력이 말을 타고 이동하지 않으면 기동성이 떨어지
게 되고, 시간의 지체는 敗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필산 전투에서 당군 병종 구성에 관한 기록들 사이에 충돌이 있다. 이
적․長孫無忌․당태종 휘하 각 부대의 병종구성은 資治通鑑․舊唐書․
新唐書와 冊府元龜 사이에 보병과 기병의 병력구성에 있어 현격한 대

조를 이루고 있다. 전자는 步騎 혼합구성으로, 후자는 대부분 기병으로 기
록하고 있다. 전자와 후자 중 하나를 버리고 논지를 이끄는 것은 정당하다
1) 노태돈, 뺷삼국통일전쟁사뺸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9, 96쪽.
2) 서영교, ｢蘇定方의 長槍步兵과 對西突厥 戰鬪｣, 뺷中國古中世史硏究뺸 15, 중국고중세사학
회 2006, 281～288쪽.
3) 서영교, ｢唐代 騎兵의 步戰｣, 뺷中國史硏究뺸 66, 중국사학회 2010, 7～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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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필자는 사료 충돌의 문제를 당시 구사된 전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극복해보고자 한다.
중국 사서에 보이는 후기 고구려사 기록 가운데 적지 않은 양을 차지하
는 645년 당과 고구려의 전쟁기록을 복원하는 작업은 고구려의 군사력을
이해하는데도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그 가운데서도 규모나 전력의 면에서
세계사적인 주필산 전투를 전술적인 면에서 일부라도 이해한다는 것은 의
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사료상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이적․장손무기․당태종 휘하의 병
종구성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고구려 침공 이전에 당의
기병전술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장의
연구를 바탕으로 주필산 전투에서 이적의 ‘步卒長槍’전술을 새롭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당군의 兵種 분석
주필산 전투에 참전한 이적․장손무기․당태종 휘하 병력의 병종에 관
한 여러 기록 가운데 하나인 資治通鑑 卷198, 정관 19년(645) 6월 21일 조
를 보자.
황상이 밤중에 문무관원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계획하고, 이세적에게 명령
하여 보병과 기병 1만 5천을 거느리고 서령에 진을 치게 하였고, 장손무기는
정예의 병사 1만 1천을 거느리고 기습병(奇兵)으로 삼아서 산의 북쪽에서부터
좁은 골짜기를 나와서 그들의 배후를 치게 하였고, 황상은 스스로 보병과 기병
4천을 전고와 호각을 가지고 기치를 뉘어서 북쪽 산에 올라갔다.…4)
4) 뺷資治通鑑뺸 卷198, 정관 19년(645) 6월 21일 조 “上夜召文武計事, 命李世勣將步騎萬五千陳
於西嶺, 長孫無忌將精兵萬一千爲奇兵,自山北出於狹谷以沖其後. 上自將步騎四千, 挾鼓角,
偃旗幟, 登北山上, 敕諸軍聞鼓角齊出奮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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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에서는 주필산 전투에 동원된 기병과 보병의 병력의 구성이 보
인다. 이적은 보병과 기병 1만 5천, 장손무기는 奇兵 1만 1천, 당태종은 보
병과 기병 4천이다. 대체적으로 당군은 보병과 기병이 혼성된 병력구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 冊府元龜 卷116, 帝王部․親征 조를 보면 당군은 기병 위주의
병종을 가지고 있다.
“太宗이 밤에 文武官을 불러, 몸소 지휘하여 李勣의 勖騎 一萬五千을 賊의
西嶺에 陣을 치게 하고. 長孫無忌는 將軍 牛進達 등을 이끌고 精兵一萬一千을
奇兵으로 하여, 山의 北에서 狹谷으로 나와 적의 배후를 치고, 太宗은 스스로
會騎 四千을 이끌고, 鼓角과 기치를 숨기고 賊營 北쪽 高峰 위에서 달리기로

했다.”5)

이적은 勖騎 1만 5천, 長孫無忌는 精兵으로서 奇兵을 삼은 1만 1천, 太宗
의 會騎 4천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資治通鑑에 步騎 혼합으로 기록된
병력구성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資治通鑑의 찬자인 司馬光이 참조했
던 것으로 보이는 舊唐書 고려전을 보자.
太宗이 밤에 諸將을 불러, 몸소 스스로 지휘하여, 李勣을 보내 步騎一萬五千

을 이끌고 城의 西嶺에 陣을 치게 하도록 하고, 長孫無忌를 보내 牛進達 등과
精兵 一萬一千으로 奇兵을 삼아, 山北에서 狹谷을 나와, 그(고구려군)의 배후를

치게 명령하고, 太宗은 스스로 步騎 四千을 휘하에 두고 鼓角을 숨기고, 旌幟를
눕혀, 賊營의 北쪽 高峯 위에 올라가기로 했다.6)

5) 뺷冊府元龜뺸卷116, 帝王部․親征 조“太宗夜召文武, 躬自指麾遣李勣勖騎一萬五千, 於賊西
嶺爲陣. 長孫無忌率將軍牛進達等, 精兵一萬一千, 以爲奇兵, 自山北於狹谷 出以沖其後, 太宗
自率會騎四千, 潛鼓角偃旌幟趣賊營北高峰之上.”
6) 뺷舊唐書뺸 卷199, 고려전 “太宗夜召諸將, 躬自指麾. 遣李勣率步騎一萬五千於城西嶺爲陣;
長孫無忌率牛進達等精兵一萬一千以爲奇兵, 自山北於狹谷出, 以衝其後, 太宗自將步騎四千,
潛鼓角, 偃旌幟, 趨賊營北高峯之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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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은 資治通鑑 병력구성 내용과 일치한다. 舊唐書 고려전에
李勣의 步騎 1만 5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있다.

다음날 (고구려 북부욕살) 延壽가 李勣의 군사가 홀로 있는 것으로 보여, 싸
우고자 하였다. 太宗이 無忌의 군사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을 보고 명
하여 북을 치고 角을 불고 旗幟를 일제히 들게 했다. 賊衆이 크게 놀라 병력을
나누어 이를 막으려 했다. 적의 대열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李勣이 步卒長
槍 1만이 고구려 군대를 공격했다. 延壽의 군대가 패배했다.7)

위의 기록을 보면 이적의 步卒 장창병 1만에 대한 분명한 실체가 보인다.
그렇다면 이적의 步騎 1만 5천은 기병 5천에 보병 1만이 된다는 등식이 나
온다.
그렇다면 주필산 전투에 동원된 당군이 기병이었다고 전하는 冊府元龜
의 기록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 다 아는 바와 같이 冊府元龜
는 어느 자료보다 원형이 잘 보존된 기록이다. 645년 당은 고구려에 대규모
유목민 기병을 이끌고 왔다. 주필산 전투 첫 교전에도 유목민 기병이 동원되
었다. 資治通鑑 卷198, 정관 19년(645) 6월 22일 조를 보자.
고연수는 좇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곧장 앞으로 나아가서 안시성에서 40리
떨어진 곳까지 갔다. 황상은 오히려 그가 머리를 숙이고 배회하여 오지 않을까
걱정하여 좌위 대장군 아사나사이에게 명하여 돌궐의 1천 기병을 거느리고 그
들을 유인하게 했다. 군사(돌궐기병)들이 처음에 접전하다가 거짓으로 도망하
게 하였다. 고려 사람들은 서로 말하였다. 더불어 하기가 쉬울 뿐이군! 다투어
이 기회를 타니 안시성 동남쪽으로 8리 된 지점에 도착하여 산에 의지하여 진
을 쳤다.8)
7) 뺷舊唐書뺸 卷199, 고려전 “明日, 延壽獨見李勣兵, 欲與戰. 太宗遙望無忌軍塵起, 令鼓角 作,
旗幟齊擧. 賊衆大懼, 將分兵禦之, 而其陣已亂. 李勣以步卒長槍一萬擊之, 延壽衆敗.”
8) 뺷資治通鑑뺸 卷198, 정관 19년(645) 6월 21일 조 “延壽不從，引軍直進，去安市城四十裏.
上猶恐其低徊不至，命左衛大將軍阿史那社爾將突厥千騎以誘之，兵始交而偽走. 高麗相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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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을 보면 아사나사이가 이끌던 1천 돌궐 기병의 존재가 확인된
다. 돌궐 기병은 고구려 군대를 안시성 8리 지점까지 유인하는 역할을 했
다. 물론 1천이 주필산 전투에 참전한 모든 유목민 기병은 아니다.
고구려 출정을 위한 행군을 조직할 때 이적 휘하에는 난주와 하주의 돌
궐 기병이 배치되었다.9) 2주의 돌궐 기병을 이끌었던 것은 契苾何力과 阿
史那彌射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적 휘하의 기병이 6만에 달했다고 하는 기

록도 보인다.10)
이들 외에도 대 고구려전에 참여한 번장은 또 있다. 이사마(李[阿史那]思
摩)가 백암성 전투에서 종군했고,11) 구오대사 卷25, 당서1 무황기 상을

보면 서북 변경의 조주 방면에 있던 사타족 수장 拔野의 묵리군도 참전했
다.12) 또한 영주도독 張儉은 645년 4월 5일에 해․말갈․거란 등 유목민 수
령들과 휘하 영주도독 기병단을 이끌고 요하의 하류를 도하하여 건안성 공
략에 투입되었다.13) 당대조령집을 보면 장검의 휘하에 있었을 수도 있는
수령들의 이름이 나온다. 거란 번장은 於勾折이고 해 번장은 蘇支이며, 燕
州刺史는 李元正이며, 그들은 각기 그 부락민을 이끌고 왔다.14)
曰, 易與耳！ 競進乘之，至安市城東南八裏，依山而陳.”
9) 뺷資治通鑑뺸 卷197, 정관 18년 11월 甲午 조 “太子詹事左衛率李世勣爲遼東道行軍大總管,
帥步騎六萬, 及蘭․河二州降胡趣遼東.”
10) 뺷新唐書뺸 卷220, 고려전 “以李勣爲遼東道行軍大總管, 江夏王道宗副之, 張士貴、張儉、執
失思力、契苾何力、阿史那彌射、薑德本、曲智盛、吳黑闥爲行軍總管隸之, 帥騎士
騎士六萬趨
騎士
遼東.”
11) 뺷舊唐書뺸 卷199, 고려전.
12) 뺷舊五代史뺸 卷25, 당서1 무황기 상 “始祖拔野 唐貞觀中爲墨離軍使 從太宗討高麗薛延陀有
功 爲金山道副都護 因家於爪州.”
13) 뺷資治通鑑뺸 卷197, 정관 19년 4월 5일 조 “營州都督張儉將胡兵
胡兵爲前鋒，進渡遼水，趨建安
胡兵
城，破高麗兵，斬首數千級.”
뺷全唐文뺸 卷7, 太宗皇帝 命張儉等征高麗詔 “… 宜令營州都督張儉․守左宗衛率高履行等,
率幽․營二都督府兵馬, 及契丹․奚․靺鞨, 往遼東問罪.”
뺷冊府元龜뺸 卷357, 將帥部-立功門10, “張儉 … 征遼東時, 有獲高麗候者, 稱莫離支將至遼
東, 詔儉率兵新城路邀, 莫離支不敢出, 儉因進兵渡遼, 趨建安城, 賊徒大潰, 斬首數千給, 以功
累封皖城郡公, 賞賜甚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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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침공에 계필하력, 아사나미사, 阿史那社爾, 이사마, 묵리군사 발
야, 장검 등이 통솔하는 대규모 유목민 군대가 종군했다. 기병 자원이 풍부
한 당군이 주필산 전투에서 고구려 군대를 3면에서 협공하는 작전을 구사
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기동력이 떨어지는 보병을 동참시켜 수행할
수 있는 작전의 성격이 아니었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舊唐書 고려전에 이적의 보졸장창 1만의 모
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新唐書․資治通鑑은 이적의 병력을 보
병 1만과 기병 5천으로 기록했다. 기록의 숫자상으로는 3대 1이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冊府元龜와 舊唐書의 1대 1이다. 다수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李勣의 勖騎 1만 5천으로 기록하고 있는 冊府元龜
를 무시할 수 없다.

필자는 오히려 이러한 차이가 그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 중요한 단서로
보고 싶다. 당과 설연타에 보병전투를 훈련받은 기병의 존재가 기록상 뚜
렷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Ⅲ. 당에 도입된 薛延陀 步戰術
당시 유목민인 설연타는 말에서 내려 보병전투를 했다. 舊唐書 卷199,
鐵勒傳을 보자.

“[貞觀] 15年(641),…… 先是에 (설)延陀가 沙鉢羅와 阿史那社爾 등을 步戰으

로써 무찔렀다. 장차 [당을] 來寇 하려고, 먼저 武를 國中에서 익혔는데 步戰을
교습하였다. 각기 5명으로 1명은 戰陣에서 執馬하게 하는 것을 經習하고, 4명은
14) 뺷唐大詔令集뺸 卷130, 蕃夷-討伐-親征高麗詔 “觀乎天道, 鼓雷霆以肅萬物, …. 可卽遣使持節
遼東道行軍大總管英國公勣, 副總管江夏郡王道宗, 士馬如雲, 長驅遼左. 奮方岳之威, 屠蛇豕
於險瀆, 成建瓴之勢, 斬鯨鯢于鏤方. 行軍總管執失思力, 行軍總管契苾何力, 率其種落, 隨機
契丹藩長於句折,, 奚藩長蘇支,
奚藩長蘇支, 燕州刺史李元正等,
燕州刺史李元正等 各率其衆, 絶其走伏.”
進討. 契丹藩長於句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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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아가 싸웠다. 이기면 즉시 말을 받아 (적을) 추격하게 하였다. [집마자
가] 말을 잃어버리면(失應接罪에 이르면) 사형에 처하고, 其家口를 몰했고, 戰
人에게 상을 내리는 其法을 수행했다.”15)

앞서(先是) 설연타가 沙鉢羅와 아사나사이 등의 군대를 步戰으로 무찔렀
다고 한다. 앞서 설연타는 초원에 있는 反 동돌궐 세력의 중심에 있었다.
630년 당태종이 동돌궐을 멸망시킬 때 황제의 편에 서서 활약하였다. 그 후

설연타는 沙鉢羅와 阿史那社爾 등의 거센 도전을 받았다. 하지만 설연타는
그들을 모두 步戰을 하여 물리치고 초원의 지배자가 되었다.
설연타는 유목민이 말에서 내려 싸우는 步戰術을 개발했고, 그것을 실전
에 운용하는 전술적인 혁명을 이루어내어 초원의 지배자가 되었던 것이다.
최소 단위가 5인 1조로 구성된 규율 있는 군대였다. 설연타는 엄격한 법을
적용하여 전투 와중에 명령에 따라 한명이 말을 잡고, 하마한 4명의 기수들
이 공격과 후퇴를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켰다.
641년에 가서 당을 침범할 뜻을 굳힌 설연타가 군대를 동원했다. 당시 설

연타는 당에게 위협적인 세력이 되어 있었다. 資治通鑑 卷196, 정관 15년
(641) 11월 조를 보자.

“壬申에，황제의 車駕가 서쪽으로 돌아와 장안에 도착했다. 薛延陀의 真珠
可汗이 황제가 장차 東쪽으로 封禪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그 부하들에게 말하

기를 天子가 泰山에 封禪하러 간다고 하니, 士馬가 모두 따라갈 것이고, 邊境이
필히 텅 빌 것이다. 나는 이때 思摩(동돌궐)，썩은 나무뿌리를 뽑듯이 쉬울 것
이다.”라고 하면서 아들 大度設에게 명령을 내려 同羅ㆍ仆骨ㆍ回紇ㆍ靺鞨ㆍ習
등 병력 20만을 징발하여 漠南으로 내려와, 白道川에 주둔하여 善陽嶺에 處하여
突厥를 공격하려 하니, 俟利苾可汗(사마)이 능히 어찌할 수 없어 部落을 거느리

15) 뺷舊唐書뺸 卷199, 鐵勒傳 “[貞觀]十五年,…… 先是, 延陀擊沙鉢羅及阿史那社爾等, 以步戰而
勝. 及其將來寇也, 先講武於國中, 敎習步戰, 每五人, 以一人經習戰陣者使執馬, 而四人前戰,
克勝卽授馬以追奔, 失應接罪至於死, 沒其家口, 以賞戰人, 至是遂行其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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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長城으로 들어와, 朔州를 지키고 사신을 보내 침범을 알렸다. 癸酉에 황제가
營州都督 張儉에게 명하여 所部의 騎兵과 奚ㆍ習ㆍ契丹을 거느리고 가서 (설연

타의) 東境을 누르게 하고, 兵部尚書 李世勣을 朔州道行軍總管으로 삼고 將兵
6萬과 騎 1千2百을 거느리고 羽方에 주둔하게 하고, 右衛大將軍 李大亮을 靈州
道行軍總管으로 삼아, 將兵 4萬과 騎5千을 거느리고, 靈武右屯衛大將軍 張士貴

로 하여금 將兵 1萬 7千으로 거느리고, 慶州道行軍總管삼아, 雲中에서 나오게
하고, 涼州都督 李襲譽을 涼州道行軍總管으로 삼아 (설연타를 토벌하러) 오게
하였다.”16)

당이 대외적으로 돌궐을 제압하고, 대내적으로 정치경제적 안정을 구가
한 이른바‘貞觀의 治’시대로 접어들었다. 637년 군신들이 재차 泰山 封禪을
청하자 당태종은 그들에게 명하여 각지 名儒博士와 함께 봉선에 따른 禮儀
를 상의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房玄齡․魏徵․楊師道 등이 그 절차를 확정
했다. 정관 15年(641) 4월에는 다음해(642) 태산에서 봉선을 거행하리라 선
포했다. 세계를 제패한 당태종은 그것을 하늘에 고하는 의례를 하려 했던
것이다.
당태종과 그 일행이 수도 長安을 출발하여 東都로 향했다. 그러나 641년
6월 동도인 洛陽에서 그것은 중단되었다. 당태종이 산동 태산으로 향할 것

을 알고 있었던 설연타가 그 틈을 이용해 당에 복속해 있던 동돌궐을 쳐서
흡수하려 했던 것이다. 당태종은 설연타의 동과 서 그리고 남쪽에 모든 병
력을 배치했다.
당조정이 설연타의 위협을 느낀 것은 이전부터였다. 어제의 조력자인 설
16) 뺷資治通鑑뺸 卷196, 정관 15년(641) 11월 조 “壬申，車駕西歸長安. 薛延陀真珠可汗聞上將東
封，謂其下曰 天子封泰山，士馬皆從，邊境必虛，我以此時取思摩，如拉朽耳.”乃命其子
大度設發同羅ㆍ仆骨ㆍ回紇ㆍ靺鞨ㆍ習等兵合二十萬，度漠南，屯白道川，據善陽嶺以擊
突厥. 俟利苾可汗不能禦，帥部落入長城，保朔州，遣使告急. 癸酉，上命營州都督張儉帥
所部騎兵及奚ㆍ習ㆍ契丹壓其東境；以兵部尚書李世勣爲朔州道行軍總管，將兵六萬，騎
千二百，屯羽方, 右衛大將軍李大亮爲靈州道行軍總管，將兵四萬,騎五千,屯靈武右屯衛大
將軍張士貴將兵一萬七千, 爲慶州道行軍總管, 出雲中, 涼州都督李襲譽, 爲涼州道行軍總管,
出其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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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타의 군대가 초원을 장악해 가던 것을 목도한 당 조정은 대책이 필요했
을 것이다. 물론 그것은 병력 증강이라는 양적인 측면보다 전술적 측면에
서 이루어졌던 것 같다.
通典 卷157, 병전10을 보면 李靖(571～649)이 집필한 ｢兵法｣에 하마 기

병 훈련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적과 싸우는 모든 경우에 跳盪․奇兵․馬軍 등의 隊는, 모름지기 下馬하여
적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뽑아 놓아야 한다. 隊別로 捉馬人도 뽑아 먼저 이름을
정한다. 만일 싸움에 임할 시에 착마인이 전각(前卻)이 있거나, 應捉하지만 撩
亂하여 (말을) 차례로 놓친다거나, 致失한 鞍馬者는 斬한다. 만일 적이 퇴하면,

걸어서 30보 이상을 추격하면 안 되고, 역시 말을 타고 추격해서도 안 된다.
적이 퇴각하는 것이 확실해 지고, (적이) 요란하게 두려워하면, 말을 타고 추격
하는 것은 가능하나, 여러 隊와 함께 나란히 나아가야 한다. 折衝․果毅는 전투
가 벌어졌을 때 비로소 하마했다고 하나 적도가 패퇴한 이후에 騎馬하여 추격
해야 한다.17)

이정의 교범은 설연타가 그 기병들에게 훈련시킨 보전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다. 먼저 도탕․기(奇)병․마군 등 기병 부대는 하마하여 전투할 수
있는 인력을 선발해 놓고, 다음으로 하마한 다음 빈 말에 대한 관리자를 선
정한다. 착마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그 이름이 기록된다. 말
을 놓치는 자는 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지옥과 같은 전장에서 5필의
말을 돌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말해주는 것 같다.
적이 후퇴할 때 하마한 기병은 도보로 30보 이상 따라가면 안 되고, 역시
말을 타고 즉시 따라가는 것도 금한다. 급한 추격은 대열을 흩어지게 하고
적의 유인에 말려드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적의 후퇴가 확실히 감지되
17) 뺷通典뺸 卷157, 병전10 ｢兵法｣ “凡與敵鬥, 其跳盪․奇兵․馬軍等隊, 卽須量抽人下馬當之.
隊別量抽捉馬人, 先定名字. 若臨鬥時, 捉馬人有前卻及應捉撩亂失次第, 致失鞍馬者, 斬. 若
其賊退, 步趁不得過三十步 亦不得卽乘馬趁. 審知賊退, 撩亂驚怖, 然可騎馬逐北, 仍與諸隊齊
進. 其折衝․果毅, 當鬥之時, 雖蹔下馬, 賊徒敗退以後, 任騎馬檢校騰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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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요란스럽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면 그들을 추격하는 것은 가능하
며, 그것도 여러 부대가 대열을 가지런히 하여 전진하라고 한다.
이정이 언급한 下馬步鬪의 원형은 설연타의 그것이 확실하며, 그것을 도
입하여 중국 기병 전술을 혁신했음을 알 수 있다. 舊唐書 卷199, 鐵勒傳을
보면 이적이 그 전술을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
돌궐병[즉 당에 항복한 돌궐기병]이 먼저 싸우다 갑자기 퇴각하니, 薛延陀가
승세를 타고 추격해 왔다. 이적의 군대가 맞서 싸웠으나, 戰馬가 많이 상했다.
(이적이) 곧 영을 내려 말에서 내려 보병의 陣을 치고, 長矟 수백으로 隊를 만들

어, 가지런하게 하니 적병들이 장삭에 부딪치어 潰散했다. 副總管 薛萬徹이 수
천 기병들이 (薛延陀의) 執馬者를 거두어 들였다. 설연타군은 말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죽인 자가 3천이요 獲馬가 1만 5천 필이고, 甲仗輜重이 헤아릴
수 없었다.18)

641년 12월 당과 설연타 사이에 전투가 있었다. 이적과 설연타 사이의 전

투가 승패를 결정짓는 고비였다. 설연타군에 대해 이적 휘하 돌궐 기병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돌궐 기병은 패배하여 퇴각했고, 상황이 역
전되어 설연타군이 그들을 추격했다. 가만히 두면 돌궐 기병이 전멸할 상
황으로 몰릴 것이라 판단한 이적이 자신의 기병을 이끌고 설연타 기병을
막아섰다. 하지만 설연타의 화살이 쏟아졌고, 이적의 기병은 피해를 입어
말을 많이 상실했다.19)
그러자 이적은 명령을 내려 기병들에게 말에서 내려 보병의 진을 치게
했다. 長矟(이하 장창)을 소지한 수백 명이 隊伍를 갖추어, 장창을 나란히
하여 奮擊했다. 이적의 명령을 받은 병사들이 하마하여 陣을 치고 장창을
18) 뺷舊唐書뺸 卷199, 鐵勒傳 “[貞觀]十五年,…… 突厥兵先合輒退, 延陀乘勝而逐之. 勣兵拒擊,
傷我戰馬. 乃令去馬步陣, 率長矟數百爲隊, 齊奮以衝之, 其衆潰散. 副總管薛萬徹率數千騎收
其執馬者, 其衆失馬, 莫知所從, 因大縱, 斬首三千餘級, 獲馬萬五千匹, 甲仗輜重不可勝計.”
19) 뺷資治通鑑뺸 卷196, 정관 15년 12월 조 “薛延陀萬矢俱發，唐馬多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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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향해 세웠던 것이다. 말에서 내린 기병이 순식간에 장창보병으로 전
환했다. 설연타의 기병들이 이적의 병사들을 향해 돌진하는 와중에 이루어
진 騎步전환이었다.
資治通鑑 卷196, 태종 정관 15년 12월 조의 같은 내용은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장삭을 잡고 곧게 앞으로 세우니 적이 맞부딪쳤고, 설연타
의 군대가 궤산했다(執長矟直前衝之. 薛延陀衆潰).”설연타의 기병들이 고슴
도치 같은 장창의 밭에 충돌했던 것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장창 부대의
벽에 부딪친 설연타의 기병들은 기동력을 상실했고 그때 이적이 이끄는 당
군의 역습이 시작되었다.
다른 위치에 있었던 설만철이 수천의 기병들을 이끌고 설연타의 집마자
를 급습해 그 말들을 거두어 들였다. 설연타군이 말을 잃고 흩어졌다. 설연
타의 집마자의 모습에서 그들에게도 下馬하여 步鬪하는 병력이 있었던 것
을 말해주며, 언급한 舊唐書 卷199, 鐵勒傳에서 보전훈련을 했던 설연타
의 전술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당군과 설연타군 모두 말에 내려서 전투를 했다. 군사적으로 경쟁하던
당과 설연타는 같은 전술을 공유하게 되었다.20) 당은 설연타에서 전술을
배워 그들을 격파했다.

Ⅳ. 주필산 전투와 李勣의 下馬 長槍兵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41년 이적의 병력은 말에서 내려 장창을 들고
전투할 수 있는 기병이었다. 주필산 전투에 투입된 長孫無忌의 奇兵 1만 1
천도 騎兵으로 여겨진다. 언급한 通典 卷157, 兵典10, ｢병법｣에서 “무릇
적과 싸우는 경우, 跳盪, 奇兵,
奇兵 馬軍 등의 隊는 모름지기 下馬하여 적과 싸울

20) 서영교, ｢唐代 騎兵의 步戰｣, 뺷中國史硏究뺸 66, 중국사학회 2010,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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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람을 뽑아 놓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서 奇兵은 騎兵이며,
하마할 수 있는 존재이다.21)
당태종 당시 기병 전술은 극대화되어 있었다. 싸움에서 기병은 말 위에
만 있지 않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말에서 내려 싸우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적의 병력을 보기 1만 5천으로 기록한 資治
通鑑․舊唐書와 勖騎 1만 5천으로 기록한 冊府元龜는 서로 충돌하는

기록이 아니다. 주필산 전투에 참전한 이적의 기병 1만 5천 가운데 적어도
1만은 상황에 따라 하마하여 장창보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훈련된 병력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冊府元龜에서 勖騎 1만 5천이라는 표현과도 배
치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冊府元龜에서 會騎 4천이라 한 太宗의 병력은 모두 기병이라 여
겨진다. 新唐書 고려전을 보자.
帝가 밤에 여러 장수를 불러, 李勣으로 하여금 步騎 1萬 5千을 이끌고 西嶺에
陣을 쳐 賊을 대적하게 하고, 長孫無忌와 牛進達로 하여금 精兵 1萬 명을 이끌

고 狹谷을 나와 적의 배후를 치게 하고, 帝는 騎 4千으로 적이 있는 북쪽 산위에
깃발을 눕히고 있다가 적을 치기로 했다.22)
21) 뺷全唐文뺸 卷7, 太宗皇帝 破高麗賜酺詔 “行軍大總管李勣, 率總管虢國公張士貴等馬歩軍十
四總管, 當其西南面. 又命趙國公無忌, 率馬歩軍二十六總管, 馳自東谷, 合其來道, 抵背扼喉,
塞其歸路.” 앞의 기록을 보면 行軍大總管 李勣의 병력과 長孫無忌의 병력을‘馬歩軍’이라
하고 있다. 하마보투 훈련이 되어 있는 기병을 포함하고 있는 기병을 馬步軍이라 하지
않을까. 다음의 기록은 이러한 추측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고 생각된다.뺷舊唐書뺸 卷77,
楊纂族子 弘禮傳 “太宗有事遼東, 以弘禮有文武材, 擢拜兵部侍郎, 專典兵機之務. 弘禮每入
參謀議, 出則統眾攻戰. 駐蹕之陣, 領馬步二十四軍, 出其不意以擊之, 所向摧破. 太宗自山下
見弘禮所統之眾, 人皆盡力, 殺獲居多, 甚壯之.” 馬步 24軍을 통솔하여 불의에 고구려군을
공격하여 격파했다고 하고 있다. 순수 기병과 같은 馬步軍의 기동력이 보인다. 한편 뺷新唐
書뺸 卷119, 楊弘禮전을 보면 “太宗征遼東, 拜兵部侍郎. 駐蹕之役, 領步騎二十四軍跳出賊背,
所向摧靡. 帝自山下望其眾, 袍仗精整, 人人盡力, 壯之.”라고 하여 그가‘步騎’24軍을 통솔했
다고 하고 있다.
22) 뺷新唐書뺸 卷200, 高麗傳 “帝夜召諸將, 使李勣率步騎萬五千陣西嶺當賊, 長孫無忌、牛進達
精兵萬人出虜背狹谷, 帝以騎四千偃幟趨虜北山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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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唐書․資治通鑑에서는 당태종의 병력이 步騎 4천이라 했는데, 위

의 新唐書 기록에서는 기병 4천이라고 하고 있다. 新唐書 저자의 판단
이 반영되어 있다. 급격하게 고구려군대를 3면에서 포위 공격해야 하는 당
의 입장에서 기동성이 떨어지는 보병으로 병력의 분산과 협공은 쉽지 않으
며, 기병이 아니면 작전 자체가 어렵다.
6월 22일 결전의 날이 밝았다. 언급한 資治通鑑 卷198, 정관 19년(645)
6월 22일 조에는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 상황에 대한 기록이 있다.

“(고구려 장군) 延壽 등이 李世勣의 군대가 홀로 布陳한 것을 보고，勒兵을

내어 싸우고자 했다.”23)

이적의 기병 1만 5천이 고구려 군영 서쪽의 고지인 고개에 진을 치고 있
었다. 고구려 장군들의 눈에 이적의 군대만 보였다. 고연수 등의 병력은 여
러 기록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약 6만에 육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항복한
3만 6천 8백 ＋포위되어 전사한 병력 2만)24). 이적의 4배에 이르는 병력이

다.
먼저 고연수는 말갈 기병을 앞장 세워 이적의 진영을 향해 진격했던 것
으로 상상된다. 이적의 병력이 이를 막아내려고 했으나 병력의 차이가 컸
다.
駐蹕의 전투에서 황제의 군대(六軍)가 高麗의 승기에 밀리고 있었다. 太宗이

명하여 英公(李勣)의 대장 깃발인 黑旗를 보고 오게 했다. 候者가 고하기를 黑
旗가 포위되어있다고 하니 황제가 크게 두려워했다(帝大恐).25)

23) 뺷資治通鑑뺸 卷198, 정관 19년(645) 6월 22일 조 “戊午，延壽等獨見李世勣布陳，勒兵欲戰.”
24) 15만 대군이 진군해 왔으나, 정작 그날 전투에 투입된 병력은 6만 정도로 보인다. 보급부
대나, 예비부대 등이 상당수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5) 劉餗 뺷隋唐嘉話뺸 上, 中華書局 10～11쪽 “駐蹕之役 六軍爲高麗所乘 太宗命視黑旗英公之麾
也 候者告黑旗被圍 帝大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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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군이 승기를 잡았고, 이적의 군대는
위태로웠다. 4배나 많은 병력에 압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적의 군대가
고구려군에 포위를 당했다.
이때 이적의 기병 1만은 말에서 내려 장창을 잡고, 方陣이나 圓陣의 대오
를 이루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말 위에서 싸
우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기병이 말에서 내려 싸울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것은 이러한 기동성을 상실한 상황을 대비해서였다. 잠시 후 상황이
바뀌었다. 冊府元龜 卷116, 帝王部․親征 조를 보자
太宗이 長孫無忌軍이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것을 보고 명하여 鼓角을

울리고 旗幟를 일제히 들게 했다. 延壽 등이 크게 놀라 장차 병을 나누어 이에
대처하려 했지만 그 진이 어지러워졌다. 그때 번개가 쳐서 당군의 위세를 도왔
다. 이적이 병력 1만을 거느리고 고구려 군대를 공격했다. 연수의 군대는 물러
났고, 장손무기가 군대를 풀어 고구려군의 배후를 쳤다. 태종이 또 군을 이끌고
가니, 적은 곧 무너졌다. 2만을 참수하고, 연수가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산에
의지하여 스스로를 보전하고자 했다.26)

이적의 군대가 포위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 위에 있던 太宗이
장손무기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을 보고, 명령을 내려 북
을 치고 角을 불고 旗幟를 일제히 들게 했다. 산 위에서 생각지도 못한 당태
종의 군대가 나타났고, 배후로 장손무기의 군대가 일제히 달려오자 놀란
고구려군이 병력을 나누어 이를 막으려 했다. 진을 나누어 재배치하면서
고구려군의 대열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이적에 대한 고구려의 포위가
이때 풀렸던 것 같다. 이적의 병력 1만이 대열을 이루어 고구려 군대를 공
격했다. 全唐文 卷7, 太宗皇帝 破高麗賜酺詔는 그 장면을 순서대로 묘사
26) 뺷冊府元龜뺸 卷116, 帝王部․親征 조 “太宗遙望長孫無忌軍塵起, 命鼓角並作旗幟齊舉, 延壽
等大懼將分兵承之, 而其陣已亂, 時有電雷助我軍威, 李勣率卒一萬擊之, 延壽衆退, 長孫無忌
縱兵乘其後, 太宗又引軍臨之, 賊因潰, 斬首二萬餘級, 延壽等率其餘寇, 依山自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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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出其不意, 凶徒遂擾. (당태종이) 그 뜻하지 않은 것을 내보이니 흉도들이 드

디어 동요되었다.
初爲一陣, 四拒勣軍. 처음에 (고구려군이) 一陣으로 4번 (이)적군을 막았다.
及此三分, 因而大潰. 이어 3진으로 나누어졌고 크게 무너졌다.

상황이 반전되어 이적을 포위했던 고구려군이 역공을 당했다. 당태종의
출현으로 당황했던 고구려군대는 처음 1개의 진을 유지하면서 이적의 반격
을 4번이나 막아냈다.27) 하지만 장손무기와 당태종의 두 군대가 도착하여
한꺼번에 공격해 오니 각각을 막아내기 위해 陣이 3개로 쪼개졌고 잠시 후
크게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언급한 舊唐書 고려전에서 “적(고구려)의 대열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
다 李勣이 步卒長槍 1만이 고구려 군대를 공격했다.”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배후에서 장손무기와 당태종의 기병
이 밀려오자 이적의 장창병은 1만은 공격하는 주체에서 고슴도치 같은 장
창의 벽, 거대한 모루로 전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장창의 전법은 지극히 보병적인 것이다.28) 그것을 기병에 접목시켰다.
보병의 단점인 기동성결여를 극복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보병의 강점인
정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연타
에게 배운 기병의 보전을 이적은 보다 창의성 있게 발전시켰던 것으로 보
인다.
고구려군대는 3개의 진으로 쪼개졌다. 하나는 이적의 병력을, 하나는 배
후의 장손무기의 병력을, 하나는 당태종 4천 기병을 방어해야 했기 때문일
27) 상황이 반전되어 이적의 군대가 고구려군을 4번 공격했다고 한다. 이때 말위에 올라
기병 공격을 했을 수도 있다.
28) Karl A Wittfogel and Feng Chia-Shen,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907-1125),
Philadelphia,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49, 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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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하지만 당군의 공격을 받고 진이 붕괴되는 과정일 수도 있다.
고구려군이 무너지는 와중에 2만이 포위되었고, 3만 6천 8백명이 도주를
했다. 다수가 그곳을 빠져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全唐文 卷7, 太宗皇
帝 破高麗賜酺詔의 일부를 보자.

또 (태종이) 趙國公 長孫無忌에게 명령하기를 馬步軍 26총관을 거느리고, 동
쪽 골짜기로부터 내달려 來道에 합쳐서, (고구려군의-필자) 뒤 쪽을 막고 그
목을 누르되, 그 귀로의 사이가 뜨게 하라(塞其歸路)고 하였다.29)

당태종이 전투 이전에 작전을 하달할 때였다. 장손무기는 다음과 같은
명을 받았다. “고구려군의 배후를 막고 그 목을 눌러 공격하지만 그 퇴로를
조금 터 놓아라!” 당태종도 6만에 육박하는 고구려군 모두를 포위하여 궤
멸시키기에는 버거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다. 포위하여 모두
전멸시키려 했다가는 당나라군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생기게 된다. 고구려
군의 전력을 분리하여 각개 격파하려 했던 것 같다. 일부러 퇴로를 열어놓
아 고구려군의 결사항전 의지를 꺾고 상당 부분을 도주하게 하고 나머지를
전멸시키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 그 결과는 이러했다.
2만을 참수했다. 연수가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도주하여-필자), 산에 의지하

여 스스로를 보전하고자 했다, 당군이 고구려군대를 공격하는 것을 그들이 뒤
돌아보고 슬프게 서로를 부르니 그 소리가 심히 불쌍하게 들렸다.30)

29) 뺷全唐文뺸 卷7, 太宗皇帝 破高麗賜酺詔 “又命趙國公無忌, 率馬歩軍二十六總管, 馳自東谷,
合其來道, 抵背扼喉, 塞其歸路.” 앞의 기록에서 장손무기가 26총관을 거느리고 고구려군의
배후를 담당하게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그 규모는 이적군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
이는 뺷資治通鑑뺸, 뺷舊唐書뺸 등과 다른 내용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의 숙제로 남기고자
한다.
30) 뺷冊府元龜뺸 卷116, 帝王部․親征 “斬首二萬餘級, 延壽等率其餘寇, 依山自保, 回望我軍擊其
黨類悲號相召其聲甚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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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수와 패잔병들이 빠져 나온 직후, 포위망에 갇힌 자들은 저항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기세에 밀린 그들은 학살당하고 있었다.
죽어가는 자들과 빠져나온 자들이 서로를 슬프게 불러댔다. 삼면 포위망을
빠져나오지 못한 고구려군 2만이 목숨을 잃었다. 도망간 3만 6천 8백 명도
당군에게 포위되었고, 다음날 항복했다.

Ⅴ. 맺음말
주필산 전투에서 당군의 병종 구성에 대하여 舊唐書는 ‘李勣率 步騎 1
만 5천, 長孫無忌 精兵 1만 1천, 太宗 步騎 4천’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록을 전하는 冊府元龜는 ‘李勣의 勖騎 1만 5천, 長孫無忌는 精兵으
로 奇兵을 삼은 1만 1천, 太宗의 會騎 4천’으로 기록하고 있다. 장손무기의
그것은 모두 공통점이 있지만 이적과 태종의 병종에는 각각 步騎와 騎兵으
로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
舊唐書․新唐書․資治通鑑는 한결 같이 이적의 병력이 步騎 1만 5

천이라 하고 있다. 그것은 舊唐書 고려전 언급된 주필산 전투에서 이적의
步卒長槍 1만의 활약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적의 步
騎 1만 5천은 기병 5천에 보병 1만이 된다는 등식이 나온다.

그렇다면 주필산 전투에 동원된 당군 대부분이 기병이며, 이적의 병력이
勖騎 1만 5천이라고 전하는 冊府元龜의 기록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해답을 이적의 장창병 운영에서 찾고 싶다.
641년 12월 당과 설연타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이적과 설연타의 大度設

사이의 전투가 승패의 고비였다. 이적 휘하 돌궐 기병이 선제공격을 시작
했다. 하지만 돌궐 기병은 패퇴했고, 설연타군이 그들을 추격했다. 돌궐 기
병이 전멸할 상황이었다. 이적이 자신의 기병을 이끌고 설연타 기병을 막
아서자, 설연타의 화살이 쏟아졌다. 이적은 많은 말들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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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이 기병들에게 말에서 내려 보병의 진을 치게 했다. 명령에 따라 병
사들이 말에서 내려 보병의 陣을 쳤고, 수백 명이 대오를 지어 장창을 적을
향해 세웠다. 설연타의 기병들이 이적의 병사들을 향해 돌진하는 와중에
이루어진 신속한 騎步 전환이었다.
설연타 기병이 장창에 부딪치어 潰散했다. 장창의 벽에 부딪친 설연타의
기병이 기동력을 상실하자 당군의 역습이 시작되었다. 다른 위치에 있었던
설만철이 수천의 기병들을 이끌고 설연타의 집마자들을 급습해 그 말들을
거두었다. 설연타군이 말을 잃고 흩어졌다. 이 장면에서 설연타 기병도 하
마하여 보투하는 병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당군과 설연타가 모두 말
에 내려서 전투를 하는 하마보투가 일반화된 시대였다.
당태종 당시 기병 전술의 발달은 극한에 가 있었다. 전장에서 기병은 말
위에만 있지 않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말에서 내리기도
하고 기승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舊唐書와 冊府元龜는 서로 충돌하
는 기록이 아니다. 주필산 전투에 참전한 이적의 기병 1만 5천 가운데 1만
은 상황에 따라서 보병으로 전환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太宗의 會騎 4천도 기병이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新唐書 고려전에는

기병 4천이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기동성이 떨어지는 보병으로는 분산협
공이 쉽지 않다고 본 新唐書 저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다. 급
격하게 고구려를 3면에서 포위공격해야 하는 당의 입장에서 기병이 아니면
작전 자체가 어렵다.
長孫無忌 奇兵 1만 1천도 騎兵으로 생각된다. 通典 卷157, 兵典10, ｢병

법｣을 보면“跳盪, 奇兵, 馬軍 등의 隊는 모름지기 下馬하여 적과 싸울 수 있
는 사람을 뽑아 놓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奇兵은 하마할 수 있
는 존재이고 따라서 騎兵이다. 당 기병은 步戰 훈련이 된 騎步轉換戰術騎兵
이라 여겨진다.
기병도 적과 부딪쳤을 때 항상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
고, 적을 섬멸시키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결국 보병의 역할을 할 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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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주필산 전투에서 이적의 병력 1만 5천은 처음에 포위되어 기동
력을 상실한 상황에 봉착했다. 이적의 기병 1만은 하마하여 장창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며, 대열을 이루어 고구려군의 공격을 막아냈던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반전되어 배후에서 장손무기와 당태종의 기병이 밀
려오는 상황에서 이적의 장창보병 1만은 고슴도치 같은 장창의 벽, 거대한
모루가 되었다. 이적의 장창의 벽에 가로 막힌 고구려군대는 망치 역할을
하는 장손무기와 당태종의 기병의 공격을 받고 궤멸했다.
이적은 지극히 보병적인 장창의 전술을 기병에 접목시켰다. 보병의 단점
인 기동성 결여를 극복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보병의 강점인 정적인 위력
을 발휘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이 논문은 2015년 7월 21일에 접수되어,
2015년 8월 13일에 심사를 의뢰하여 8월 28일에 심사 완료되었으며,
2015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수정하여
2015년 9월 16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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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 Lijik & His Pikeman
Seo, Young-kyo
During the time of Tang Tai-tsung, cavalry tactics were highly
developed. In the battlefield, cavalry troops were not only on horses.
The training included dismounting in response to the conditions.
Thus, the battlefield cavalry was on horseback to respond to
ever-changing situations and even dismounted frequently. In 645,
General Lijik’s cavalry fought in the Battle of Goguryeo. The cavalry
had been trained to operate as an infantry division,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 cavalry was trained to switch to a spear infantry
operation.
Key Words : Lijik, Pikeman, Tang Tai-tsung, Mt. Jupil, Hsüch-ye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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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가제굿> 무가의 서사 지향과 기능
-<차사본풀이>와의 비교를 통해서31)유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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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함경도 망묵굿에서 연행되는 <짐가제굿>을 <차사본풀이>와의 비교
함으로써 그 서사의 지향점을 검토하고, 망묵굿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고찰
한 것이다.
<짐가제굿>과 <차사본풀이>는 이승에서 발생한 문제를 저승의 존재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는 서사를 일정부분 공유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두 무가
는 동일한 유형의 무가로 분류되어 연구되었다. 하지만 서사의 면면을 검토해보면,
두 무가는 전혀 다른 서사적 지향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차사본풀
이>가 강림이라는 영웅적 인물의 존재변모에 큰 관심을 두고 그가 저승차사로 좌
정하는 것에 주목하는 반면, <짐가제굿>은 강림에 해당하는 손사령의 역할이 크
게 축소되어 있고 주제적으로는 초월적 존재의 악인 징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차사본풀이>가 이승과 저승의 관계를 유연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 한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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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가제굿>은 철저하게 구분/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서사의 지향점은 이 무가가 구연되는 굿의 연행 현장에 대한 검토에서
도 확인되며, 이는 이들 무가가 수행하는 기능과도 관련되어 있다. <차사본풀이>
에서 차사로 좌정한 강림이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은 제
주도의 시왕맞이굿에서 제의적으로도 확인 된다. <짐가제굿>의 손사령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짐가제굿>은 망묵굿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함경도 망묵굿에서 <짐가제굿>의 앞뒤에 배치
되는 <동랑축원>과 <오기풀이>에서 거듭 이승과 저승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이
제시되고, 이를 통해서 망자가 이승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저승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짐가제굿>, <차사본풀이>, 망묵굿, 이승과 저승의 단절, 악인 징치

Ⅰ. 머리말
<짐가제굿>은 함경도, 특히 함흥․홍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행해지

는 무속의례인 ‘망묵굿(또는 망묵이굿)’에서 연행되는 굿거리이자, 그 굿거
리에서 불리는 무가를 이르는 말이다. 망묵굿은 서울․황해도의 진오기굿,
경기도의 새남굿, 동해안의 오귀굿, 남해안의 오귀새남굿, 제주도의 시왕맞
이굿 등과 동궤에 놓이는 것으로 죽은 이를 좋은 곳으로 천도하기 위한 망
자천도굿의 성격을 지닌다. <짐가제굿>은 망묵굿의 일부로서 이승에서 발
생한 급작스런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승의 권위자를 이승
으로 소환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
행하는 이승의 인물이 저승의 차사가 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즉 <짐
가제굿>은 저승차사의 내력을 설명하는 본풀이의 기능을 지니면서 동시에
저승과 이승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내포한 서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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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짐가제굿>의 특징은 특히 제주도 시왕맞이굿에서 연행되는
<차사본풀이>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1) <짐가제굿>과 <차사본풀이>의

유사성은 더 이상 <짐가제굿>의 새로운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과 맞물리면서 <짐가제굿>의 연구를 粗忽히 여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 같다. 실로 <짐가제굿>을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드
물고, <차사본풀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루거나 망묵굿을 설
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2) 이들 연구에서 <짐가제굿>
은 <차사본풀이>와 구조적인 동일성을 지니고 있으며, 표현 방법과 같은
부차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차사본풀이>의 변이형 정도로 보고 있
다.3)
1) 徐大錫, ｢敍事巫歌硏究 -說話․小說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碩士論文, 1968,
44～45쪽; 崔元午, ｢鬼神說話가 서사무가와 판소리에 수용된 양상 연구｣, 서울大學校 碩士
論文, 1993, 80～86쪽; 최원오, ｢차사본풀이 類型 巫歌의 構造와 意味｣, 뺷한국민속학뺸29,
한국민속학회, 1997, 223～246쪽; 김형근․김헌선, ｢제주도 무속신화 <차사본풀이> 연구
– 함흥 <짐가제굿> 무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뺷정신문화연구뺸112, 한국학중앙연구
원, 2008, 239～271쪽 등을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로 언급할 수 있고, 그 외에 단편적인
언급은 여러 문헌 및 인터뷰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 최원오, 위의 글, 1997, 223～246쪽; 김형근․김헌선, 위의 글, 239～271쪽; 임석재, ｢이승과
저승을 잇는 신화의 세계｣, 임석재 외, 뺷함경도 망묵굿뺸, 열화당, 1985, 70～90쪽; 김헌선,
｢함경도 무속서사시연구｣, 뺷口碑文學硏究뺸8, 한국구비문학회, 1999, 250～251쪽; 김은희,
｢동해안과 함경도의 망자 천도굿｣, 뺷한국학연구뺸26,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81～
115쪽; 김헌선, ｢<짐가제굿>의 유형적 특징과 의미-저승차사와 저승 세계 성립에 대한
무불습합적 견지에서-｣, 뺷한국무속학뺸29, 한국무속학회, 2014, 53～82쪽.
3) 김형근․김헌선의 논의는 두 무가가 서로 같으면서 다르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이 글의 입장과 같다(김형근․김헌선, 위의 글, 253～268쪽). 다만 선행 연구의 목적은
<차사본풀이>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에 있는바 <짐가제굿>이 지니는 특징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헌선은 <짐가제굿>이 피살자, 살해자, 해결자 등의 인물을 두루 검토해야 하는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고, 무가의 성격이 세속화되는 경향을 살피기도 했다.
또한 이 무가에서 나타나는 저승관념이 불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찰
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도 <차사본풀이>를 완형적인 자료로 보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김
헌선, 위의 글, 2014, 53～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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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차사본풀이>를 이 유형의 무가의 완성된 형태로 보는 시각
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선행 연구에서 부차적
인 차이라고 언급한 부분이야말로 <짐가제굿>이 지니는 특징적인 면모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야말로 <짐가제굿>무가의 독창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서사
적 동일성이 거듭 인정된 <차사본풀이>와 견주어 서사의 지향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서사의 특징만으로 무가가 지니는 의미를 고구하는 것에는 일정
한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무가에 내포된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역시
무가가 연행되는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짐가제굿>이 연행되는
망묵굿의 연행맥락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짐가
제굿>의 서사적 지향점과 그것이 연행되는 현장에서의 유기성이 확인된다
면, <짐가제굿>이 지니는 의의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짐가제굿>의 서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연행맥락을 통해
서 <짐가제굿>의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짐가제굿> 무가의 양상과 서사의 특징
1. <짐가제굿>의 이본과 서사구조
지금까지 조사 보고된 <짐가제굿>은 임석재․장주근 채록본(지금섬본)
과 김태곤 채록본(이고분본) 뿐이다.4) 이들 자료는 월남한 무녀인 지금섬
과 이고분을 대상으로 각각 조사 채록된 것이다. 지금섬본은 조사자가 무
녀에게 제의를 行式하는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구연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4) 任晳宰․張籌根, 뺷重要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13-關北地方巫歌뺸, 文化財管理局, 1965, 45
1～466쪽; 金泰坤, 뺷韓國巫歌集3뺸, 集文堂, 1978, 92～97쪽.

<짐가제굿> 무가의 서사 지향과 기능 93

녹음하였다가 나중에 문자화한 것이다.5) 이고분본은 연행자인 무녀의 태
도가 쌀쌀맞고 신경질적이며, 빈굿이나 조작된 굿은 할 수 없다고 하여 수
차례 간청하여 간신히 녹음했다가 문자화한 것이라고 한다.6) 이 자료들은
실제 연행현장이 아닌 인공적인 환경에서 얻은 것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
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함흥지역의 현지 조사가 불가능하
다는 점, 그리고 조사에 참여했던 월남한 무녀들마저 세상을 떠나 더 이상
새로운 자료를 얻을 수 없다는 점 등 현실적인 맥락을 고려했을 때 더없이
소중한 자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료들은 각각 <짐가제굿>과 <진가
장굿>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짐가제와 진가장은 모두 무가에 등장
하는 인물로서 이 둘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
겨진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금섬본을 중심으로 서사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자.
㈎-1 김 정승, 이 정승, 박 정승의 세 동갑내기 아들들이 세상 구경을 떠났다.
-2 강림골에 들어서니 짐가제의 아내가 나서서 자기 집으로 인도하므로 거

기서 묵기로 했다.
-3 짐가제가 돌아와 재물을 빼앗을 생각으로 세 정승의 아들을 죽이고 시신

을 외양간 말판 밑에 넣었다.
㈏-1 세 도령의 죽은 혼은 지부왕에게 애원하여, 정월 대보름날 밤에 세 우물의

은붕어, 금붕어로 환생했다.
-2 짐가제의 아내가 물 도둑질 하려고 우물에 갔다가 떠오른 은붕어, 금붕어

를 보고 貴物이라 생각하고 집으로 가져가서 남편과 함께 먹었다.
㈐-1 그날부터 태기가 있어 아들 삼 형제를 낳았는데 모두 학식이 뛰어나 일곱

살에 과거를 보러 갔다.
-2 아이들로부터 급제를 하고 집으로 내려온다는 편지를 받은 짐가제가 큰

잔치를 차렸다.
5) 任晳宰․張籌根, 위의 책, 6쪽.
6) 金泰坤, 앞의 책, 70～72쪽 참고(조사자인 김태곤이 이고분을 만나 함경도 망묵굿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내용과 그 경위가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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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당에서 虛拜하던 아이들이 엎드린 채 죽어 버렸다.
-4 짐가제가 관가에 들어가 “내 아들 잡아간 삼사재를 붙잡아 달라.”라고 하

자, 관장이 손사령을 불러 삼사재를 잡아오라고 했다.
㈑-1 손사령이 삼사재를 잡을 방법이 없어 고민하자 그 아내가 방법을 알려주

었다.
-2 열시왕 사재가 굿상을 먹으러 나왔다가 손사령에게 갈 곳을 안내하도록

했다.
-3 열시왕 사재가 관장을 불러들여 “외양간 말판을 들어보라.” 하니 짐가제

가 구르며 살려 달라고 했다.
-4 외양간의 말판 아래서 세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5 열시왕 사재가 짐가제와 그 아내를 징치하고는 강림골에 殺이 들지 못하

게 했다.
-6 열시왕 사재는 ‘열시왕의 사령’으로 부리려고 손사령의 혼만 빼서 저승으

로 갔다.
-7 남편을 찾아다니던 손사령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음을 알고 옷고름에 목

을 매어 죽었다.

<짐가제굿>은 그리 길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몇 개의 특징적인 국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국면을 중심으로 서사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
저 ㈎는 세 정승의 아들이 짐가제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짐가제는 재물에 욕심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자식이 없어
적덕을 하는 차에 어찌 사람을 해칠 수 있냐고 말리는 아내의 말에도 불구
하고, 아무 죄 없는 세 도령을 죽인다. 세 도령은 무고한 죽음으로 인해 원
한을 갖게 된다. 이고분본에서는 정승의 아들 삼형제가 과거를 보고 돌아
오는 길에 진가장의 집에서 留宿했다가 변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는 억울하게 죽은 세 도령의 혼이 지부왕에게 청원하여 붕어로 몸을

바꾸어 원수를 갚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원한을 품게 된 세 도령의
혼이 해원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짐가제 부부는 우물에서
건진 붕어를 자식을 얻을 귀물이라고 여기고 뼈까지 모두 먹어버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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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곧 無子라는 문제를 지닌 짐가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고분본에서는 원혼의 몸 바꾸기가 자신들의 의지로
이뤄지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는 자식이 없던 짐가제는 붕어를 먹고 세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들이

과거 급제해서 돌아온 날 죽고 이에 대한 청원으로 손사령에게 삼사재를
잡아오라는 임무가 주어진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짐가제는 아들 삼형
제를 낳음으로써 ㈎에서 제기된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소하지만, 그 아들들
이 금의환향하여 한 번에 죽어버리게 되어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
다. 부모에게 있어서 살아서 자식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큼 원통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세 아들이 장원급제하여 가장 화려하게 꽃 필 시기에
한 번에 죽어버렸으니 그 비통함은 배가 될 것이다. 이렇듯 짐가제의 문제
가 심화되는 상황을 세 도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해원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짐가제의 아들로 태어나 급작스럽게 죽어 버림으로써, 목
숨을 잃는 것에 버금가는 고통을 짐가제에게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원한의 내용이 밝혀지거나 신원의 회복이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온전
한 해원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해원일 뿐이다. 심각
한 문제를 마주한 짐가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사재를 잡아 달라는
청원을 하게 된다. 이고분본에서는 진가장이 관장에게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내 아들을 잡아 가는 귀신을 잡아오
라”7)고 소리치고 미처 그곳을 빠져 나가지 못한 ‘못 나고 못난 이’에게 그
임무를 맡기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에서 손사령은 아내의 조언에 따라 열시왕 사재를 만나 관가로 오게

되고, 열시왕 사재는 세 도령을 죽인 짐가제의 죄상을 드러내고 짐가제를
징치한다. 짐가제는 자신은 잘 못한 일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외양간 말판
을 들어보라는 열시왕 사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결

7) 위의 책,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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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짐가제와 부인은 거열형과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하고, 손사령은 열사재
사재의 사령으로 가게 된다. 이고분본에서는 저승의 존재가 귀신으로 나타
난다는 점, 죽은 삼형제를 나비로 변하게 하여 해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진가장의 징치는 그 죄가 자손의 죄로 이어지
는 것으로, ‘못나고 못난 이’는 장승이 되는 것으로 그려진다는 점도 차이로
지적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세 도령 : ㈎ 함원 ➜ ㈏ 해원의 시도 ➜ ㈐ 일시적 해원 ➜ ㈑ 불완전 해원
↑

↑

짐가제

지부왕
(↓)

↑

손사령 ⇔

열시왕 사재

짐가제 → 관장 뾉

↓

짐가제 : ㈎ 문제 ➜ ㈏ 문제해결 시도 ➜ ㈐ 일시적 해결․문제 재발 ➜ ㈑ 징치(좌절)

즉 <짐가제굿>은 이승에서 발생한 급작스러운 죽음이라는 문제를 저승
의 존재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고자 하지만 그 해결의 양상이 불완전 방식
으로 귀결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때 짐가제는 두 번의 非命
死에 한번은 가해자로(㈎국면), 한번은 피해자로(㈐국면) 관련되면서 문제

상황을 중첩시키는 구실을 한다. 서사의 결말에서 손사령이 열시왕의 사령
으로 불려간다는 내용이 기술되기는 하지만, 실재 서사의 핵심은 짐가제에
게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무가(내지는 굿거리)가 <짐가제굿>이라는 이름이
로 불리는 이유일 것이다.8)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되는 저승의 존재이다. 각각 지부왕과 열시왕으로 등장
하는 이들 존재는 비명사한 인물들의 해원을 돕지만, 불완전한 형태로 이

8) 최원오는 짐가제로 인해서 저승 차사를 위하는 굿법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짐가제가 강조되는 것으로 보았다(최원오, 앞의 글, 1997,
227쪽). 물론 그럴게 볼 여지도 있지만, 짐가제가 이 서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강조된다
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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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질 뿐이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 관여하되, 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
당한 죽음을 물리고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징치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2. <짐가제굿> 서사의 특징
<짐가제굿>의 서사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다. 그렇다면, <짐가제굿> 서

사는 어떤 특징적인 면모를 지니는가. 선행연구에서 동일유형으로 거듭 언
급된 <차사본풀이>와의 비교를 통해서 <짐가제굿>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차사본풀이>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9)
㈎-1 동개남절 대사중이 소사중에게 버물왕 삼형제의 단명을 피할 방도를 알려

주고, 이를 따라 삼형제는 중이 되었다.
-2 삼형제가 부모님을 뵈러 길을 떠나 과양땅에 들어섰을 때 허기와 피로를

이기지 못해 과양셍의 집에 묵게 되었다.
-3 삼형제는 과양셍 각시에게 보답으로 비단을 잘라 주고, 物慾이 생긴 과양

셍 각시는 삼형제를 죽여 시신을 연못에 버렸다.
㈏-1 삼형제의 원혼은 연못가에 핀 꽃으로, 다시 구슬로 변하였다.
-2 과양셍 각시가 이 구슬을 삼켰다.
㈐-1 그날부터 태기가 있어 아들 삼 형제를 낳았는데, 모두 학식이 뛰어났다.
-2 과양셍 각시는 자기 아들들인줄 모르고 급제자 유가광경을 보고 저주했

다.
-3 집에 돌아온 아들들이 급제소식을 고하며 절하다 죽어 버렸다.
-4 과양셍 각시는 아들들을 가매장 하고 김치원님에게 100일 동안 소지를

올리며 괴롭히자 김치원님 부인이 원님에게 강림을 저승으로 보내라고 했
다.
㈑-1 강림이 첫날밤에 소박한 큰부인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자 큰 부인이 방
9) 아래의 梗槪는 현용준이 제주도 심방 안사인에게 조사한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밑줄은 인용자가 더한 것이다. 자료의 출처는 玄容駿, 뺷濟州島巫俗資料事典뺸, 新丘文化社,
1980, 213～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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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려주었다.
-2 강림이 조왕신, 문전신, 질토래비 등의 도움으로 저승을 방문해 염라왕을

잡았다.
-3 강림은 염라왕이 지부장자집 전새남을 받는데 동행하고, 이승방문을 약속

받은 뒤 이승으로 돌아왔다.
-4 염라왕이 약속대로 행차하자 김치원님은 기둥으로 변해 숨고, 이들의 갈

등을 강림이 중재했다.
-5 염라왕이 과양셍 부부를 징치하여 모기 등으로 화하게 하고, 버물왕 삼형

제를 되살려 부모에게 보냈다.
-6 염라왕은 강림을 탐내어 혼만 빼서 저승으로 갔다.
㈒-1 강림이 까마귀에게 맡긴 적배지가 잘못 전달되어 죽음의 질서가 깨졌다.
-2 강림이 동방삭을 잡아 능력을 인정받고, 염라왕은 강림을 인간차사로 명

했다.

위에서 보듯 <차사본풀이>는 <짐가제굿>과 서사의 대부분이 일치하지
만, 후반부의 몇몇 국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강림의 영웅적인 활약이 크
게 확장되어 있고, 그가 인간차사로 좌정하기까지의 내력이 추가되어 서사
가 풍성하게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차이를 몇 가지 살펴보자.
우선 두드러지는 차이로 ㈐와 ㈑에서 보이는 손사령과 강림의 인물형상
을 지목할 수 있다. 삼사재/염라왕을 이승으로 소환하도록 지목된 사령형
인물인 손사령과 강림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들은 사뭇 다른 양상
으로 그려진다. 손사령은 외모에서도 “한 짝 눈이 멀고 한 짝 다리 외여코
한 짝 팔이 바튼 거”10)라고 하여 신체적인 결함이 크게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내에게 조차 ‘멍텅구리’라는 핀잔을 들을 정도로 무능력
한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사령형 인물의 이와 같은 형상화는 이고분본
의 사령형 인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진가장이 아들들의 죽음을 맞아 뇌성
벽력과 같이 울음을 토해낼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도망조차 가지 못한

10) 任晳宰․張籌根, 앞의 책, 4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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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나구 못난 충신”11)이 바로 그이다. 그는 진가장의 고함에 넋이 나가서

자기가 귀신을 잡아오겠노라고 이야기하고 근심만 하는 무능한 인물로 나
타난다. 하지만 이들은 신체적인 결함과 무능력함을 극복하고 그들에게 주
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이들이 비록 저승으로 異界여행을 하거
나 물리적인 힘으로 저승의 인물을 잡는 것은 아니지만 관장이나 진가장의
요구대로 저승의 신격을 그들 앞에 소환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렇
기 때문에 이들 사령형 인물은 열시왕 사재의 사령으로 가거나 장승이 되
어 좌정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강림은 영웅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그도 저승으로 갈 방도를 몰라
당황하지만 여러 조력자의 도움으로 저승을 방문해 염라왕을 직접 포박하
는 일을 수행한다. 이뿐만 아니라 김치원님과 염라왕의 갈등을 중재하고
저승으로 간 이후에는 三千甲子를 산 동방삭을 염부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기지를 발휘하는 등 문무를 겸비한 영웅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들 인물이 보이는 중요한 차이는 바로 저승여행의 여부이다. 영웅으로
묘사되는 강림은 저승행이라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
한계에 대한 인식은 자기성찰에 대한 계기를 제공해 주었고,12) 부인을 비
롯한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저승여행을 수행하게 된다. 이 여행을 통해서
강림은 존재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강림이 이승과 저승이라는
구분된 공간의 경계를 넘어 왕래할 수 있는 존재로 전환되는 것은 염라왕
을 잡기위한 저승여행으로부터 마련된 것이다. 이처럼 존재의 전환을 이룬
강림이 저승차사로 좌정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반면, <짐가제굿>에 등장하는 사령형 인물들은 이러한 정체성의 변모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령형 인물의 임무수행은 제례를 통해서
저승의 존재를 소환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장면이 보여주는 의미는
11) 金泰坤, 앞의 책, 95쪽.
12) 강진옥, ｢<차사본풀이> 연구 –강림(姜林)의 저승여행과 존재전환을 중심으로-｣, 뺷한국
고전연구뺸2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2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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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다. <짐가제굿>은 삶의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로의 여행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저승의 존
재들뿐이며, 이승의 존재가 저승에 갈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뿐
이다. 손사령이 존재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은 열시왕 사재에 의해 그의
혼이 저승으로 옮겨졌을 때이다.
두 번째, <짐가제굿>에서는 <차사본풀이>와는 달리 저승과 이승을 관
장하는 것으로 비정되는 인물들 간의 대결 양상이 그려지지 않는다. <차사
본풀이>에서 이러한 갈등은 김치원님과 염라왕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김
치원님은 이승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저승의 힘을 빌리되, 그
형식이 부탁이나 요청의 방식이 아닌 잡아오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이
러한 방식은 강림이 염라왕을 소환함으로써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염라왕이 등장하면서 김치원님의 권위는 무너져 내린다. 이러한 모습은
이승과 저승이라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승과 저승
의 대등한 관계는 김치원님의 우스꽝스러운 행보와 함께 수직적인 관계로
전환된다.13) <짐가제굿>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관
장이 짐가제의 아들들을 잡아간 사재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리기는 하지
만, 그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삼사재’일뿐, 저승을 관장하는 인물은 아닌
것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열시왕 사재가 등장함으로써 이승과 저승의
수직적인 관계가 확인될 뿐이다.
세 번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세 도령(삼형제)이 어떻게 해원하는가 하
는 점이다. <짐가제굿>에서 이들 세 도령의 해원은 이고분본에서만 나타
나며 그마저도 불완전한 형태로 이뤄진다.
거 새명제(三兄弟) 신체 고대루 있습니다 / 들어 내놓구 원시야허구 원시야
하니까디 / 파란 파란 나비여 노란 노란 나비여 푸른 나비여 / 다 합헤서 나라서
승천으으루 하강헷서14)
13) 김형근․김헌선, 앞의 글, 25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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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명횡사한 이들을 재생시키는 것이 아니
라 위와 같이 나비로 변하게 하여 승천시킨다. 하지만 <차사본풀이>의 경
우는 염라왕이 버물왕 삼형제를 모두 되살려 부모에게 보내는 것으로 처리
되고 있다. 이는 원혼이 지닌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됨을 의미한다. 이러
한 결말의 처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 넘기의 문제를 명확하
게 구분 짓는다. <짐가제굿>의 서사에서 죽음을 맞이해 저승으로 간 사람
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승을 방문한 저승의 존재가 힘
을 기울이는 것은 악인에 대한 징치이다.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악인인 짐가제, 과양셍 등이 어떻게 징치를
받는가 하는 점이다. 짐가제는 다섯 마리 소가 끄는 수레에 사지를 묶고 소
를 몰아 몸을 찢어 죽이고, 그 아내는 머리를 톱으로 잘라 죽였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로써 거열형이 생기게 되었다고 설명을 붙이고 있다. <차사
본풀이>에서 과양셍 부부는 아홉 마리 소에 사지가 묶여 몸이 아홉 조각으
로 찢어져 죽었는데, 찢어지고 남은 조각을 방아에 넣고 찧어 바람에 날렸
더니 살아있을 때처럼 남의 피를 빠는 각다귀와 모기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보듯 <차사본풀이>는 윤회라는 불교적 관념과 무속적 세계가 융합
하여, 해원과 죽음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동개남절 대
사중의 예언과 꽃, 구슬, 사람으로의 재생 등의 여러 양상은 무속신화 안에
불교적 세계관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15)
마지막으로 살펴볼 차이점은 문제 해결에 따르는 후일담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짐가제굿>에서 문제 해결은 불완전한 양상으로 이뤄진다. 다만
열시왕 사재는 짐가제를 징치한 후 마을에 殺이 들지 못하게 방비하고 자
신을 관청으로 소환한 손사령의 혼을 빼내어 저승으로 데려간다. 진가장의
자손들 삼대 사대에 걸쳐 징벌을 내린 귀신은 ‘못 나고 못난 사령’을 장승으
14) 金泰坤, 앞의 책, 97쪽.
15) 강진옥, ｢<차사본풀이>의 서술구조와 의미지향 -<김치(金緻)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
로-｣, 뺷비교민속학뺸43, 비교민속학회, 2010,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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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든다. 장승이 지니는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 무가의 서술맥
락에 의하면 마을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지금섬본의 열
시왕 사재가 마을에 殺이 들지 못하게 했다는 것과 상통한다고 하겠다.
<차사본풀이>에서는 염라왕의 부름으로 저승으로 가게 된 강림의 행적을

그리면서 그가 저승차사로 좌정하는 과정이 그려진다.
위에서 살펴 본 몇 가지 차이점을 통해서 <짐가제굿> 서사가 지니는 특
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이승과 저승에 대한 관념이다. 손사령
과 강림이 보이는 임무 수행의 중요한 차이는 저승이라는 이계로의 여행이
다. <짐가제굿>에서 확인되는 저승은 철저하게 죽은 자의 공간이다. 손사
령과 ‘못 나고 못난 이’는 삼사재/귀신을 이승으로 소환하기 위해서 제사를
통한 청배의 형식을 취한다. 이는 저승의 존재는 이승으로 올 수 있지만 이
승의 존재는 저승으로 갈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이승과 저승의 관계에서 저승을 우위에 두고 있으며, 이는 저승의 존재
에 의해서 이승의 존재가 맥없이 징치되는 것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승의 존재는 저승의 존재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으면 신격으
로 좌정하여 존재의 변환을 도모할 수도 있다.
그런데 <차사본풀이>의 강림은 직접 저승 여행을 수행한다. 강림의 저
승여행은 이승/저승으로 구획된 세계간의 경계를 넘어 소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며,16) 여정에 따라서 강림의 정체성도 변화하게
된다. 강림은 이승의 존재에서 경계적 존재로, 다시 저승의 존재로 그 존재
의 근원이 변화해 가며 인간차사로 좌정하게 된다. 여기서 이승과 저승이
상호 동등하다는 인식이 엿보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승의 우위가
증명된다.
이러한 특징은 곧 다음 특징으로 이어진다. 서사의 결말부분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차사본풀이>는 강림이라는 인물의 영웅적 형상화를 비

16) 강진옥, 앞의 글, 2012,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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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해서 그의 활약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염라왕에 의해 저승으로 간 이후에
는 인간의 차사로 좌정하는 것을 서사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즉 <차사본
풀이>는 강림이 어떻게 해서 저승차사가 되었으며, 그러한 강림이 망자를
무사히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그에 대한 기원으로 존재
하는 서사인 것이다.
하지만 <짐가제굿>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짐가제굿>의 서사 지
향은 본풀이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일정하게 본풀이의 기능
을 수행하지만, 서사의 관심은 짐가제의 서사를 통해서 저승과 이승의 구
분 짓기, 나아가서는 이승에 대한 저승의 우위를 확인하고 저승의 존재를
통해서 악을 징치함으로써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것야말로 <짐가제
굿>과 <차사본풀이>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짐가제굿>의 연행 맥락과 기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짐가제굿>과 <차사본풀이>는 서사에 있어
서 일정 부분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서사의 지향점이 다르다. 선행 연구
에서 거듭 논의된 바와 같이 <차사본풀이>의 서사적 지향점은 비교적 명
확하다. 과거 급제 후 돌아와 죽은 과양셍의 세 아들은 과양셍 각시에 의해
죽임을 당한 버물왕의 세 아들이었다. 그리고 강림에 의해 이승으로 소환
된 염라왕은 과양셍 부부를 징치하고 죽은 아들들을 살려 내어 전생의 아
버지인 버물왕에게 돌려보냈다. 그리고 강림을 저승차사로 좌정케 한다.
즉, 무고한 죽음에 대한 해원과 동시에 저승차사의 내력을 설명하는 것이
야 말로 <차사본풀이>의 서사가 지향하는 것이다. 저승차사의 신화로서
<차사본풀이>가 지니는 의미는 그것이 연행되는 제의인 굿과의 연계 속에

서 조망할 때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차사본풀이>는 제주도 굿 가운데 죽음과 관련된 의례인 시왕맞이, 귀

104 東아시아古代學 第 39 輯 (2015. 09) 東아시아古代學會

양풀이 등에서 연행된다. 이와 같은 죽음 의례에서는 죽은 이를 저승으로
온전히 인도하는 존재가 등장한다. 서울지역에서 연행되는 진오귀굿에서
연행되는 <바리공주>에 등장하는 바리공주가 대표적이다. 아버지의 생명
을 구완할 약을 구하러 저승여행을 다녀와 아버지를 살려내고, 신으로 좌
정하는 바리공주의 모습은 강림과 묘하게 겹쳐진다. <바리공주>가 연행되
지 않는 제주도의 시왕맞이굿에서 망자를 저승으로 무사히 인도하는 구실
을 하는 것이 바로 강림이다.17) 이처럼 무가의 서사지향점은 그 무가가 연
행되는 의례와 조응하면서 기능과 의미가 구체화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짐가제굿>이 지니는 기능과 의미는 어떠한가? 이러한 문제
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역시 <짐가제굿>이 연행되는 망묵굿에 대한 검
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망묵굿은
망자천도굿이다. 이 굿은 대체로 망자가 죽은 지 7일째에 행하는 것이 원칙
이며, 굿의 규모는 3～4일이 걸리는 대규모에서부터 하루를 요하는 굿까지
다양하다.18) 다음은 임석재가 1981년 12월 서울 봉천동에서 조사한 내용에
기반 하여 정리한 것이다.
1. 부정풀이 / 2. 토세굿 / 3. 성주굿 / 4. 문열이 천수 / 5. 청배굿 / 6. 앉인굿
/ 7. 타성풀이 / 8. 왕당천수 / 9. 신선굿 / 10. 대감굿 / 11. 화청 / 12. 동갑접기
/ 13. 도랑축원 / 14. 짐가제굿 / 15. 오기풀이 / 16. 산천굿 / 17. 문굿 / 18. 돈전풀

이 / 19. 상시관놀이 / 20. 동이부침 / 21. 천디굿 / 22.하직천수19)

여타의 굿처럼, 굿을 연행하는 현장을 정갈히 하고 부정을 물리는 祭次
(1)와 집의 터주신과 성주신에게 굿이 이루어짐을 알리는 祭次(2～3)가 진

행된다. 이어서 망자를 비롯한 여러 신을 모시는 祭次가 진행된다(4～10).

17) 김형근․김헌선, 앞의 글, 263쪽 참고.
18) 赤松智城․秋葉隆, 沈雨晟 옮김, 뺷朝鮮巫俗의 硏究-下뺸, 東文選, 1991, 181쪽.
19) 임석재, 앞의 글, 78쪽.

<짐가제굿> 무가의 서사 지향과 기능 105

다음으로는 저승길을 여는 祭次가 진행되고(11～12), 망자에게 저승에 대해
인지시키는 굿이 연행된다(13～15). 그 뒤에 망자가 저승으로 떠날 채비를
한 뒤(16～20), 실제로 저승길을 떠나게 된다(21～22).20)
<짐가제굿>은 14번째 祭次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뒤에 각각 <도랑축

원>과 <오기풀이>가 배치된다. 이 세 편의 무가는 망자에게 다양하게 설
정된 이승과 저승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저승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삶
과 죽음의 관계, 망자와 남은 가족의 관계에 대해 주지시키는 역할을 담당
한다.
<도랑축원>에는 <도랑선비와 청정각시>가 연행된다. 이 무가는 청정

각시와 혼인한 도랑선비가 갑작스레 죽게 되고 청정각시가 공덕을 닦아 재
회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랑선비와 청정각시의 이별과 재
회는 여러 번 반복되는데, 청정각시가 각고의 노력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
고서야 염라대왕의 배려로 함께 살며 공덕을 닦아 다른 망자의 넋을 천도
하게 된다.
<오기풀이>는 <바리데기>가 연행되는 굿거리이다. 진오귀굿에서 연행

되는 <바리공주>와는 달리 망묵굿에서는 바리공주의 복색이나 지전․넋
종이 등으로 장식하지 않고, 앉은 채로 <바리데기>를 唱誦한다. 함흥지역
의 바리데기는 독특한 결말로 인해서 바리공주의 변이형으로 취급되었다.
서울․경기지역의 <바리공주>가 무조신으로 좌정하고 망자를 천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함흥지역의 <바리데기>는 바리가 죽는 것으로
결말이 처리되고, 바리의 부모가 상당히 골계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21)
바리가 좌정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다소 신성성이 약화되어 있지만,
바리의 저승여행과 이를 통해서 어머니를 회생시키는 과정에서 저승과 이
20) 김은희, 앞의 글, 108～109쪽 참고.
21) 홍태한, 뺷한국서사무가연구뺸, 민속원, 2002, 228쪽 참고. 한편 윤준섭은 함흥본 <바리데
기>의 결말이 전제 서사에서 제시된 액자구조를 구현한 것이며, 이러한 서사의 내면에는
불교에 대응하여 무속적 고유성을 지키고자하는 의식이 내포된 것으로 보았다(윤준섭,
｢함흥본 <바리데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2, 73～8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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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함흥본 <바리데기>에서 바리가 죽게 되므로 서울지역의 굿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지장보살의 하위 신격으로서 망자를 천도하는 구실은 할 수 없
다. 어머니인 덕주아 부인을 살리고, 살아난 덕주아 부인이 바리의 여섯 언
니를 죽이자 바리는 병이 들어 죽어 버린다. 이러한 무가 사설의 말미에 바
리가 인간의 탈을 벗겨 준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직접적인 망자
의 천도라기보다는 그 예비적인 단계의 ‘탈 벗기기’라고 할 수 있다. 바리는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서천서역국으로 비정되는 저승을 다녀옴으로써 인
간의 저승왕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뒤에 이어질 천도 의례를 준비
하는 구실을 한다.
<도랑축원>에서 나타나는 저승은 죽어야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이승

과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혼인하자마자 죽은 도랑선비를 만나기 위한
청정각시의 노력은 죽음을 수반한 뒤에야 온전한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
이 무가에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향하고자하는 노력은 번번이 좌절되고 오
직 죽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짐가제굿>은 저승과 이승의 관계가 <도랑축원>에 비해서는 유연하지

만, 역시 구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승의 존재는 저승으로 가는 것
이 전혀 불가능하다. 다만, 저승의 권위 있는 존재는 이승으로 오는 것이
가능하며, 이승의 존재가 죽어 신격으로 좌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억울하게 죽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다시 이승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오기풀이>에서는 바리의 여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승의 존재가 저승

의 경계를 넘는 것이 가능하며,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도 가능하다. 하
지만 바리의 죽음에서 암시되는 바와 같이 이승의 존재가 저승을 향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즉 저승을 방문한 존재는 다시 저승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도랑축원>, <짐가제굿>, <오기풀이>는 이승과 저승의 관계를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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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시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두 세계는 구분/단절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곧 망자를 향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저승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는 닿을 수 없는 곳이며, 방문이 허락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
다. 저승의 존재 역시 일정한 권위를 지니거나 신격으로 좌정하지 않는 이
상 이승을 방문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는 의식을 담고 있다. 이 세 편의
무가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승과 저승의 단절이다. 이것은 망자로 하여금
이승에 대한 미련을 거두고 저승을 향한 여정을 준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임석재는 사령이 염라대왕을 이승까지 소환하는 위력이 있으므로, 이 무
가는 모든 邪를 위협하는 힘이 있는 것이라 하여, 이 거리에서는 망자와 그
유족에 사가 범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불려 진다고 하였다.22) 물론 이
무가가 厄이나 邪가 끼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지닌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은 사령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승의 존재(열시왕 사재)에 의한 것
이라고 본다. <짐가제굿>의 서사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이 서사의 지향
점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악인 짐가제를 저승의 존재
인 열시왕 사재가 징치하는 데에 있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짐가제굿>의 서사를 <차사본풀이>와의 비교를 통해서 검토
하고, <짐가제굿>을 안고 있는 망묵굿의 연행 맥락을 통하여 그 기능과 의
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짐가제굿>과 <차사본풀이>는 이승에서 발생한 문제를 저승의 존재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을 도모한다는 서사를 일정부분 공유한다. 이러한 점

22) 임석재, 앞의 글,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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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두 무가는 동일한 유형의 무가로 분류된다. 하지만 서사의 면면을
검토해보면, 두 무가는 전혀 다른 서사적 지향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차사본풀이>가 강림이라는 영웅적 인물의 존재변모에 큰 관심
을 두고 그가 저승차사로 좌정하는 것에 큰 관심을 두는 반면, <짐가제굿>
은 강림에 해당하는 손사령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어 있고 주제적으로는 초
월적 존재의 악인 징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차사본풀이>가 이
승과 저승의 관계를 유연하게 설정하고 있는 반면, <짐가제굿>은 구분/단
절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서사의 지향점은 이 무가가 구연되는 굿의 연행 현장에 대한 검
토에서도 확인되며, 이는 이들 무가가 수행하는 기능과도 관련되어 있다.
<차사본풀이>에서 차사로 좌정한 강림이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역할

을 수행하다는 것이 제주도의 시왕맞이굿에서 제의적으로도 확인 된다.
<짐가제굿>의 손사령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짐가제굿>은 망묵굿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짐가제굿>의 앞뒤에 배치되는 <동랑축원>과 <오기풀이>에서 거듭 이

승과 저승의 관계가 구분되어 있음이 제시되고, 이를 통해서 망자가 이승
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저승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망묵굿의 절차와 연행 양상이 제한적으로 조사되어 있어 논의에 비
약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조홀하게 다뤄졌던 <짐가
제굿>에 대한 조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소박한 의의를 인정받기를 기
대한다.

이 논문은 2015년 7월 31일에 접수되어,
2015년 8월 13일에 심사를 의뢰하여 8월 28일에 심사 완료되었으며,
2015년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수정하여
2015년 9월 16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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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rientation and Function of Narrative in “JimGajegut”
: A comparison with “ChaSabonpuri”
Yoo, Hyoung-dong
This paper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myths of
“JimGajegut” and “ChaSabonpuri.” These epics are compared with that
in hamgyeongdo MangMukgut. “JimGajegut” and “ChaSabonpuri”
share certain characteristics, including a narrative that is resolved
by means of assistance from the afterlife for problems occurring in
this world. The two samurai stories have been categorized together
because of this point. However, this review of the aspects of each
narrative reveals that the two samurai have a different narrative
orientation. “ChaSabonpuri” pays a great deal of attention to the
presence of the coming transformation of the heroic figures and
emphasizes theangelofdeath (jwajeong), whereas “JimGajegut” greatly
reduces the role of the commander as a subject and focuses on the evil
(jingchi)

of

transcendental

existence.

In

addition,

whereas

“ChaSabonpuri” maintains a flexible relationship between earth and
the underworld, “JimGajegut” is set in a place where they are
thoroughly disconnected. The orientation of the narrative is
confirmed by a review of the arrest scene in which the samurai is,
which is also associated with the ability to perform as a samurai. In
“ChaSabonpuri” the one comes from a theangelofdeathwhich it is the
transfer the dead to the underworld and is confirmed also by a ritual
celebrated in inward parts of the island of Siwang. The commander
in “JimGajegut” who is thought to be responsible for such a role cannot
do it; therefore “JimGajegut” is believed to perform anothe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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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angMukgut. “JimGajegut” before and after “DoRangchugwon”
and placed in the “OGipuri” relationship is presented again in this
world and the afterlife, which is cut off, allows the deceased to go
through the underworld to abandon the foolish and to leave the way
of this life.
Key Words : “JimGajegut,” “ChaSabonpuri” MangMukgut, Disconnection of this
life and the otherworld, punishment for the wi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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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 요녕성(遼寧省) 도서관 소장 뺷해동명필첩뺸은 조선조 4大 유명 서법가의 작
품을 수록한 서첩이다. 그중 세 작품은 김현성(金玄成), 한호(韩濩), 이광사(李匡師)
의 작품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나머지 한 작품은 작자에 관한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단, 본 서첩의 발문에 비해당 이용(匪懈堂 李瑢)의 작품인 듯
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뺷해동명필첩뺸의 전래 경위 및
위에서 제시한 서법가들의 생애, 그리고 그들이 남긴 소중한 작품들을 되돌아보면
서 비교학적 방법 및 문헌학적 방법으로 뺷해동명필첩뺸에 수록된 각 작품의 진위를
밝혀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2013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지원사업 학술연구과제 “중국 요녕성(遼
寧省) 국립도서관 소장 ｢해동명필첩(海東名筆帖)｣ 선본 연구”(승인번호: AKS-2013-R-33)
의 연구 결과물임을 밝힌다.
** 중국 연변대학교 한어문화학원.

114 東아시아古代學 第 39 輯 (2015. 09) 東아시아古代學會

주제어 : 遼寧省 도서관, 뺷해동명필첩뺸, 선본, 진위, 비해당 이용

Ⅰ. 들어가는 말
해동명필첩은 현재 중국 요녕성(遼寧省) 도서관(812.54-3815)에 소장

되어 있다. 표지는 연갈색의 宣紙(29.4×20.3cm)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해
서체로 ‘海東名筆帖’라고 쓰여져 있다. 표지는 파손된 부분이 없지 않으나
본문은 아주 잘 보존되어 있다. 총 20페이지로 된 이 서첩은 속표지에 “滿
洲國立中央圖書館藏閱印”, “東亞圖書館資料” 두 관인이 나란히 날인되어 있

고, 이나바 이와키치(稲葉岩吉)의 호 “君山”이라는 인장이 덧붙여져 있다.
이 서첩은 모두 4명의 서법가의 작품과 1편의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세 작품은 작자의 이름과 字 또는 號가 표기되어 있으나 유독 첫 번
째 작품만은 작자에 관한 그 어떤 정보도 표기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
서첩의 발문에 의하면 비해당 이용(匪懈堂 李瑢)인 듯하나 확실한 증거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서첩의 전래 경위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지니는 의
의를 천명하고자 하며, 비해당 이용과 서첩에서 제시하는 세 작자의 생애
및 그 창작활동을 돌이켜 보면서 이 서첩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Ⅱ. 뺷해동명필첩뺸의 전래 경위
해동명필첩은 그 발문에 의하면, 본래 조선조 말기의 참정대신 김규홍

이 소장하고 있었고 그후 明治39년(1906)에 그의 아들 김진혁(金鎮赫)이 이
를 일본의 사학자 이나바 이와키치에게 증정하였다.1) 이나바 이와키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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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승 나이토 코난(內藤湖南)에게 이 책에 발문을 지어 달라고 요청하였
다. 그 후 이 서첩은 僞만주국 국립봉천도서관(현 요녕성 도서관)에 전해지
게 되었다.
위에서 나타난 인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규홍(金奎弘:1845-1905), 본관 청풍(清風), 자 화일(華一). 1864년 증광
문과(增廣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여 선후로 전라도관찰사, 경기도관찰사, 의
정부참정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1903년 8월 북간도의 한인 보호를 위한 보
호관 파견을 건의하여 윤허를 받았다. 그는 서법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 자
신 또한 깊은 조예를 자랑하고 있었다.2)
이나바 이와키치(稲葉岩吉:1876-1940), 호는 군산(君山)이고, 메이지 말
기의 역사학자이다. 전공은 조선사와 만주사, 원래 성은 고야바시(小林). 도
쿄외국어대학에서 중국어를 배운 뒤, 1900년 중국으로 건너갔다. 러일전쟁
당시 수행 통역으로 활동하였으며 또한 나이토 코난(內藤湖南)의 가장 훌
륭한 제자이다. 1909-1916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 “학술조사부”에서 만주
역사지리 편찬에 참여하였고, 1922년에 조선사 편찬위원으로 있다가
1936년에 문학박사학위를 수여받고, 1937년에 僞만주건국대학 교수로 부임

하였다. 주요 저서로 만주발달사(1915)가 있다. 이 책은 총론, 명나라 이
전의 만주, 명나라의 만주 통치, 명나라의 요동(遼東) 지역 개척, 여진족의
무역 및 청나라의 궐기 등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그중 고대 부분은
당시 일본 학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저서로 청조전사(清朝全
史)(2권,1914)가 있는데, 이는 청나라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기술한 책으로

청나라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만주와 조선의 관계
1) 김규홍의 아들 김진혁은 어떻게 이나바 이와키치를 알게 되었고, 또 이 서첩을 증정한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치 않다. 김규홍은 일찍 만주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었
다. 따라서 그의 아들 역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 그로하여 만주사를
연구하는 이나바 이와키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러한 국보급 서첩을 증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2) 김규홍’,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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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기술하고 있는 광해군 시대의 만선관계(光海君時代的滿鮮關係)
(1933)는 주요하게 이조실록․광해군일기와 책중일록(柵中日錄)을 바

탕으로 명나라 중기로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의 만주와 조선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는 명나라와 청나라의 전쟁에 대한 조선의 태도 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3)
나이토 코난(內藤湖南:1866-1934)은 호가 코난(湖南)이다. 일본 근대중국
학 대표자이며, 일본 중국학 경도학파 창시자이다. 나이토 코난은 저명한
중국학 학자로, 중국 역사 자료에 대한 수집, 고증, 편집, 출판으로부터 시
작하여 중국 역사의 시대적 획분, 중국 문화발전 추세에 대한 논증, 중국
근대사에 대한 분석 및 평론, 나아가서 중국사학사, 미술사, 목록학사, 돈황
사, 만몽사지(滿蒙史地) 등 분야에서 모두 뛰어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는
또 조선의 서예 풍격과 그 국풍에 대해서도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4)
그의 이러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가 쓴 발문 역시 보다 높은 가치를 지니
게 되는 것이다. 그 발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인의 필적은 대체로 모방에 진력하여 독창성이 적으며, 특히 나라의 풍기
는 그 장단점이 모두 이러하니 이 서첩을 보노라면 흥과 쇄의 감정을 모두 느낄
수 있느니라.
(韓人筆跡，大抵刻意模仿，少獨自成家者，猶其國風，其短在此，而其長亦
在此，觀乎此帖，不得無興衰之感也)

위의 이러한 관점은 비록 편파적이고 마땅치 않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적
어도 이 서첩에 대해서는 그나마 높은 평가를 주고 있다. 1928-1929년 무렵
일본 간서 지방의 오사카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소노다 사이지(園田才治)
가 중국사와 조선사 권위로 알려진 나이토 코난(內藤湖南)을 찾아가 안견

3) 薛紅, ｢清太祖實錄的史料學研究｣, 뺷東北師大學報뺸2, 1988, 33-44쪽.
4) 전성곤 외, 뺷근대 동아시아 담론의 역설과 굴절뺸, 소명출판, 2011, 93-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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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坚)의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를 감정해 달라고 하였다. 나이토 코난
(內藤湖南)은 첫 눈에 그림의 화가를 알아보았다.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는

지곡 가도작(池谷可度作)이라는 붓글씨 서명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가도
(可度, 안견의 자)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였다. 안견은 일본 수묵화의 융성

기였던 무로마치(室町) 시대(1336-1573) 일본화에 다대한 영향을 주었고
조선화의 종주라는 점에서 일본 미술사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었다. 1850년
대에 편찬된 일본 미술 연구서 고려 조선서화전(高麗朝鮮書畫傳)에도 안
견(安坚)의 작품 경작도(耕作圖)가 소개되어 있는데 일본 최고의 화가 가
문 가노가(狩野家)의 소장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품만 모아 놓은 슈친
(聚珍)에 간직되어 있는 보물이라는 설명과 함께 안견의 도장 2매가 게재되

어 있었다.
1929년 9월 몽유도원도에 관한 글이 발표된 직후 나이토 코난은 그의

학생이며 그와 친밀했던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연구원 이나바 이와키
치(稲葉岩吉)의 요청으로 몇 점의 흑백사진을 보냈다. 당시 총독부에서 촉
탁으로 근무하던 마쓰다고(松田甲)가 이 흑백사진을 보고 몽유도원도에
관해 간단한 글을 썼다. 몽유도원도 찬문 21편 중 10편을 판독하고 찬문
에 관해 간단히 설명한 것이었다. 이 글은 총독부 발행 일본어 잡지 조선
에 1930년 4월부터 7월까지 4회 연속 게재되어 몽유도원도의 존재가 조
선의 학계에 소개되었다.5)
다시 말해서 이 서첩은 조선조 대표적 서예가들의 작품, 또 근대 저명한
학자의 발문 그리고 자체의 특수한 맥락 등으로 하여 가히 우리 민족의 문
화사 또는 서예사에서 비교적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5) 이의철, ｢안견(安堅)의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에 관한 연구｣, 뺷온지논총뺸14, 온지학회,
2006, 423-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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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뺷해동명필첩뺸 첫 번째 작품
위에서 기술하였다시피, 첫 번째 작품은 비해당 이용(匪懈堂 李瑢)의 작
품인 듯하나 아직 의문스러운 점이 적지 않아 판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 조선조 초기 왕족, 서법가. 본관은 전주
이고, 이름은 용(瑢), 자는 청지(清之), 호는 비해당(匪懈堂), 낭간거사(琅玕
居士) 또는 매죽헌(梅竹軒)이며,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다.

안평대군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시․서․화에 모두 능하여 삼
절(三絕)이라 칭하였다. 또한 도성의 북문 밖에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짓고
남호(南湖)에 담담정(淡淡亭)을 지어 수많은 책을 소장하였으며 간혹 문인
들을 초청하여 시회(詩會)를 베푸는 등 풍류적인 삶을 영위하였다. 안평대
군(安平大君)은 당대 제일의 서예가로도 유명하다. 그의 서풍(書風)은 고려
말부터 유명한 조맹부(赵孟頫:1254-1322)를 본받았고, 자신의 개성을 마음
껏 발휘한 유려하고 활달한 기풍은 당대 최고의 서법가로 절찬 받았다. 현
재 전해지고 있는 작품으로는 비해당소상팔경시첩(匪懈堂瀟湘八景詩帖),
몽유도원도 발문(夢遊桃源圖跋), 소원화개첩(小苑花開帖), 당송팔가시

선 서문(唐宋八家詩選序) 등이 있다. 기타 전해지고 있는 자료는 그 신빙
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1. 뺷비해당소상팔경시첩(匪懈堂瀟湘八景詩帖)뺸
한반도에서 서예는 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대체로 중
국 한나라 말기로부터 왕실의 서원과 나라에서 운영하는 고등학당에서는
중국의 문학과 문화를 가르쳤다. 이와 동시에 수없이 많은 예술가들이 몇
세기에 걸쳐 서예의 발전을 위해 힘을 아끼지 않았다. 조선조 왕실의 안평
대군(安平大君)이 바로 그 대표적 인물이다.
세종24년(1442) 8월, 안평대군 이용은 동서당집고첩(東書堂集古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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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된 남송 영종(寧宗)의 소상팔경시(瀟湘八景詩)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
하여 즉시 신하들에게 그 글씨를 베껴 쓰고 그에 상응한 그림을 그려내게
하였은즉 이것이 바로 “팔경시권(八景詩卷)”이다.6)그리고 안평대군의 주도
로 편찬된 이 “팔경시권”이 바로 비해당소상팔경시첩(匪懈堂瀟湘八景詩
帖)이다. 이 비해당소상팔경시첩으로부터 우리는 조선조 세종 시대의

유명한 한학자들의 화려한 서법 예술과 시․서․화가 완벽하게 어울리는
최고의 예술 경지를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2. 뺷몽유도원도 발문(夢遊桃源圖跋)뺸
몽유도원도권(夢遊桃源圖卷)은 세종29년(1447) 4월 안평대군(安平大
君)이 도원(桃源)에서 노닌 꿈을 안견(安坚)에게 말해 그려진 작품으로, 높

이가 41cm, 길이가 8.5cm이다. 뒤에 발문과 문사들이 쓴 제찬(題讚) 그리고
박팽년(朴彭年)의 서문이 첨부되어 있다.

그림1 안평대군의 뺷몽유도원도뺸 발문(국립중앙도서관 소장(640-박53몽))

6) 고연희, ｢소상팔경, 고려와 조선의 시,화에 나타나는 수용사｣, 뺷동방학뺸9,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3, 217-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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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뺷소원화개첩(小苑花開帖)뺸
국보 제238호, 가로16.5 cm, 세로 26.5 cm로 비단
위에 행서체, 모두 56자이다. 글 끝에 낙관과 도장이
있다. 원래의 시는 당나라 시인인 이상은(李商隱)이
쓴 것이나 원문과 다른 것이 몇 곳 발견된다. 작품은
비록 송설체를 따르고 있지만 그 웅장함과 활달함
은 감출 수가 없다. 이 작품은 현재 서울 동방화랑에
소장되어 있다.7)

그림2 뺷소원화개첩뺸

4. 뺷해동명필첩뺸의 첫 번째 작품
해동명필첩은 조선조 전기, 중기, 말기 4대 서법가들의 작품을 담고 있

다. 그중 첫 번째 작품의 작자는 미상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해경(山海經) 왈: “동해에 있는 도삭산에는 둘레가 삼천리 되는 큰

복숭아나무가 있는데 ‘蟠桃’라고 한다.”8)유양잡조(酉陽雜俎) 왈: “낙양
7) ‘소원화개첩’, 문화재청,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
jsp?mc =NS_04_03_01&VdkVgwKey=11,02380000,11.
8) 왕충(王充)의 뺷논형․정귀(論衡․訂鬼)뺸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뺷사기․집해(史記․
集解)뺸에도 기록되어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東海中有山焉,名曰索度（又名度朔）.上
有大桃樹,屈蟠三千里”. 또 뺷산해경뺸에도 “沧海之中, 有度朔之山,上有大桃木,其屈蟠三千里,
其枝间东北曰鬼门,万鬼所出入也.上有二神人,一曰神荼,一曰郁垒,主阅领万鬼.善害之鬼,执以
苇索而以食虎.”라는 글이 있다. 이 외에 뺷사기․집해․지리지(史記․集解․地理志)뺸 괄지
지(括地志)에서도 “居延海南,甘州张掖县东北千六十四里是”라는 글이 있으며, 집해해외경
에서도 “东海中有山焉,名曰度索.上有大桃树,屈蟠三千里.东北有门,名曰鬼门,万鬼所聚也.天
帝使神人守之,一名神荼,一名郁垒,主阅领万鬼.若害人之鬼,以苇索缚之,射以桃弧,投虎食也”
라는 글이 있다. 이 원문은 중국에서도 산실되어 있는데 일단 발굴해 내게 된다면 아주
큰 학술적 가치를 지니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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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림원에는 겨울 복숭아가 있는데 10월부터 무르익기 시작하고, 모양은
사두오이 같으며, 피곤을 푸는 기능이 있는데 일명 서왕모 복숭아라고 한
다.”9)천하에는 이름 없는 새들이 많고도 많다. 마치 바다에 이름 없는 물
고기가 많듯이 이름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그림 속의 새는 굴뚝새라
고 하기에는 크기가 너무 작고, 망제라 하기에는 반점이 없으니 더 알아봐
야 할 터이다.
(《山海經》曰:‘東海有山名索度，有大桃實，屈蟠三千里，名日蟠桃。’
《酉陽雜俎》曰:‘洛陽華林園有冬桃，十月始熟，形如括蔞，食之解勞閑，名
西王母桃。’天下多無名之鳥，正如海中多無名之魚，不可名言。此幅所畫之
鳥，謂之鷦鷯則差大，謂之望帝則無斑，當俟識者。)

첫 번째 작품에 관해서 “안평대군 이용(1418-1453)의 글인 듯하다”10)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하지만 과연 안평대군 이용의 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증해야 할 것이 많으니 좀 더 깊은 연구가 펼쳐져야 할 것이다.
아래에 해동명필첩(海東名筆帖)의 첫 번째 작품을 보도록 하겠다.

9) 당나라 단성식(段成式)의 뺷유양잡조․속집․식물(하)뺸에도 “王母桃,洛阳华林园内有之,十
有始熟,形如括蒌”라고 소개되어 있다.
10) 이는 나이토 코난 발문의 관점이다(劉冰, ｢韓書集萃—뺷海東名筆帖뺸｣, 뺷圖書館學刊뺸5,
2009). 이 외에 나이토 코난은 조선조 시기 안견의 뺷몽유도원도뺸를 집중 연구하였는데,
그 발문 역시 안평대군의 친필이다. 따라서 안평대군의 필적에 대해 나이토 코난은 어느
정도의 연구를 하였다고 할 수 있고, 또 이로부터 그의 상술한 관점에 신빙성이 더해진다
고 할 수 있겠다.

122 東아시아古代學 第 39 輯 (2015. 09) 東아시아古代學會

그림3 뺷해동명필첩뺸의 첫 번째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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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총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몽유도원도의 발문과 이 작품은 글씨체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
므로 동일인이 쓴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둘째, 이용의 문학 활동 경력으로부터 보면 그는산해경 또는 유양잡
조를 접촉한 기록이 없다.
셋째, 기타 세 작품은 모두 작자의 이름과 字 또는 號가 표기되어 있지만
유독 이 작품만은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
넷째, 나이토 코난은 이용의 문학, 서예 활동에 대한 요해가 아주 깊은데
일찍 1929년 9월 일본의 동양미술(東洋美術)에 “안평대군의 몽유도원도”
란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송설체로 창작을 하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안평대군은 왕자의 신분이며, 그의 서법 또한 기묘하여 모사자들이나
따라 배우려는 지식인들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또한 그들 중의 한
사람이 모방한 글씨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남기고 있다.
모두어말해서, 몽유도원도에 대해서 최초로 한국에 소개하였고 안평
대군의 서예 활동에 대해서도 깊이 요해하고 있는 나이토 코난이 의심스럽
다면서 최후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숙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 나이토 코난 역시 서예가로서 행서(行書)에 조예가 깊다는
것을 발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그의 발문도 역시
송설체로 되어 있다. 이런 시점에서 그가 의심스럽다고 하는 것은 제자의
정성을 보아서 그 어떤 사고의 여백을 남겨 놓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Ⅳ. 뺷해동명필첩뺸 두 번째 작품
해동명필첩 두 번째 작품의 저자는 김현성이다.

김현성(金玄成:1542-1621), 본관은 김해, 자는 여경(余京), 호는 남창(南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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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서․화에 두루 능하였는데, 그의 글은 조선조 초 유행하였던 우아하고
단정한 송설체를 따랐다. 그의 작품으로는 행서체로 쓴 주자시(朱子詩), 숭인
전비문(崇仁殿碑文), 이충무공수군대첩비문(李忠武公水軍大捷碑文), 조헌
순의비문(趙憲殉義碑文)과 저작 남창잡고(南窓雜稿)가 있다.

그림4 김현성의 뺷남창진서(南窓真書)뺸11)

위의 그림4는 유순정(柳順汀)의 산거즉사(山居即事)이다.
雨霽黃梅晩色明 황매 비는 개고 저문 빛이 밝은데
開簾獨坐對岩扃 발을 열고 홀로 앉아 바윗문을 마주하네
林間鳳尾蕨芽老 숲 사이의 봉의 꼬리는 고사리 순이 늦어가고
園裏蠶頭菁子成 동산 속의 누에 머리는 무우씨가 익어가네.
素月臨牕宵代燭 밝은 달이 창에 들어 밤에 촛불을 대신하는데
11) 뺷남창진서(南窓真書)뺸는 문성공(文成公) 유공(柳公)의 시로, 김현성이 쓴 것이다.

중국 遼寧省 도서관 소장 뺷해동명필첩뺸 선본 연구 125

淸泉漱石曉聞笙 맑은 샘물은 돌을 씻어 새벽에 생황 소리를 듣는 듯
閉門白髮從蕭颯 문을 닫고 흰 머리털 쓸쓸한 대로 맡겨 두고
閑摘松肪養性靈 한가로이 송진을 따서 성령을 기르노라.

아래에 해동명필첩에 수록된 김현성의 작품을 보기로 하자. 첫 번째
작품 원문은 이수광12)의 칠언율시 재차(再次)(芝峯集권4)이다.
紅紫紛紛孰竝芳 꽃은 울긋불긋 익고 그 냄새도 익어
一枝初發滿庭香 처음 올라온 그 가지 향기로 정원 메우네
天敎粉艶多生潔 하늘은 분홍색 얼마나 깨끗한 지를 알려주고
雪與瓊姿別樣粧 눈은 남다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네
明月有情賖夜色 보름달은 정이 넘쳐 저녁에 빛을 빌려주는데
軟風何意妒春光 봄바람은 어이하여 봄 햇살을 질투하나
孤標恥落群花後 고독한 저 나뭇가지는 부끄러워 꽃들 뒤에 내려앉고
却笑東籬菊蘂黃 울 밑에 핀 국화 꽃술 노랗다며 웃어대네

그림5 뺷해동명필첩뺸 김현성 작품1

12) 이수광(李晬光,1563-1628), 자는 윤경(润卿)이고, 호는 지봉(芝峰)이다. 태종의 7세손으로
병조판서 희검(希儉)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출중하여 20세에 이미 역사를 편찬하는
춘추관에서 일을 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뺷지봉유설(芝峯類說)뺸, 뺷채신잡록(采薪雜錄)뺸,
뺷병촉잡기(秉燭雜記)뺸, 뺷독서록(讀書錄)뺸이 있는데 모두 뺷지봉집(芝峯集)뺸에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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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작품 원문은 이수광의 오언절구 춘효(春曉)(芝峯集권1)이다.
月落階前樹 몰락하는 저 달이 내 앞의 나무와 겹치고
開簾曙色斜 발을 여니 서광이 비껴들어오네
幽人初睡起 유인은 이제야 잠을 청하고
鳥語出梅花 새의 지저귐에 매화가 피어나네

그림6 뺷해동명필첩뺸 김현성 작품2

김현성(金玄成)의 남창잡고(南窓雜稿)는 국보1642호로서 국립중앙박
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서 국보 1642호와 요녕성 도서관 소장 해동
명필첩(海東名筆帖)을 대조해 보면 모두 행서체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작품의 운치나 풍격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Ⅴ. 뺷해동명필첩뺸 세 번째 작품
해동명필첩 세 번째 작품의 저자는 한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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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韩濩:1543-1605), 자는 경홍(景洪)이고, 호는 석봉(石峰)이며, 조선
중기 서예의 일인자이다. 왕희지, 안진경의 필법을 익혀 해서(楷書)․행서
(行書)․초서(草書) 등 각 체가 모두 뛰어났다. 그의 작품으로는 석봉필적
(石峰筆跡), 석봉서법(石峰書法)과 그가 친히 쓴 석봉천자문(石峰千字
文), 개성의 선죽교비(善竹橋碑), 남대문 편액 등이 있다.13)

한호는 처음에는 조맹부의 글씨를 임서하다가 왕희지의 필치에 매료되
어 열심히 연마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후 그의 글씨는 오로지 왕희지 서체
에 대한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지게 되는데 글
자가 힘있고 호탕하여 “석봉체”라 불리웠다. 1572년부터 1601년까지 한호
는 사절단을 따라 선후로 5차례 중국에 다녀오면서 명나라의 저명한 학자
인 왕세정(王世貞)과 주지번(朱之蕃)의 극찬을 받았다. 하지만 진정으로 높
은 평가를 준 사람은 조선조의 선조(宣祖)였다. 1583년 선조는 그에게 명을
내려 천자문을 쓰게 했고, 이는 1601년에 판각되어 전국에 반포되니, 석
봉체는 이로부터 전국에 유행되기 시작하였다.
아래에 해동명필첩에 수록된 한호의 작품을 보기로 하자. 이 작품의
원문은 왕세정의 엄주산인사부고(弇州山人四部稿)이다.
왕세정(1526-1590), 자는 원미(元美), 호는 봉주(鳳州) 또는 엄주산인(弇
州山人). 명나라 문학가, 사학가로 “후칠자(後七子)”의 한사람이다. 만년에

병을 핑계로 삼아 관직을 버리고 살다가 죽은 후 태자소보(太子少保)로 임
명받았다. 주요 저서로 엄산당별집(弇山堂别集), 가정이래수보전(嘉靖以
来首辅传), 엄주산인사부고(弇州山人四部稿) 등이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元趙子昂續書譜文賦精工之極，如花月松風娟娟濯濯，披襟留連不能自已。子
昂大書不如小楷書不如行豐碑大碣螭首龜趺要多非其至者須於閑窓散筆有意無意
間求之耳赤壁賦刻之江右王邸中間亦有金錯刀法，雖瀟灑縱逸而不乏矩度與蘇賦
13) ‘한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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俱變體之佳者。（王世貞《弇州山人四部稿․趙子昂雜帖》）昔人評趙吳興如丹

鳯翀霄祥雲捧日余謂正書不足以當之獨以尺牘行草得山陰父子擫拓法而以有意無
意發之蓋不負此評耳。（王世貞《弇州山人四部稿․趙子昂二帖後》）趙吳興外
鮮于伯機聲價幾與之齊（明․潘之淙《書法離鉤》）人或謂盡勝之。14)篆書千文
此卷餘不解篆學第覩其配割勻整行筆秀潤出矩入規無煩造作恍若所謂殘雪滴漏蔓
草含芳之狀肅然斂容者乆之。（王世貞《弇州山人四部稿․趙文敏公篆書千
文》）

원문과 대조해 보면, 해동명필첩에 수록된 한호의 작품은 그 내용이
앞뒤 순서가 엇바뀌어 아주 혼란스럽다. 순서대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元趙子昂續書譜文雖15)/精工之極如花月松風娟娟/濯濯披襟留連不能自已/子
昂大書不如小楷書不如/非其至者須於閑窓散筆/有意無意間求之耳/赤壁賦刻16)亦
有金錯刀法/行豐碑大碣螭首龜趺要多/雖瀟灑縱逸而不乏矩度/與蘇賦俱變體之佳
者/昔人評趙吳興如丹鳯翀霄/祥雲捧日余謂正書不足以當/之獨以尺牘行草得山陰
父子/擫拓法而以有意無意發之蓋/不負此評耳/趙吳興外鮮于伯機聲價幾與/之齊
人或謂盡勝之/篆書千文此卷餘不解篆學第/覩其配割勻整行筆秀潤出矩入/規無煩
造作恍若所謂殘雪滴溜17)/蔓草含芳之狀肅然斂容者/乆之

14)
15)
16)
17)

“人或谓尽胜之”에 대해서는 그 출처 고증이 불가능하다.
원문에서는 “赋”로 되어 있다.
원문에서는 이 부분에 “之江右王邸中间” 등 문구가 있다.
원문에서는 “漏”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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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뺷해동명필첩뺸 한호의 작품

130 東아시아古代學 第 39 輯 (2015. 09) 東아시아古代學會

Ⅵ. 뺷해동명필첩뺸네 번째 작품
해동명필첩 네 번째 작품의 저자는 이광사이다.

이광사(李匡師:1705-1777), 본관은 전주, 호는 원교(員嶠/圓嶠) 또는 수북
(壽北), 조선조 후기 학자, 서예가. 윤순(尹淳)의 문하에서 서예를 배웠다.

그는 왕희지의 서체를 바탕으로 전(篆)․예(隸)의 본원을 탐구하면서 자신만
의 서체-원교체를 이룩하였다. 저작으로는 행서사언시(行書四言詩), 원교
서결(圓嶠書訣), 원교집선(圓嶠集選) 등이 있다.18)
왼쪽 그림8은 이광사의 작품 산
회첩(散懷帖)으로 그 원문은 조조
(曹操)의 단가행(短歌行)이다.
술을 마시며 노래하자
인생이 길면 얼마나 길겠는가
아침 이슬과도 같으니
지난 날은 고통이 너무 많았구나
그림8 이광사의 사언시 뺷산회첩뺸

해동명필첩에 수록된 이광사의 작품은 당나라 시기의 “흥복사비”를

원용한 것이다. 당시 승려 회인(懷仁)이 왕희지의 행서를 집성하여 “성교서
(聖教序)”를 편찬한 후 개원(開元) 9년 승려 대아(大雅)가 또 왕희지의 행서

를 집성하여 “흥복사비”를 판각하였다. 일명 오문비(吳文碑) 또는 진국
대장군오문비(鎮國大將軍吳文碑)라고도 하는데 높이 80cm,넓이 103cm로
개원 9년(721년)에 장안(長安)에 세워졌다. 출토 당시 아래 절반만 보존되
어 “반절비(半截碑)”라고도 한다.
아래에 해동명필첩의 네 번째 이광사(李匡師)의 작품을 보기로 하자.

18) ‘이광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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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뺷해동명필첩뺸 이광사 작품

平均七政，恭践五朝，树德务滋，循躬成修。乃奏乞骸骨，身归常乐。诏许公
焉。尚书谢病，非无给云元府扄。19)

19) 뒤의 네 글자 “云元府扄”가 과연 흥복사비문의 내용인지는 더 깊이 고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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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나가는 말
해동명필첩(海東名筆帖)은 김규홍이 소장하고 있다가 그의 아들 김진

혁이 이나와 이바키치(稻葉岩吉)에게 증정하였다는 역사 기록이 잘 정리되
어 있고 또 이나와 이바키치가 자신의 스승 나이토 코난(內藤湖南)한테 발
문을 지어 달라는 과정도 발문에서 여실히 밝혀지고 있다.
첫 번째 작품의 저자가 앞에서 밝혔듯이 도대체 누구인지 확실히 밝혀내
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다. 김현성, 한호, 이광사의 작품은 모두
진품이라는 것이 다차원의 고증을 거쳐서 이미 검증되었다.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그 윗머리에 저자까지 똑똑히 밝혀져 있어 한국 서화상에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이 서첩의 발굴은 서화 연구가
들에게도 한국의 서법을 재조명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될 것이다.
해동명필첩은 저자가 도연명과 한국 고대산수문학간의 비교문학적 조

명을 하면서 우연하게 산더미처럼 쌓인 선본 보관소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
다. 서예를 연구해 본 적이 없는지라 엉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또
중국에서 연구하고 한국에 직접 가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지 못하고 한국의
서예 전문가들과도 교류하지 못한 점도 이 연구에서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이 연구와는 거리가 멀지만 나이토 코난의 발문에서도 그의 식민지 사관
을 엿볼 수 있다. 첫머리에 그는 “한인의 필적은 대체로 모방에 진력하여
독창성이 적으며, 특히 나라의 풍기는 그 장단점이 모두 이러하니 이 서첩
을 보노라면 흥과 쇄의 감정을 모두 느낄 수 있느니라.”고 하였다.
그는 그의 지나론 서문에서 중국인에 대한 폄하의 글도 남겼다.
지나의 시국은 주마등처럼 급전(急轉)하여 변화하고 있다.……본래 지나인
은 전제와 절개가 없고, 형편이 되는대로 세력에 부화뇌동하고 일정의 주장을
결여하면서 시종일관 마음이 흔들리고 부글부글 끓기만 하여…….지금 세력의
중심이 된 원세개 그 사람에게도 특별히 일관된 정책이 없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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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은 절제와 절개도 없고 대충 되는대로 살아간다는 식의 단순 논리
와 중국인들은 자신의 주장도 없고 항상 들썩이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표현은 동양에서의 일본 지성인의 식민지 사랑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인물이 이 서첩에 대해서는 과찬을 아까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 서첩이 오늘날까지 정히 보관되어 있는데 일조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2015년 7월 31일에 접수되어,
2015년 8월 13일에 심사를 의뢰하여 8월 28일에 심사 완료되었으며,
2015년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수정하여
2015년 9월 16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20) 전성곤 외, 앞의 책,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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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into Liaoning National Library’s
Haedongmyeong Rare Book
Li, Guang-hua
Haedongmyeong handwriting is a scrapbook that includes four
famous Joseon Dynasty calligraphers’ works. It is in Liaoning national

library. There are three works from Kim Hyonseung(金玄成), Han Ho
(韩濩), and I Gwangsa (李匡师). There is no information about the
writers. However, this postscript contains the work of Biaedang Iyong
（匪懈堂 李瑢). The manuscript specifies where it originated during
the older calligrapher’s lifetime. Further, through comparing their
works, this study used philology to explain Haedongmyeong
handwriting’s authenticity.
Key Words : Liaoning national library, Haedongmyeong handwriting, rare book,
authenticity, Biaedang I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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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화은 이시항의 생애와 시세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평안도에서
태어난 이시항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3세에 글을 읽기 시작하였으며, 8세에는 향
시에서 장원하여 수재로 소문이 났었다. 당시 평안도 관찰사로서 영변 지방을 순
찰하던 유상운도 이시항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영변의 가평관으로 그를 불
러서 시험해 보고 신동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문하생으로 입문시키고 평양으로 데
려가 수학하도록 하였다. 1696년(25세)에는 진사시에 합격하여 낭관이 되었으며,
1699년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정랑이 되었다. 그 뒤에 태천 현감, 어천 찰방, 덕

천 군수 등을 지냈다. 이시항은 관직에 몸담으면서 京鄕과 朝野에서 일어나는 부조
리한 정치 현실과 당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문벌과 지방을 가려 관리를 등용하였
기 때문이다. 양반과 기호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뛰어난 영재라 하더라도 높은 벼
슬에 등용될 수 없다는 정치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한 정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7670)
** 고려대 교양교육실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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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현실을 체험을 통해 인식하게 되어, 현실긍정적인 삶을 살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시항의 관료적 삶에서 충군애국의식과 효친애향의식이 싹튼 원
인은 부조리한 정치 현실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료로서 충군효친의 마음
은 늘 한결같았지만 부조리한 현실 정치를 몸소 겪으면서 관료적 삶의 어려움과
회의를 절감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고향으로 가서 하찮은 벼슬을 살면서 부모
를 모시고 조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주제어 : 화은, 이시항, 생애, 시세계, 화은집, 현실인식

Ⅰ. 서론
본고는 화은 이시항(1672:현종 13∼1736:영조 12)의 생애와 시세계를 살
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시항은 어렸을 때 신동이라는 소문이 온 고을에
퍼졌다. 그는 8세에 鄕試에서 장원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안도 관찰
사 約齊 柳尙運도 그 재주를 시험해 본 뒤에 문하생으로 입문시켰을 정도
로 재주가 뛰어났다. 일반적으로 10대에 지은 작품이 문집에 실려 있는 경
우가 드물지만 이시항의 경우, 10대에 지은 한시가 문집에 실려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어린 시절의 작가에 대한 의식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작가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그는 詩作에 능수능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문 창작에서도 문장력을 십
분 발휘하였으므로 그 소문이 널리 조정에까지 알려졌던 것이다. 특히 변
려체문을 잘 지었다. <關西辦誣疏>와 <擬請修西路中嶺關防疏>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관서변무소>를 작성하게 된 동기는 평안도
와 함경도에 대한 잘못된 조정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조정에서 이
러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배경에는 암행어사 여필희가 평안도와 함경도
두 고을에 대해 거짓으로 좋지 않게 보고서를 꾸며 임금께 보고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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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필희는 1713년에 임금의 특명을 받아 평안도와 함경도 두 지방 정
치의 잘잘못과 백성의 사정을 비밀리에 살피게 되었지만 본인의 직무를 망
각한 채 여겸제의 원수를 갚기 위해 함경도와 평안도를 평가한 문서에 부
정한 7개의 항목1)을 기록하여 숙종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이 부정한 7개의
항목을 보고한 사건으로 인해 숙종은 함경도와 평안도에 30년 동안 停科命
令을 내렸다. 일찍이 자산 군수와 철산 군수로 부임했던 여겸제는 고을의

정사는 돌보지 않고 뇌물과 토색질로 폭정을 일삼았기 때문에 두 고을 백
성들이 힘을 모아 그를 축출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여필희의 무고로 인한 정과명령을 철회시키기 위해 평안도와 함
경도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었다. 평안도와 함경도의 吉仁和(영변
인), 李震萊(구성인), 金南獻(완주인), 鄭尙祐(철산인), 朴敬一(함천인) 등 각
지방을 대표하는 유생들이 일곱 차례에 걸쳐 숙종께 상소문을 올리게 되었
던 것이다. 상소문의 대표자는 길인화가 맡았고 상소문은 당대의 문장가
이시항이 1714년에 창작하였다. 숙종은“沒其祖 忘其本과 一視同仁”이라는
상소문의 내용을 통해 마음을 고쳐먹고 정과명령을 해제하였다. 이러한 문
장력으로 인해 그는 심수현의 辨誣事件을 해결하기 위해 유상운을 진주사
로 삼아 중국으로 사신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때 서장관이 되어 동행하기
도 하였다.
평안도 문학에서 이시항에 대해 일부 서북지역 문인을 공부하는 분이나,
다른 분야의 글을 쓰시는 분들이 부분적으로 화은을 언급한 적은 있어도
본격적으로 연구되지는 않았다. 김태준의 조선한문학사에서 이시항을 간
략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2) 그 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로
1) 7개 항목은 “첫째 학문하는 사람을 홀대한다. 둘째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긴다. 셋째 복상
제도가 엉망이다. 넷째 첩을 두는 자가 많다. 다섯째 공갈과 협박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다. 여섯째 남의 처첩을 약탈하는 자가 많다. 일곱째 향교의 운영과 관리가 엉망이다”
등이 그것이다.
2) 金台俊, 뺷朝鮮漢文學史뺸, 朝鮮語文學會, 1931, 172～173쪽. 김태준의 뺷朝鮮漢文學史뺸에,
“國舅呂必禧가 權勢를 믿고”로 되어 있으나 조선시대 국구 중에는 여필희라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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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이시항의 시문학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和隱
集에 실려 있는 시문을 통해 작가에 대한 전기적 사실을 재구해 보기로

한다. 그의 생애를 통해 10대 이전 수학기의 시를 살펴보고, 또 사환기, 만
년기의 작품에서 나타난 관료적 삶을 통해 그 현실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저서로는 화은집이 있고, 그 밖에 金將軍遺事, 關西通志, 西京
志 등이 있다.

Ⅱ. 이시항의 생애3)
여기서는 화은 이시항의 家系와 師友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시항의
자는 士常이고, 호는 華隱․和隱․晩隱 등을 사용했는데 華隱은 초기, 화은
은 중기, 만은은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사용한 호이다. 이시항은 수안공 이
정한의 아들로 평안북도 운산면 입석상동의 집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수안
이다. 증조부는 이계달이고 조부는 공조좌랑을 지낸 이동의이고 아버지는
사헌부지평을 지낸 이정한이고 어머니는 원주변씨로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변진현의 딸이다. 이시항의 부인은 자주김씨이고 장인은 김필제이다. 슬하
에 1남을 두었다.
사우 관계는 먼저 스승과의 관계를 통해 수학기의 학문태도를 살펴본다.
총명한 재주를 타고난 이시항은 세 살 적부터 글을 읽을 수 있었지만 부모
가 奇才短命을 염려하여 다섯 살 때부터 공부를 시켰다고 한다. 이시항은
조선 영조 때 학자로 일찍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인재로서 스승 유상운에게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유상운이 이시항에게 글을 가르쳐주면 一覽輒記할

없기 때문에 필자의 착오로 보인다. 여필희(1679- )의 자는 受卿, 본관은 咸陽으로 翼濟의
아들이다. 1709(숙종 35)년에 謁聖文科에 급제하여 세자시강원을 역임하였다.
3) 李時恒, 뺷和隱先生文集뺸의 <序文>과 뺷和隱集附錄뺸의 <行狀>, <墓碣銘>, 뺷龍灘雜聞뺸 등
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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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聞一知十하였기 때문에 塾師들도 감탄하였다고 한다. 아이들과
같이 놀 때도 그는 예의와 법도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도통이
그에게 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여섯 살 때 사서를 읽었
고 시서와 고문도 통독하였으며 시문을 창작하였다. 당시에 지은 시문이
오늘날 전해오는 작품이 거의 없지만 다만 일곱 살 때 지은 작품으로 <棉
花>가 전해오고 있으니 이 작품을 통해 그의 作詩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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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운
은 제대로 달았다. 시에 나타난 의상은 아주 기상천외하다고 할만하다. 옛
날에 농촌에서는 가을이 되면 이웃에 사는 부인들과 처녀들이 방안에 빙
들러 앉아서 면화를 따고 토리개로 씨를 빼고 활로 솜을 탔던 것이다. 면화
를 산더미처럼 높이 쌓아 놓으면 면화는 마치 하늘에 높이 떠 있는 흰 구름
처럼 보이고, 작업하는 묘령의 처녀들의 모습은 마치 선녀처럼 보인다. 그
런데 이 작품을 창작하게 된 배경은 이시항의 姊氏가 서당에서 공부를 마
치고 책을 옆구리에 낀 채 돌아오는 남동생 시항을 보고 농담으로 말했다.
“네가 글을 잘 짓는다지, 우리가 면화 타는 걸 두고 시를 지어봐!”라고 하

자, 그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미리 지어 놓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듯이 조
금도 망설이지 않고 시를 지었다고 한다. 이 작품에서 면화를 백운에 비유
하고 솜 타는 활 소리를 거문고에 비유하고 누님을 선녀에 비유한 것으로
볼 때 기성 작가들도 창작하기 힘든 창의적 표현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뛰어난 작시 실력으로 인해 그 명성은 일파만파로 이웃에 알려졌
다. 이웃사람들이 그 재주를 보고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영변부사 조후량
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다. 멀지 않은 곳에 영변대도호부가 있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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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후량은 문무를 겸비한 達士로 1679년 문관과 무관들의 시 재주를 시
험해 보기 위해 각 고을의 문관과 무관들을 영변의 향교로 소집하였다. 영
변․운산․가산․태천․박천 등 관내 5개 府縣의 유생들이 모두 영변 향교
에 모였다. 운산의 대표로 선발된 이시항도 이 자리에 老儒들과 함께 참석
하였는데 홍안동자로서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장원을 차지
하였으니 만호도성에 축하의 함성이 울러 퍼진 것은 물론 조부사도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흔쾌히 대상을 내리면서 상좌에 앉히고 칭찬
하였다.4) 이는 그가 이미 8세 때 老士宿儒의 강연회에 참석하여 강론하고
담론할 정도로 詩作 능력이 특출하고, 시단에서도 落韻과 製詩에 능숙한 실
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변부사는 그 재주를 한 번 더 시험해 보기로 한다. 물론 장원한
그의 실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이다. 묘령의 관
기를 그 숙소로 보내면서 은밀하게 일러, 정표로써 시 한 수를 지어달라고
하여 받아오게 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장원한 시문이 親作인지 代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관기는 하룻밤 이시항의 시중을 들고 난 뒤 미소를 지
으면서“어떤 낭군을 가정해 두고, 저를 대신해서 이별시를 한수 지어 주세
요”라고 하자, 그는 즉석에서 관기의 치마폭에 칠언절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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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을 여실히 잘 형상화하고 있다.

4) 이시항, 뺷龍灘雜聞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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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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에서는 창밖엔 삼경에 보슬비가 내린다고 하여 시점을 말하고 있다.
승구에서는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이 안다고 한 것으로, 두 정인의 마
음을 잘 묘사하고 있다. 전구ㆍ결구에서는 풋사랑의 정은 아직 흡족하지 못
한데 날이 새려하니 가는 임 소매잡고 뒷날 기약을 물어본다고 하여 남녀
간의 헤어지기 싫은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관기가 바친 代妓 작시한 것
을 통해 영변부사도 향시에서 장원한 이시항의 재주를 믿게 되었다.
그 당시 이시항의 명성이 황해도와 평안도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평양
감사도 그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들은 평양감사는 그 사실
을 한양에 알리게 되었으니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평안도 관찰사 약재 유상운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으니 이시항
의 9세 때이다. 물론 유상운은 관내의 순찰을 도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鬼才
인 이시항을 만나보는 것도 快事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시항
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무 날 어천찰방 관하에 있는 가평관으로 나오라고
통보하였다. 다음의 <和隱集序>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로소 약재 유상운이 관서에 안절사로 있을 때 이시항은 동자로서 가평관
에서 알현하였다. 姿貌가 玉雪이고 出語에 사람을 놀라게 하니 유상운이 크게
기특해하고 사랑하여 마침내 그를 데리고 돌아가 여러 자제들과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해 주었다. 이시항이 洛中에 오래 머물 수 있어 그 학업을 전념할 수
있었으니 유상운의 힘을 도움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평안도 사
람들이 이시항의 아름다움을 기쁘게 말하는 자는 유상운과 아울러 일컫지 않는
사람이 없다.5)

위 글은 同榜科擧에 登第한 李德壽가 쓴 화은집 서문이다. 이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9세 때부터 옥설과 같은 용모에 출어하면 사람들을
5) 李時恒, 뺷和隱集뺸, <和隱集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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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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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게 하였는데 관찰사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자약
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그 인물됨을 알아본 유상운은 한양의 집으로 그
를 데리고 와서 학업에 힘쓰도록 하였기 때문에 진사와 문과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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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하
여 실력이 날로 늘었다. 유상운이 다른 곳으로 관직을 옮기면 이시항도 그
곳으로 가서 공부하기도 하였다. 그의 12세 때 유상운은 사은부사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대사간에 제수되는 한편 평안도 관찰사에 제수되기
도 하였다. 이로 인해 이시항은 한양과 평양을 오가면서 수업을 받기도 하
였다. 그로부터 2년 뒤 1685년에는 유상운이 호조판서로 영전되어 한양으
로 떠나게 되었다. 이에 각 고을의 수령들이 모여 대동강에 배 띄워 놓고서
성연을 베풀어 호조판서로 영전됨을 축하하며 淚別詩로 석별의 정을 나누
었다. 이 송별연에는 14세의 소년 이시항도 참석하였는데 그가 환대해 준
箕妓에게 지어준 <戱題箕妓手巾 十四歲作>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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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이별할 때 기생의 수건에다 적어 준 오언절구이다.
14세 때 지은 시이다. 남녀 간의 이별의 정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기구에서

는 흰 모시의 밝은 색이 하얀 눈 같으니라고 하여 하얀 모시 수건을 잘 묘
사하고 있다. 승구에서는 아름다운 임 손에 든 수건이라고 하여 기생이 손
6) 위의 책, 권1, <戱題箕妓手巾 十四歲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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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쥐고 있는 손수건을 시각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전구에서는 해마다
남포에서 이별을 하니라고 하여 연인들이 이별의 눈물이 남포의 강물에 보
태짐을 묘사하고 있다. 결구에서는 눈물 닦으며 떠나는 임 보낸다고 하여
손수건으로 눈물 닦으며 임 보내는 모습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평양에 유람 온 재자가인과 평양으로 관직을 제수받고 부임한 벼슬아치
들이 그 곳 사람들과 서로 정을 나누어 정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관리
들이 한 관직에 오래 머물 수 없는 것도 관료들의 현실적 운명이기 때문에
정인과 서로 아쉬운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시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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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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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한 것으로 보인다.
기구ㆍ승구에서는 용맹은 왜놈을 죽인 날 나타났고 충성은 되놈을 꾸짖을
때 본다고 하여 그의 용맹과 충성심을 잘 묘사하고 있다. 전구ㆍ결구에서는
영웅의 죽은 뒤의 일로 말하면 오래도록 남은 건 한 쓸쓸한 사당이라고 하
여 죽은 뒤의 김경서 장군의 모습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김경서 장
군의 생전의 국가를 위한 勇과 忠을 다한 모습과 죽은 뒤의 영웅의 쓸쓸한
사당을 모습을 통해 이시항의 국가관이나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 어느 정도
였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겠다.
이시항의 교우로는 趙泰億, 李光佐, 徐命均, 李廷濟, 尹淳, 金楺, 崔昌大,
李直儉, 朴弼成, 趙文命, 趙泰老, 趙正萬, 李濟最 등이 있다. 이시항의 벼슬길
7) 위의 책, 권1, <題鰲山金將軍祠 十五歲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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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1696년에 25세로 진사시에 합격하고, 그 뒤 1699년에는 증광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내직으로는 성균관 전적, 의금부도사, 예조와 병조의
정랑과 좌랑, 춘추관기주관, 편수관 등을 지냈다. 외직으로는 태천 현감, 어
천 찰방, 덕천 군수를 지냈으며 경상도황장목경차관도 역임하였다. 1727년
경에 문장가로 조야에 명성을 떨친 그는 심수현의 辦誣事件8)을 해결하기
위해 유상운을 진주사로 삼아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 서장관의 자격으로
유상운을 따라 가기도 하였다. 말년에는 향리로 돌아와 교육과 저술활동에
전념하였다. 지은 책으로 화은집 김장군유사 서경지 관서통지 등
이 있다. 화은집은 1738년에 간행되었는데 이 해는 이시항이 죽은 다음해
이다. 부인 김씨가 종을 팔아 출간한 것으로 이덕수의 서문을 받았다. 관
서통지는 서북지방의 산천과 인물, 田賦, 군량, 방어, 기무 등의 형편과 득
실을 기록한 책이다. 그가 직접 말을 타고 돌아다니며 관찰하고 조사하여
저술했다고 한다. 이시항은 1736년(영조 12) 4월 3일에 65세를 일기로 세상
을 떠났다. 각계의 원로들이 奔喪하였다. 묘는 선영의 乙坐 언덕에 묻혔다.
이시항이 죽은 뒤에는 그 덕을 추모하여 여러 곳에서 사당을 세우고 제사
를 지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영변군 소림면 남등동에 있는 修道齋이
다. 수도재는 서원의 이름이고 사당의 이름은 숭보사이다. 여기에 입암 길
인화, 둔촌 민유중, 한죽 신임, 화은 이시항 등도 모셨다.
이상에서 이시항의 생애를 통해 스승한테 수학한 기간인 10대 이전에 창
작한 누님, 기생, 김경서 장군 등의 시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뛰어난
재주를 타고난 그는 작문관, 인생관, 국가관 등이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을
알 수 있겠다.

8) 심수현이 1727년 지경연사․판의금부사를 지낸 후 우의정이 되어 謝恩兼陳奏使로 청나라
에 다녀왔다. 1728년 사신으로서 나라를 욕되게 했다는 이유로 兩司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
었으나 곧바로 복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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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시항의 관료적 삶과 현실인식
본장에서는 이시항의 시세계를 살펴본다. 첫째, 사환기의 시에 나타난
忠君ㆍ孝親意識, 둘째, 晩年期의 관료적 삶과 愛鄕意識 등으로 나누어 그 관

료적 삶과 현식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환기의 詩에 나타난 충군ㆍ효친의식
여기서는 이시항이 사환기에 지은 작품을 대상으로 관료로서 충군애국
의식을 갖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조선조 선비들
은 대부분 충군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대적 상황
이나 배경에 따라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현실을 살펴보면 서북지역문인들은 비록 시
문을 잘 지어도 과거시험을 보고 벼슬을 할 수가 없었다. 양반이나 기호 사
람이 아니면 아무리 뛰어난 영재라고 하더라도 높은 벼슬에 등용되지 못하
였기 때문이다. 삼별초와 묘청의 난 이후로 평안도 사람들의 벼슬길은 더
욱 막히게 되었는데 심지어 이태조는 “畏而不用”하라는 傳心的 비결을 자
손 列王들에게 남기기도 하였다. 또 여필희는 권세를 믿고 사적인 감정으로
평안도 사람들에게 과거를 볼 수 없도록 誣陷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이
시항이 작성하여 숙종에게 보고한 상소문으로 인해 여필희가 평안도와 함
경도 사람들을 무함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과거시험을 다
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당시 정치적 현실이 그를 고향으로 내려가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그의 정치 현실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入直翰苑>9)을 살펴보기로 한다.

9) 이시항, 앞의 책, 권1, <入直翰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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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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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미성에 가깝네

微臣榮寵溢

미천한 신하에 영화와 총애가 넘치니

踧踖在彤闈

조심스럽게 붉게 칠한 궁문에 있다네

이 작품은 한림원ㆍ예문관에서 숙직하면서 임금에 대한 감회를 읊은 시
이다. 한림원은 翰苑으로 당나라에서부터 청나라에까지 계속된 官司이다.
그 직제는 시대에 따라 변천이 있었지만 주로 학문ㆍ문필에 관한 일을 맡
았던 벼슬이다. 수련에서는 거듭 춘추관으로 들어가니 두루 은혜를 입은
것이 해와 달처럼 빛났다고 하여 임금의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묘사
하고 있다. 함련에서는 참석하러 나가니 때론 한낮이 되기도 하고, 퇴청하
려고 보니 어떤 땐 밤중에 돌아왔다고 하여 직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경련에서는 비급은 동관을 엿보고 청광은 태미에 가깝다고 하여
서고에 보관된 책과 태미성좌 별을 잘 묘사하고 있다. 비급은 가장 소중히
보존되는 책이고 동관은 書庫이다. 미련에서는 미천한 신하에게 영화와 총
애가 넘치니 조심스럽게 붉게 칠한 궁문에 있다고 하여 임금의 총애를 받
아 조정 궁궐에서 벼슬함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이로 보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임금께 충성을 다하려는 마음을 읽을 수 있겠다.
다음으로 <安陵舘 聞朝報 燈下書懷>를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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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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孤臣仰屋意

외로운 신하 대궐을 우러르는 뜻 있으니

惟有短檠知

다만 짧은 등잔만이 알고 있다네

이 작품은 안릉관에 머물면서 조정에 대한 소식을 듣고 등불 아래서 회
포를 시로 표현한 것이다. 기구ㆍ승구에서는 宗國이 위태롭기가 터럭과 같
으니 조정이 갇힌 모습이 마치 바둑판과 같은 형국이라고 하여 국가와 조
정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 전구ㆍ결구에서는 외로운 신하 대궐을 우러르
는 뜻 있으니 다만 짧은 등잔만이 나의 회포를 알고 있다고 하여 신하가
임금을 염려하는 심사를 등잔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처럼 신하가 되어 간접적인 방법으로 임금께 충성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
라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임금께 충성심을 표현하는 것은 흔치 않다. 그런
점에서 볼 때 宗國, 朝廷, 孤臣 등의 시어로써 직접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는
사실은 특이한 경우로 생각된다. 따라서 평안도 출신인 이시항을 등용해
준 임금에 대한 輔國ㆍ충군의 의지는 늘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
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이시항은 무신(戊申, 1728)년에 종사관이 되어 연경
으로 가는 길에서 옛날의 가릉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하고 있다. 시문의 小
序를 보기로 한다.

내 어려서 처음으로 가릉의 제산정에서 유상운을 뵙고서 곧바로 더 배움을
청하였었다. 그 뒤로 45년이 흘러 무신(1728)년에 소자가 종사관으로서 연경으
로 가는 길에 가릉을 지나가게 되었으니 옛날의 일을 회상하고서 느낀 바를
기록한다.10)

일찍이 유상운의 문하에서 공부한 이시항은 文詞에 능할 뿐 아니라 문장
의 對句에도 교묘한 실력을 발휘하여 騈驪文을 잘 지었다. 그 때문에 심수

10) 위의 책, 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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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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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과 관련된 것으로 辨誣차 연경으로 갈 때 종사관에 선발되었던 것이다.
문장력을 갖추었고 천성이 낙천적이며 행실이 謙退한 이시항 이었지만 절
개를 굽혀 귀공자들한테 머리 숙이는 것을 싫어하였다. 선비가 어찌 귀하
고 세도가 있다고 하여 그에게 굴복 하겠는가라고 하였으니 높은 벼슬에
등용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물론 그의 성격
의 영향도 있겠지만 시대적 정치 현실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이로 인해 當路者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아 벼슬이 현달하지는 못하였
다. 아래에서 중국의 연경에서 지은 <續和先生瀋陽韻>을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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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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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버림이라네

이 작품은 燕京에서 지은 것으로 임금에 대한 은혜와 충성심이 잘 표현
되어 있다. 기구ㆍ승구에서는 바다와 같은 임금의 은혜는 갚으려고 해도 끝
이 없는데 정성은 때로 간혹 시에 나타낸다고 하여 임금의 은혜를 시로 형
상하고 있다. 승구ㆍ결구에서는 옛날 무고도 못 씻고서 새로 욕됨을 보태니
연산에 뼈 묻으면 본래 기약을 저버림이라고 하여 연경에서 맡은 바 임무
를 완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서도 如海君恩’의 시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옛날에 여필희가
평안도를 무함하여 평안도 출신은 과거를 볼 수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 임
금께서 이 무함을 밝혀주어 다시 과거시험을 보게 해 준 사실을 언급하면
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이로 보아 비록 몸은 먼 곳 연경에 있지만 임
금을 그리는 마음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
다음에서 <榮感述懷>11)를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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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榮感述懷>
儒者至榮叨賤臣

선비의 지극한 영화는 천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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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우나

唯有丹心拱北宸

오직 붉은 마음만 임금께 받친다네

이 작품은 영화로운 은혜를 입은 감회를 술회하는 시이다. 기구ㆍ승구에
서는 선비의 지극한 영화는 천한 신하로 은혜를 입음이니 이 세상에 살아
어찌 큰 은혜 갚을 수 있을까라고 하여 천신에게 베풀어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전구ㆍ결구에서는 힘줄과 뼈 이미 망가져 힘쓰기 어려우니
오직 붉은 마음만 임금께 받친다고 하여 변함없는 충성심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신하의 정성스런 마음인 丹心과 임금이란 뜻의 北宸의 시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충군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은은 시문에서 충군애국의식을 자주 드러내
고 있다. 물론 신하 된 자는 모두 당연한 것이겠지만 화은의 시문에서 더욱
그러한 표현이 많다는 사실이다. 또 그는 높은 벼슬에 오르려는 욕심보다
는 낮은 벼슬에 있는 것을 희구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첫째는 평안도 사
람들에게 과거시험을 보게 해 준 임금께 은혜를 갚으려는 충성심의 발로로
불 수 있겠고, 둘째는 당시의 시대상황을 바로 읽고 현실을 인정하려는 현
실긍정적 의식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현실은 양반이나 기호 사람들이 아니면 높은 벼슬에 등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晩年期 관료적 삶에서 나타난 愛鄕의식
여기서는 이시항의 관료적 삶과 노년기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효친애향

11) 위의 책, 권3, <榮感述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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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시항은 고향으로 관직을 옮겨 부모를 모시면서
조용한 삶을 살려고 하였다. 이는 당시 정치적 현실을 직시하였기 때문이
다. 만년에 銓曹의 작은 관직에 있는 그를 臺閣에 천거하였지만 驛丞[찰방]
을 희구하였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집에 늙은 어머니가 계시니 하루
라도 더 봉양하기를 원하며 卿相은 비록 귀하지만 바꾸지 않는다”고 하였
다. 그는 고향에서 南齋를 짓고 교육에 힘쓰니 백여 명의 유생들이 학업에
정진하였다. 또한 亦樂齋에서도 유생들을 교육시키니 유생들이 과거에 급
제하기도 하였다. 평양의 화포에도 別業을 개설하고 강설로 낙을 삼으니 수
백 명의 문하생들이 학문을 연마하였다. 수려한 산수와 승경의 화포에 亭榭
와 누각을 세웠는데 서루에는 장서가 천여 권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날씨가 淸美하면 손님들과 연광정과 부벽루를 오가면서 술 마시고 시문도
지었는데 서경 사람들이 연파 속에서 울려 퍼지는 피리소리를 들으면 和浦
水仙의 배에서 난다고 하였다고 한다. 아래서 <燈下口占>12)을 보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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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유하며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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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바로 시를 지어 벼슬살고 있는 자신의 현실
적 삶을 토로하고 있다. 기구ㆍ승구에서는 평생의 뜻은 고기와 새우를 짝하
는 데 있는데, 무슨 일로 동유하며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 하는가라고 하
여 지금은 관직에 몸담고 있지만 본래의 뜻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음
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구ㆍ결구에서는 다만 여강에서 격서를 받
12) 위의 책, 권1, <燈下口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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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게 더딜 뿐이니 금년에 또다시 봉황성의 꽃을 본다고 하여 자기의 의
도와 달리 벼슬을 살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奉檄은 毛義奉檄으로, 본인
의 뜻과 달리 오해를 사게 되었다는 뜻이다. 後漢書에“중국에 집이 몹시
가난한 모의라는 선비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벼슬에 뜻을 두지 않은 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벼슬자리를 내리겠다는 府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는
본시 벼슬에 뜻이 없었지만 노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벼슬을 하기로
했다.”라는 고사에서 用事한 것이다. 또 鳳城은 수도의 미칭으로 한양을 뜻
하는 데 금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양에서 벼슬살이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로 보아 몸은 비록 한양에서 벼슬살고 있
지만 마음은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고향을
그리는 효친애향의식은 다음의 <失符自嘲>13)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失符自嘲>
默筭平生跡

묵묵히 한평생의 자취 계산해 보니

名韁卽畏途

명예의 고삐로 벼슬길로 나감을 두려워한다네

决科初削榜

과거시험은 처음엔 과방에서 삭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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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와 같이, 부절을 잃은 자기 자신을 자조하고
있다. 수련에서는 묵묵히 한평생 삶의 자취를 계산해 보니, 명예의 고삐에
얽매어 벼슬길에 나감을 두려워한다고 하여 자기가 명예와 이익에 얽매이
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名韁은 名韁利鎖로, 名利에 꽁꽁 얽매어
13) 위의 책, 권1, <失符自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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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뜻이다. 東方朔의 ｢與友人書｣에, 唐나라 盧杞와 馮聲의 고사가 나오
는데 “노기라는 재상은 못생긴 외모에다 음흉한 마음씨를 가졌는데 名利를
몹시 탐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名利奴”라고 불렀다는 고사를 용사한 것이
다. 함련에서는 과거시험은 처음에는 科榜에서 이름이 삭제되었고, 대를 쪼
개어 쓰고서 또 부절을 보냈다고 하여 뇌물로 과거에 합격한 자가 있어서
과거가 취소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화은은 1699년(丙子)에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科榜에 이름을 올렸으나 뇌물로 과거를 절도한 자가 있었는데 그
일이 발각되어 과방을 파한 일이 있었다. 부절은 돌이나 옥 따위로 만든 물
건에 글자를 새겨 부절을 만들어 다른 사람과 나눠 가졌다가 나중에 다시
맞추어 증거로 삼는 것을 말한다. 경련에서는 잃어버린 말이 어찌 복일 줄
알리오, 맹세코 갈매기는 나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여 인생사는 길흉화복
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말은 淮南子 <人間
訓>에 나오는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인 새

옹지마”를 말한다. 盟鷗는 갈매기와 물가에서 벗이 되기를 맹세하는 것으
로 은거를 의미한다. 미련에서는 나아가 도를 행함과 물러나 은거함을 이
제야 점칠 수 있으니, 아름다운 곳은 바로 강호라고 하여 새옹지마를 통해
지금의 벼슬살이를 자조하면서 언젠가는 고향의 강호자연과 벗하며 살고
싶은 염원과 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또 다음에서 <和村卜居>14), <역락
재>1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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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질 약속 완성했다네

全家移晩谷

온 가족은 만곡으로 이사하고

浮宅到和灘

뜬 집은 화탄에 이르렀다네

14) 위의 책, 권1, <和村卜居>.
15) 위의 책, 권1, <亦樂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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晩計田園好

늦은 계획 세움은 田園이 좋고

幽懷水石安

깊은 회포 푸는 건 水石이 편안하다네

松亭靑突兀

솔숲의 정자는 우뚝 솟고 푸르니

日夕且盤桓

밤낮으로 또 머뭇거린다네

이 작품은 화촌에서 卜居하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시이다. 수련에
서는 이십년 동안 경영하던 땅인데 이제 겨우 땅 다질 약속 완성했다고 하
여 좋은 곳을 선정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 함련에서는 온 가족은 만곡으로
이사하고 배 안에 지은 집은 화탄에 이르렀다고 하여 가족의 삶의 모습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늦은 계획 세움은 전원이 좋고 마음 속 회
포를 푸는 건 水石이 편하다고 하여 자기 자신의 강호자연에 묻히고 싶은
심지를 밝히고 있다. 미련에서는 솔숲 사이에 지은 정자는 우뚝 솟고 푸르
니, 밤낮으로 또 머뭇거린다고 하여 앞의 <실부자조>와 마찬가지로 고향
의 전원으로 돌아가 산수 속에서 여생을 보내려는 의상을 여실히 형상화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역락재>를 보기로 하자. 서제에서 학문하는 모습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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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鄕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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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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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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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수련에서는 4년 동안 경영한 한 이랑 쯤 되는 집인데 규모가 대
략 향학의 크기와 같다고 하여 역락재의 규모를 잘 묘사하고 있다. 함련에
서는 생각은 예악과 시서를 가르치려는 데 있으니, 조금이나마 菁莪ㆍ棫樸
의 風에 보탬이 될 걸세라고 하여 벗과 더불어 음풍농월을 즐기면서 임금
의 덕을 노래하려는 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청아와 역박은 시경의 篇
名으로, 청아는 燕飮賓客의 시이고, 역박은 文王의 德을 詠歌한 시이다. 경

련에서는 즐거움은 좋은 벗이 있어 먼 곳 가까운 곳에서 찾아옴이고 한스
러움은 函丈이 되어 課程의 공부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 서재에서 벗을 만
나며 소일하는 모습을 잘 형상화하였다. 미련에서는 문 앞에 다행히 아름
다운 산수가 있으니, 仁과 智가 어느덧 이 가운데 있다고 하여, 공자의 인지
사상을 본받으려는 심사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로 보아 논어에서 공자
가 말한 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으
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것과 같이, 학문을 탐구하고 교우
들과 사귀면서 공자의 樂山樂水의 사상을 본받으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겠
다.
또 아래의 <八詠堂聽琴>1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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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조는 술집에서 흘러나온다네

潯陽秋月流絃白

심양의 가을 달은 흰 실줄기 흐르고

巫峽朝雲入曲靑

무협의 아침 구름은 푸른 골짜기로 들어가네

遠客思鄕腸欲斷

먼 객은 고향을 생각하니 창자가 끊어지려 하고

使君看笏耳偏醒

使君은 笏을 보니 귀가 정신 차림이 치우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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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위의 책, 권2, <八詠堂聽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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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팔영당에서 거문고 소리 듣고 지은 시이다. 수련에서는 옥녀
가 거문고 안고 있는 건 구름비단 병풍에서 인데 황하의 한 곡조가 술집에
서 흘러나온다고 하여, 옥녀가 거문고 타는 모습을 청각적으로 잘 형상화
하고 있다. 함련에서는 심양의 가을 달은 흰 실줄기 흐르고, 무협의 아침
구름은 푸른 골짜기이로 들어간다고 하여, 팔영당 주변의 경치를 시각적으
로 잘 묘사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먼 객은 고향을 생각하니 창자가 끊어지
려 하고, 사신은 홀을 보니 귀가 정신 차림이 치우친다고 하여, 고향에 대한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 미련에서는 빛난 집 밤이 고요하니 소린 그대로 남
아 있는데 의심컨대 성근 대가 초나라 물가에서 우는 것 같다고 하여, 고향
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심사를 여실히 묘사하고 있다. 타향에서 방황하면서
고향에 돌아갈 수 없음을 슬피 여기는 것을 楚囚泣이라고 한다. 화은은 늘
부모가 계시는 고향에서 관료 생활을 하는 것을 희구하였다. 그렇기 때문
에 관직이 덕천 군수로 제수되자 기뻐하고 있다. 아래에서 <己酉七月十一
日 在銀㙜禁直 聞德川除命>1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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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악은 구름이 보이는 뒤쪽에 있고

春塘夢草餘

춘당엔 봄풀이 꿈꾸기 여유 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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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되었
다는 命을 듣고 그 감회를 읊은 시이다. 수련에서는 큰 정치가 공평한 정도
17) 위의 책, 권3, <己酉七月十一日 在銀㙜禁直 聞德川除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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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펼치니, 내 이름이 추천한 공문서에 들어 있다고 하여, 정치가 공평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 함련에서는 갑자기 은혜롭게 낙점이 내리니, 과연 덕
천 군수에 제수되었다고 하여 고향의 덕천 군수로 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태악은 구름이 보이는 뒤쪽에 있고, 춘당엔 봄풀이 꿈꾸
기가 여유 있다고 하여, 고향의 경치를 시각적으로 잘 형상화하고 있다. 미
련에서는 여강에서 격서를 받고 기뻐하니,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하
여, 본인의 뜻과 달리 오해를 사게 되었다는 뜻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奉檄
은 毛義奉檄으로, 본인의 뜻과 달리 오해를 사게 되었다는 뜻이다. 후한서
에 “중국에 집이 몹시 가난한 모의라는 선비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벼

슬에 뜻을 두지 않은 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벼슬자리를 내리겠다는 府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는 본시 벼슬에 뜻이 없었지만 노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벼슬을 하기로 했다.”라는 고사가 있다.
또 다음의 <題德川東軒>18)을 살펴보기로 한다.
<題德川東軒>
南州西邑幾金章

남쪽 고을과 서쪽 고을에 금장이 몇 개 인가

此老今行最有光

이 늙은이 지금의 고향 행차가 가장 빛이 난다네

晝錦旣榮仍彩服

낮에 비단옷 입은 건 이미 영화로우니 그대로 채색
옷이고

郡齋元侈又萱堂

군재에서 크게 잔치 여니 또 어머니를 위해서라네

携來淇澳猗猗色

기욱의 물가 푸른 대숲이 아름답게 성한 곳으로 오고

伴得羅浮淡淡粧

나부산에선 맑은 매화의 정령인 미인을 얻어 짝했다네

况復雷封山水窟

더구나 뇌봉19) 산수의 동굴로 돌아 왔으니

18) 위의 책, 권3, <題德川東軒>.
19) 뇌봉 : 평안남도 북창군 옛이름. 평안남도 맹산군 영역에 있던 폐면. 1896년에 순천군
뇌봉방을 개편하여 순천군에 신설했던 면으로서 뇌봉방의 이름을 따서 뇌봉면으로 하여
팔상동(八上洞 ), 팔하동(八下洞), 남양동(南陽洞), 청수동(淸水洞), 은천동(隱川洞) 등 5개
동을 관할하였다. 1907년에 맹산군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시에 인화면과
병합하여 봉인면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국가지식포럼 북한지역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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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哦山水興偏長

날로 산수의 흥취만 오로지 길게 읊조린다네

이 작품은 덕천 동헌에서 지은 시이다. 수련에서는 남쪽 고을과 서쪽 고
을에 金章이 몇 개 인가, 이 늙은이의 지금의 고향 행차가 가장 빛이 난다고
하여, 자기가 덕천 군수가 된 것을 말하고 있다. 금장은 금으로 만든 印章을
말하는데 재상이 패용하였기 때문에 고관 재상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함
련에서는 낮의 비단옷은 이미 영화로우니 그대로 채색 옷이고, 군재에서
크게 잔치를 여니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하여 출세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어
머니를 위해 잔치를 연 것을 묘사하였다. 晝錦은 비단옷을 입고 낮에 다닌
다는 뜻으로, 錦衣還鄕을 뜻한다. 郡齋는 郡의 수령이 기거하는 관사를 가
리킨 것으로 여기서는 덕천 군수가 기거하는 관사를 가리킨다. 경련에서는
기욱의 물가에 푸른 대숲이 아름답고 성한 곳으로 오고, 나부산에선 맑은
매화의 정령인 미인을 얻어 짝했다고 하여, 위나라 武公의 덕을 찬미하고
한바탕 덧없는 꿈을 형상화하고 있다. 기욱은 시경의 편명으로, 푸른 대
가 아름다게 무성한 것으로 무공의 덕을 찬미하고 있다. 나부는 나부몽으
로, 광동성 증성현에 있는 나부라는 산에서 수나라의 조사웅이 꿈에 나부
소녀를 만났다는 이야기이다. 미련에서는 다시 뇌봉 산수의 동굴로 돌아
왔으니, 날로 산수의 흥취만 오로지 길게 읊조린다고 하여 고향 산수를 거
닐며 풍월을 읊조리고 있다. 이로 보아 고향으로 금의환향한 그 모습을 잘
형상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 다음의 詩序와 시를 보기로 하자.
그는 시서에서 “경자 7월에 영남 경차의 임무에 제수되었는데 내 집이
관서에 있고 집안에 병든 어머니가 계시니 이천 리 4,5삭이나 되는 역사이
다. 실로 사사로운 생각으로 간절하고 고민스러운 것은 한 고을을 맡은 道
臣이 되어 한 해가 흉년 들고 역사가 커지는 것에 있는 것이다. 이 행차를

정지하라는 소식을 듣고서 마음으로 매우 기쁘고 다행스러워서 시로써 그
것을 기록한다”20)라고 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과 부모에 대한 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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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내고 있다. 그 시문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散蹤蒙甄叙

흐트러진 발걸음이 견서를 모르니

差官近顯淸

경차관은 현달하고 깨끗한 벼슬에 가깝다네

黃腸尊事體

황창목은 몸 섬김을 높게 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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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에 이 역사를 남겨둔 채 돌아오니

猶勝得專城

오히려 한 고을의 원이 된 것보다 낫다네

이 작품은 부모에 대한 효심을 엿볼 수 있다는 시이다. 수련에서는 흐트
러진 발걸음이 견서를 모르니 경차관의 벼슬은 현달하고 깨끗함에 가깝다
고 하여 경차관 벼슬을 잘 묘사하고 있다. 함련에서는 황창목은 몸 섬김을
높게 하는 것이고 흰 머리는 은혜와 영화를 많이 받았다고 하여 임금의 은
혜를 그리고 있다. 황창목은 임금의 관을 만드는 데 쓰이던 질이 좋은 소나
무이다. 경련에서는 길이 멀어 어머님 안부 묻고 받드는 걸 끊게 하고 마음
은 영남으로 떠남을 실행키 어렵다고 하여 어머님을 봉양하려는 애절한 심
정을 드러내고 있다. 미련에서는 지금 이 역사를 남겨둔 채 고향으로 돌아
오니 오히려 한 고을의 원이 되어 어버이를 봉양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여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을 잘 묘사하고 있다. 專城은 專城之養으로 한 고
을의 원으로서 그 어버이를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도 위의 시문과
마찬가지로 화은은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를 봉양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詩序와 시를 보기로 하자. “임인 11월 18일 망가진 역참을 일으키
려고 어천 찰방이 되었는데 어천이 비록 망가진 역참이지만 역참이 묘향산
20) 이시항, 앞의 책, 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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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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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있으니 또한 고향과 가까워 부모를 찾아뵐 수 있다. 노닐면서 구름
과 남기를 감상할 수 있어 마음이 매우 즐겁다. 이에 삼가 감사드리는 날에
시로써 기쁨을 기록한다”21)라고 하여, 어천찰방이 비록 망가진 역참이지만
묘향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부모를 모시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있
다. 아래에서 그 시를 보기로 한다.
西郵除命下彤闈

서쪽 역참에 제수한다는 명령 붉은 대궐에서 내려오니

休道藍丞職事微

남승의 직책이 작다고 말하지 말라

前聖亦云魚所欲

앞서 성인도 또한 어천 지방을 원하는 바라고 하였고

好官誰似馬如飛

좋은 벼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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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의 붉은 비단옷으로 바
꿀까

이 작품은 수련에서는 서쪽 역참에 제수한다는 명령 붉은 대궐에서 내려
오니, 남승의 직책이 작다고 언급하지 말라고 하여 어천 찰방이 된 것을 흡
족해 하는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다. 함련에는 앞서 성인도 어천 지방의 관
직은 원하는 바이고 좋은 벼슬은 누가 말이 나는 것 같다고 하였는가라고
하여 어천 찰방이 괜찮은 자리라고 한 선인들의 근거를 들고 있다. 경련에
서는 가는 길에 단군굴을 찾아보니 참으로 신선의 자취이고 고향으로 돌아
가 부모를 뵙고 노래자처럼 때때옷 입었다고 하여 고향의 유적을 말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는 마음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미련에서는 스스로
으쓱거리게 하는 恩榮이 향리에서 빛나니 어찌 장차 대낮의 비단옷을 조정
의 붉은 비단옷으로 바꾸겠는가라고 하여 금의환향이 조정에서 벼슬하는
21) 위의 책, 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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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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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 더 낫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로 보아 자신이 출세하고 고향으로 금
의환향한 것이 조정에서 관직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언급함으로써 그의
귀향의식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에서 <宿雲鄕本第>2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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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歡迎吾弟與吾兄

환영해 줌은 나의 동생과 나의 형이라네

高堂喜氣春融海

고당의 기쁜 기운은 봄이 바닷물에 융화함이고

小閤羞顔月隱城

소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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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의 정황을 엿보고 알려주네

이 작품은 운향의 본가에서 자면서 지은 시이다. 수련에서는 삼공과 바
꾸기 어려운 것은 이 고향의 벼슬의 영화로움이니 천리 길 고향으로 비단
옷 입고서 간다고 하여 고향의 관직 제수와 금의환향을 묘사하고 있다. 함
련에서는 아무개에 있는 언덕을 지나가 보니 아무개에 있던 물은 그대로
이고 기쁘게 맞아주는 건 나의 동생과 형이라고 하여 고향의 산수와 형제
를 잘 묘사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고당의 기쁜 기운은 봄이 바닷물에 융화
함이고 小閤의 부끄러워하는 얼굴은 달이 城에 숨은 듯하다고 하여 부모와
小閤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미련에서는 가장 좋은 건 평상 앞에 있는 두

소녀인데 한 글씨로 먼저 대문의 정황을 엿보고 알려준다고 하여 두 소녀
가 대문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보고 미리 알려준다고 묘사하고 있다. 여기
서 ‘候門情’은 陶淵明의 <歸去來辭>에 나오는 ‘稚子候門’에서 용사한 것으
로,‘문밖에 마중 나와 문안인사를 드리는 의미’인데 이를 통해 화은 이시항
22) 위의 책, 권2, <雲鄕本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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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歸去來의식을 엿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이시항은 한양에서 관료생활을 하면서도 늘 고향을 그리워하
고 고향에서 벼슬살이하면서 부모를 봉양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러
한 고향과 부모를 생각하게 된 원인은 물론 부모를 생각하는 효심에서 나
온 것으로 여길 수 있겠다. 그러나 다른 원인은 현실 정치의 부조리에서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정치 현실은 평안도와 함경도의 유생들은 벼슬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조리한 정치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
아들이고 고향에서 산수를 즐기면서 여생을 보내려는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이로써 서북지역 문인인 이시항의 생애와 관료적 삶과 현실인식을 나름
대로 분석ㆍ검토하여 보았다. 그는 1672년 평안도 운산에서 태어나 유상운
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스승에게서 수학하던 10대 이전에 지은 누님, 기
생, 김경서 장군 등과 관련된 시문을 통해 화은의 작문관, 인생관, 국가관
등이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수학기에 지은 작품을 볼 때 기
성 작가 못지않은 창작 실력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화은의 경우,
10대 이전에 창작한 작품이 문집에 실려 있기 때문에 작가의 초기 의식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그의 교우로는 조태억,
이광좌, 서명균, 이정제, 윤순, 김유, 최창대, 이직검, 박필성, 조문명, 조태
로, 조정만, 이제최 등이 있었다.
요컨대 첫째, 임금께 충성하고 부모께 효도하는 충군ㆍ효친의식이 그의
시문에 직설적으로 표현되었고, 낮은 관직을 희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의식이 형성된 배경으로, 그 하나는 평안도와 함경도 사람들에게 다
시 과거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준 임금에 대한 은혜와 충성심의 발로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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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다. 다른 하나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인정하려
는 현실긍정적 의식으로 볼 수 있겠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정치 현실은
양반이나 기호 사람들이 아니면 높은 벼슬에 등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만년기 관료적 삶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향의식이 있었기 때문
에 한양에서 관료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은 고향에 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의 원인은 물론 부모를 생각하는 효심의 발로로 볼 수
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부조리한 현실 정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안도와 함경도의 유생들은 벼슬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을 수긍하고 고향 산천에서 여생을 보내려는 의지
로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평안도 출신 문인에 대한 연구는 아주 소략한 형편이기 때문에
서북지방 출신 문인에 주목하여 연구한 이 논문은 어느 정도 연구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울러 화은의 창작물을 통해 문학론을 분석하는
작업은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이 논문은 2015년 7월 17일에 접수되어,
2015년 8월 13일에 심사를 의뢰하여 8월 28일에 심사 완료되었으며,
2015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수정하여
2015년 9월 16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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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3)

A Study of HwaEun Lee's poetical works*
Yang, Seung-yi

This study aims to look at the life of Hwaeun Lee Si‐Hang and his
poetic world. Lee Si‐Hang, born in Pyeongan‐do,was a bright child
who attained fame as a genius. He began to read at age three and won
first place in the Examination of Country Magistrates at age eight.
Yoo Sang‐Woon, the then-governor of Pyeongan province, heard of
Lee Si‐Hang’sand called him to Gapyeong‐gwan, which was situated
in Yeongbyun, for testing, after which he admitted the truth that Lee
Si‐Hang was a child prodigy. After the test, Lee Si‐Hang became
a pupil ofYooSang‐Woon and studied in Pyeongyang. In 1696, he
passed the Jinsa Examination (the first examination for office) at age
twenty‐five and entered government office with aposition as

Nangkwan (the 5thGradeOfficial); after that, in 1699, he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the highest level state examination) and
became the Jeongrang of the Ministry of War. Subsequently, he
successively filled various posts, such as the Governor of Taecheon,
Eocheon Chalbang, the Magistrate of Deokcheon, etc.
This study looks at his perception of reality based on his life as a
bureaucrat. Lee Si‐Hang studied under Yoo Sang‐Woon from his
childhood. He witness the corrupt party strife and social realities
during his experiences in Seoul, in the country and royal court, and
among ordinary people, and acknowledged that appointments of
governmental officials were dependent on lineage and native place. I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2S1A5B5A07037670)

和隱 李時恒 詩文學 世界의 硏究 167

was the social reality that no person, no matter how great, could
attain a high rank if he was not from the noble class (yangban) and
the metropolitan area. He made an effort to break down such
irrationalities in society, ridding himself of greed to rise to a high
rank, and held a post under the government near his hometown. He
thereby demonstrated that he wanted to aim for a reality‐oriented
bureaucratic life byresisting the irrationalities of the society and
practicing filial piety towards his parents.
Key Words : HwaEun, ShiHang Lee, life of a poet, state of consciousness of a poet,
anthology of HwaEun Lee's works, consciousness regarding realities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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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삼대록>에 나타난 구미호 화소의 의미기능 고찰
- ‘환상성의 의미변화’와 ‘악녀 형상화 방식’을 중심으로 강우규*

24)

目

次

Ⅰ. 서론
Ⅱ. 구미호 화소와 서사전개의 관련양상
Ⅲ. 구미호 화소를 통해 본 환상성의 변화와 의미
Ⅳ. 결론

【국문초록】
<임씨삼대록>에서 구미호는 악녀의 천상 존재본원으로 등장한다. 이는 환상성

의 표상으로서 구미호의 성격 및 기능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서사문학
에서 구미호는 현실 속 기이한 존재로 등장하는데, 이는 환상이 곧 현실인 ‘일원적
환상성’으로 파악된다. 반면 <임씨삼대록>의 구미호는 악녀의 존재를 해명하기 위
해 등장하며, 환상과 현실이 뚜렷이 구분되는 ‘이원적 환상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17세기 인간의 부각이라는 시대적 사유방식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부각이라는 시대적 사유방식의 변화 속에서 고전소설은 점차 선악의 대
립구도를 확립해나가고, 악인을 구체화하기 시작한다. <임씨삼대록>의 ‘구미호 화
소’는 선악의 이분법적 인물형상화 속에서 악녀를 선인과 대등한 존재로 형상화하
는 새로운 인물 표현 방식이며, 악인들이 결탁하고 악행을 자행하는 것에 개연성
을 부여해주는 서술원리로 파악된다. 이러한 새로운 악녀 형상화 방식은 <임씨삼

* 남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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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록>이 독자의 욕망에 입각해 대중성을 확보하려는 시도 중의 하나로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 <임씨삼대록>, 구미호, 일원적 환상성, 이원적 환상성, 악녀, 사유방식, 서술

원리

Ⅰ. 서론
<임씨삼대록>은 <성현공숙열기> 연작의 후편이며, 삼대록계 국문장편

소설 중 하나로서 그동안 학계의 많은 관심을 받은 작품이다. 따라서 이 작
품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유형적 성격을 밝히는 유형일반론적 연구1)
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는 복수주인공 특히 남
주인공들의 통과의례적 일대기에 주목하여 작품의 서사적 특징을 살핀 경
향이 강하였다.
소설의 서술자가 갈등을 설정하고 다루는 방식은 그 작품의 문제의식과
관련된다. 따라서 작품이 현실을 매개하고 반영해내는 문제의식의 진지성
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선인형 인물의 행위만이 아니라 악인형 인물의 행위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 <임씨삼대록>은 옥경군주, 옥선군주, 남연
랑 등 악녀들의 악행이 복수주인공들의 단위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작품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서사가
전개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작품에서 ‘惡人敍事’3)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1) 문용식, ｢가문소설의 인물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181쪽; 임치균, 뺷조
선조 대장편소설 연구뺸, 태학사, 1996, 1～353쪽; 조용호, 뺷삼대록 소설 연구뺸, 계명출판사,
1996, 1～482쪽; 강우규,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182쪽 등.
2) 조혜란, ｢악행의 서사화 방식과 진지성의 문제 - <현몽쌍룡기>를 중심으로｣, 뺷한국고전
연구뺸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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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것이다. 따라서 악인에 대한 관심은 <임씨삼대록>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다.4)
<임씨삼대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악인들 중에서도 옥경군주, 옥선군주,

남연랑 등의 악녀들은 서사전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인물의
중요도 때문일까? <임씨삼대록>에서는 옥경군주, 옥선군주, 남연랑 등의
전생담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 중 옥경군주와 옥선군주의 존재본원은
천상의 구미호로 나타난다. 본고는 이러한 전생담에 나타난 구미호 화소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서사문학 속 구미호와 비교할 때, 그 형상이나
환상성의 측면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고전서사문학의 구미호 화소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환상성’5)과 ‘현대적 재해석’6)에 관한
3) 여기에서 악인서사는 악인들의 악행과 그 결과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작품에서 악인들의 악행은 악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또 다시 악행을 벌이는 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악행과 그 결과를 분리해서
논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4) 김문희, ｢<성현공숙렬기>의 ‘임유린’ 서사를 읽는 재미｣, 뺷한국고전연구뺸25, 한국고전연
구학회, 2012, 265쪽. 여기에서는 <성현공숙열기>가 반동인물인 유린의 악행이 작품의
주된 서사축이라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여기에서는 유린의 인물형상과 악행서사의 구조,
유린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등을 분석하였는데, 유린은 고전소설의 전형적 악인이 아니라
현실적 욕망을 추구하는 범속한 인간으로 서술자의 반감과 동정의 이중적 시선을 받는
인물로서 소설적 리얼리티를 창출하여 새로운 재미를 이끌어낸다고 하였다. 또한 유린의
서사가 ‘악행과 고난, 각성’, ‘일탈과 일탈에 대한 징치’가 과다하게 반복되는 서사구조를
지님으로써 쾌락원리를 텍스트에 구현하여 독자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는 <성현공숙열기>가 악인의 형상화에 많은 공을 들인 작품
임을 의미하는데, 후편인 <임씨삼대록>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분석으로 판단된다.
5) 강진옥, ｢변신설화에 나타난 ‘여우’의 형상과 의미｣, 뺷고전문학연구뺸9, 한국고전문학회,
1994, 5～40쪽; 김지선, ｢한중일 여우이야기에 대한 비교학적 고찰｣, 뺷중국어문논총뺸29,
중국어문연구회, 2005, 501～525쪽; 김홍겸, ｢한중일 여우 이미지의 유사성과 차이｣, 뺷동양
학뺸5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11, 43～64쪽; 박대복․유형동, ｢여우의 초월적 성격
과 변모 양상｣, 뺷동아시아고대학뺸23, 동아시아고대학회, 2010, 279～315쪽; 박대복, ｢｢三韓
拾遺｣에 나타난 香娘의 寃死와 上帝․九尾狐의 관련양상｣, 뺷語文硏究뺸 41-4, 한국어문교
육연구회, 2013, 161～190쪽; 이명현, ｢구미호의 이중적 관념과 고전서사 수용양상｣, 뺷우리
문학연구뺸41, 우리문학회, 2014, 213～239쪽; 이윤경, ｢여우의 이중성과 불교적 변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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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등으로 대별된다.7) 이중 ‘환상성’과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구미호(여우)의 환상성을 긍정적 성격과 부정적 성격으로 이원화하고, 긍
정적인 神聖에서 부정적인 怪異(또는 魔性)으로 그 성격이 변모해갔다거나,
단선적 변모가 아닌 신성과 마성이 타협하고 충돌하면서 다양한 양상을 형
성한다고 설명한다.8) 이러한 논의들은 고전서사문학에 나타난 구미호의
환상성을 분류하고 그 사적 전개 양상을 살피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
러나 구미호의 환상성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작품에서 어떠한 기
능을 담당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임씨삼대록>의 ‘구미호 화소’가 서사 전개와 어떠
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 구미호의 환상성이 어떠한
의미기능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의미-뺷삼국유사뺸 설화를 중심으로｣, 뺷돈암어문학뺸12, 돈암어문학회, 1999, 257～268쪽 등.
6) 이명현, ｢이물교혼담에 나타난 여자요괴의 양상과 문화콘텐츠로의 변용｣, 뺷우리문학연구
뺸21, 우리문학회, 2007, 139～169쪽; ｢구미호에 대한 전통적 상상력과 애니메이션으로의
재현:<천년여우 여우비>를 중심으로｣, 뺷문학과 영상뺸8-3, 문학과 영상학회, 2007, 189～
210쪽; ｢영화 <구미호 가족>에 재현된 구미호와 주체와 타자의 문제｣, 뺷다문화콘텐츠연
구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1, 215～240쪽; ｢구미호 이야기의 확장과 억압
된 타자의 귀환-<구미호 여우누이뎐>을 중심으로｣, 뺷국제어문뺸55, 국제어문학회, 2012,
11～41쪽; ｢설화스토리텔링을 통한 구미호 이야기의 재창조-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
미호>에 나타난 주체와 타자를 중심으로｣, 뺷문학과 영상뺸13-1, 문학과 영상학회, 2012,
35～56쪽 등.
7) 본고의 관심은 고전서사문학에 나타난 구미호 화소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미호의
환상성에 관한 선행 논의들만을 연구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8) 고전서사문학 속 ‘구미호 화소’의 환상성에 관한 논의는 강진옥, 앞의 글, 40쪽; 박대복․유
형동, 앞의 글, 308～309쪽; 이명현, 앞의 글, 2014, 235쪽 등을 참조하였고, Ⅲ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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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미호 화소와 서사전개의 관련양상
국문장편소설은 천상의 질서가 지상에서 실현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문장편소설에서는 ‘출생담’이나 꿈 등을 통
해 남주인공의 천상 존재본원을 설명하거나, 천상의 질서를 서술한다. 천상
존재본원이나 천상의 질서는 지상에서 남주인공들이 지닌 비범한 능력의
근원이며, 현실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근거이기도 하
다. 그런데 18세기 이전의 국문장편소설에서 여성인물은 이원론적 세계관
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고, 惡人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
18세기 이후 작품으로 파악되는 <임씨삼대록>은 악인들 특히 악녀형 인

물들의 존재본원을 밝히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옥선군주와 옥경군
주, 남연랑이 전생에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전생의 인연이 현세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옥선군주
와 옥경군주의 전생은 천상의 구미호로 나타난다. 작품에서 이러한 대목은
설성염이 어렸을 때 부친인 설태가가 꾸는 꿈의 내용9), 옥경군주가 회왕의
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40권 40책본 <임씨삼대록> 1권, 51～59쪽(이후 원저 표기
방식은 <제목> 권, 쪽으로 통일함); 김지영 역주, 뺷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임씨삼대록
1뺸, 소명출판, 2010, 48～52쪽. “그때 공이 홀연 한 꿈을 꾸었는데 어는 신선 한 명이 구름을
헤치고 향단 앞에 술을 올리는 한 선동(삼태성 또는 진군, 임창흥)과 예쁘장한 아이 하나
(낭원부인, 설성염)를 앞세우고 붉은 실을 묶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공은 이것을
보십시오. 상제께서 명하시어 이 두 아이로 하여금 백년가약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낭원부인이 반도회(蟠桃會)에 참여하고 돌아가시다가 직녀부인을 만나 회포를 풀고
계셨는데 갑자기 한 줄기 바람이 일어나더니 여와 낭랑의 석갑(石甲)에 갇혀 있던 구미호
가 평소 진군의 풍모를 사모하다가 진군이 속세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는 도망하여 진군을
따르려 하였습니다. 낭아가 크게 노하여 옥황상제께 아뢰고 요정을 사슬에 얽어 여와
낭랑께 보내었으나 구미호는 수천 년 동안 도를 닦아 신통하기가 이를 데 없었으므로
입으로 기운을 토하여 몸을 바꾸고 왕실에 환생하여 진군과 낭원부인의 굳은 연분을
훼방코자 하였습니다. 각목이 영소보전에 아뢰니 옥황상제께서 여와 낭랑께 명하시어
구미호를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라 하셨으나 구미호는 벌써 제 기운을 토하여 공주로
환생하고 예전 몸은 그대로 여와 낭랑의 석갑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 신선들이 어찌할
도리가 없어 옥황상제께 아뢰니 옥황상제께서는 진군과 낭원에게 요정의 환생한 기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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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녀가 되어 설희광의 첩으로 들어가고 임월혜를 납치하여 죽이려고 할 때
남악 위진군(위부인)의 제자들이 임월혜를 구해주고 전생의 인연을 설명해
주는 내용10), 한왕, 옥선군주, 옥경군주 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설희광이
옥경군주의 독화살에 맞아 위중한 지경에서 꾸는 꿈의 내용11) 등으로 나타
진압되거든 속세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군은 낭원과 급히 세상으로 내려가
려고 도망하여 적강한 죄로 수세대 동안 죽을 고비를 지내고 곤경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4～5년을 실컷 겪고 다시 하나로 합쳐 끝없는 복을 누리게 하셨으나 천기는 비밀스러워
누설할 수 없습니다. 저는 월하노인입니다. 특별히 진군과 낭원의 백년가약을 맺는 것이니
공은 이것을 자세히 알고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며 붉은 실을
선동과 여자아이의 발에 매었다. 그때 검은 구름이 기승을 부리고 검은 안개가 자욱하며
비린내가 코를 거슬리더니 구미호 하나가 흉악한 소리를 지르며 금빛털을 곤두세우는
것이었다. 구미호가 진군과 낭원이 가약을 맺은 것에 크게 노하여 두 개의 머리와 아홉
개의 꼬리를 흔들며 입으로 누런 안개를 토하고 한 번 소리를 지르자 집채 같던 몸이
갑자기 산뜻하고 아리따운 미녀가 되었다.” (인용문의 밑줄친 부분은 천상의 존재본원과
현세 인물들의 관계 및 운명을 보여주는 필자 주. 이하 동일)
10) <임씨삼대록> 19권, 31～38쪽; 한길연 역주, 뺷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임씨삼대록 3뺸,
소명출판, 2010, 101～104쪽. “차설. 남악 형산의 위진군이 단오날에 옥경에 조회하러 갔다
가 천상에서 인간 중생의 세계로 내쫓는 일에 대해 듣고 있었다. (중략) 삼태성(임창흥)은
낭원성(설성염)과 삼생의 인연을 맺도록 정하였다. 규벽성 또한 삼태성과 더불어 임씨
가문으로 내려가자 문창성이 그 뒤를 좇았다. 영락황제가 처벌하여 죽은 반연화(남환옥과
남연랑)는 제 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것을 원통하게 여겨 부디 임씨 가문에 원수를
갚기를 갈망하였다. 석가모니가 그 음란하고 간흉한 심사를 밉게 여겨 천신만고 끝에
임씨 가문을 좇을 수 있게는 하였으나 남녀 간의 정을 통하지 못하고 죽은 뒤 대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하였다. 모든 음녀의 원통한 마음이 모이는 가운데 은호(옥선군주), 갈호(옥
경군주) 두 여우가 또 삼태성의 풍모를 흠모하여 따라온 것에 대해 삼태성이 매우 노하여
이 사실을 옥황상제께 아뢰었다. 여와 낭랑이 궁중 마구간에 본래의 모습인 구미호를
만들어 이 둘을 가두었다. 그런데 여러 신선이 옥경에 모이는 날 여와 낭랑이 구미호로
연을 메게 하여 옥경에 이르자 구미호가 도로 은호가 되어 기운을 거두어 세상에 내려갔
다. 갈호 또한 은호와 함께 달아나 태을성(설희광)을 설씨 가문에 내려보내는 것을 보고
태을성의 앞을 방해하였다. 태을성이 문혜성(임월혜)의 아름다운 용모에 마음을 두자
태상노군이 이들이 선계의 법을 어지럽혔다 하여 문혜성은 임씨가 되게 하여 태을성과
인연을 맺게 하였으나 4～5년은 고행을 겪고 3년간은 애간장을 태우게 하였다. 그리고
태을성의 큰 액운이 다한 후에는 태을성이 갈호의 허리를 베어 죽이도록 정하였다.”
11) <임씨삼대록> 22권, 61～65쪽; 한길연 역주, 앞의 책, 222～223쪽. “이때에 설선봉(설희
광)은 큰 액을 당하여 병이 사경에 이르러 혼미한 중, 한 줄기 영혼이 가는 바 없이 한
곳에 이르게 되었다. (중략) 자기는 전생에 본래 옥황상제를 향안 앞에서 모시던 태을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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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이 세 대목을 토대로 악녀인 옥경군주와 옥선군주의 천상 존재본원
에 관한 서사단락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은호(옥선군주)와 갈호(옥경군주)가 삼태성(임창흥)의 풍모를 흠모하여

따라가려고 하자 삼태성이 노하여 옥황상제께 아뢰고 여와 낭랑이 궁중 마
구간에 본래의 모습인 구미호를 만들어 이 둘을 가두었다.
-2 여러 신선이 모이는 날(蟠桃會)에 여와 낭랑이 구미호로 輦을 메게 하여

옥경에 이르자 구미호가 도로 은호, 갈호가 되어 기운을 거두어 세상에 내려
가다.
-3 은호는 삼태성(임창흥)과 낭원부인(설성염)의 연분을, 갈호는 문혜성(임

월혜)과 태을진군(설희광)의 연분을 훼방코자 왕가에 환생하다.

㈀-1에서 구미호는 삼태성을 흠모했던 銀狐와 褐狐를 가두어놓은 살아

있는 감옥과 같은 존재로 등장한다. 이러한 구미호는 기존의 서사문학에
나타난 구미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은호와 갈호라는 두
여우를 합쳐놓은 것으로서 두 개의 머리, 아홉 개의 꼬리, 금빛 털을 가지고
있으며, 크기도 집채만 한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이는 구미호가 하나이
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인 惡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에서 여와는 여러 신선이 모이는 날 구미호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하여 玉
京에 이른다. 이때 구미호는 진군(임창흥)과 태을성(설희광)이 속세로 내려

가는 것을 알고, 입으로 기운을 토해 도로 은호, 갈호가 되어 세상으로 내려
간다. 수천 년 동안 도를 닦은 구미호는 신통력을 통해 자신들을 구속하고

으로 인간세상에 내려올 때 문혜성과 함께 적강하였다. 태을이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어
삼신산에 갔더니 영주를 지킨 명보도군이 그를 맞아 잔치를 열고 환대하였다. 이때 명보도
군의 작은 시녀 행선낭이 좌중에서 술잔을 올리고 있었는데 태을이 취중에 행선낭의
아름다운 용모를 마음에 두고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옥황상제께서는 태을진군이
더디 오는 것에 노하시어 태을진군을 인간 세계로 귀양 보내셨다. 행선낭이 그 뒤를 좇아
인간세계로 내려와 쌍연이 되고 여와낭낭의 연을 메던 갈호 또한 문혜성과 태을진군의
인연을 앗고자 하여 왕가에 환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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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구미호의 몸에서 벗어나 지상계로 내려가는 것이다. 지상으로 내려간
은호와 갈호는 ㈀-3과 같이 각각 조왕의 딸 옥선군주와 한왕의 딸 옥경군
주로 환생한다. 그리고 은호인 옥선군주는 임창흥과 설성염의 연분을 방해
하고, 갈호인 옥경군주는 설희광과 임월혜의 연분을 훼방놓는다. 이러한 옥
선군주와 옥경군주의 악행이 주를 이루는 임창흥과 설희광의 단위담은
<임씨삼대록> 전체 분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비중 있게 그

려지는데12) 옥선군주와 옥경군주의 악행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옥선군주와 옥경군주가 각각 임창흥과 설희광에게 음욕
을 품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옥경군주는 (<성현공숙열기>의 서사에 따라)
한왕이 유배된 후 조왕의 슬하에서 옥선군주와 함께 자란다. 옥선군주와
옥경군주는 과거에 급제한 임창흥과 설희광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각각에
게 월환을 던진다. 천상에서 하나이면서 둘이었던 구미호로서 옥선군주와
옥경군주는 지상에서 자매처럼 함께 자라고, 동일하게 음탕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창흥은 월환을 돌려보내지만 희광은 월환을 간직
하고 돌아간다. 이에 옥선군주는 창흥에 대한 상사로 위중해지고, 조왕이
황제께 사혼을 청해 임창흥의 첩실로 들어가게 된다. 조왕은 또 옥경군주
의 일로 다시 설태사에게 구혼하는데, 설태사는 아들 설희광의 방탕함을
알고 장책으로 죽이려 하고, 이를 들은 조왕은 희광이 죽을 것이라 여기고
옥경군주의 혼사를 포기시킨다.
두 번째 단계는 옥선군주와 옥경군주가 각각 임씨 집안과 설씨 집안에서
가문 내부의 분란을 일으키는 내용이다. 먼저 창흥의 첩실이 된 옥선군주
는 시비 춘교, 묘승 능운, 목지형 등과 결탁해 媤祖父에게 變心丹을 먹이려
하고, 媤父인 초왕의 음식에 독을 타며, 설씨를 모해․납치․살해하려는 등
12) <임씨삼대록>은 남주인공의 단위담을 중심으로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는 ‘임창흥-설희광’의 단위담이고, 두 번째는 ‘임천흥-임재흥’의 단위담이며, 세 번째는
‘임경흥-설희필’의 단위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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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악행을 일삼는다. 임씨 집안 어른들은 照魔鏡과 같은 안목으로 ‘달기
와 같은 옥선군주의 성품’13)을 파악하고 그녀의 악행을 미리 방비하여 막
아낸다. 하지만 임한주, 임희린, 임세린 등이 흉노족의 반란을 진압하러 떠
나고, 옥선군주와 목지형이 친누이(목지란)마저 죽이는 계교를 행하여 설
성염은 살인 누명을 쓰고 유배를 떠난다. 옥선군주는 유배지로 떠나는 설
성염에게 자객을 보내는데, 설성염은 남악 위진군의 구원을 받아 남해에서
천문비서(도술)를 익히며 지내게 된다. 설성염이 없음에도 창흥의 냉대가
계속되자 옥선군주는 淫慾을 참지 못하고 양왕과 사통하고 이 사실이 밝혀
져 시댁에서 쫓겨난다. 이때 임유린(임창흥의 숙부)은 양왕이 옥선군주를
데려가려고 함을 짐작하고, 옥선군주의 가마를 타라국으로 떠나는 배에 싫
어 보낸다.
한편 옥경군주는 설희광과의 혼사가 틀어진 후 한왕에게 돌아가 지내다
가 능운을 만나고, 능운의 스승인 묘월의 도움을 받아 설희광의 첩실로 들
어가게 된다. 묘월은 먼저 설희광과 임월혜의 혼례날에 설희광의 옷에 妖藥
을 떨어뜨려 둘 사이의 금슬을 끊어놓고, 요술로 옥경군주의 모습을 바꿔
회왕의 양녀가 되게 한 후 설희광과 사혼토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묘월
은 구미호가 도를 닦다가 사람의 해골을 쓰고 나와 달기가 된 동굴에서 수
련한 것으로 나타난다.14) 이는 묘월과 옥경군주의 밀접한 관계를 드러낸다.
구미호가 도를 닦다가 달기가 된 동굴에서 수행하는 묘월과 구미호의 후신
인 옥경군주는 ‘구미호 화소’로 밀접한 관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옥경
군주는 혼인 전날 기이한 꿈을 꾸고 살갗이 바늘처럼 변하는 병에 걸려 설
희광과 동침하지 못하고, 이후 요약의 효력이 떨어진 희광이 다시 월혜에
게 매혹된다. 묘월과 옥경군주는 월혜를 납치해 살해하려 하지만, 천문을

13) <임씨삼대록> 8권, 46쪽; 김지영 역주, 앞의 책, 296쪽. “나비같은 눈썹에 일곱 가지
살기를 띠었고 밝은 별, 맑은 물 같은 한 쌍의 눈빛에서 독기가 뿜어 곁에 있던 사람의
뼈에까지 사무치니 이는 마치 녹대에서 주 무왕을 현혹시키던 달기의 후신 같았다.”
14) <임씨삼대록> 17권, 56쪽; 한길연 역주, 앞의 책, 37～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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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월혜의 위기를 짐작한 임유린이 창흥을 보내 방비하고, 남악 위진군
이 보낸 시녀들이 월혜를 구원하여 남해로 간다. 그곳에서 월혜는 의술과
도술, 무예 등을 익히며 지내게 된다. 계략이 실패로 끝나자 묘월은 옥경군
주를 데리고 한왕에게로 도피한다. 즉 묘월과 옥경군주는 기이한 꿈을 통
한 징치라는 천계의 개입과 천문의 뜻을 파악한 임씨 집안 어른들의 방비
에 의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가문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다 쫓겨난 옥선군주와 옥경군
주가 한왕, 묘월, 능운, 오랑캐 무리 등과 결탁해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다. 먼저 옥선군주는 배에 있던 30～40명의 오랑캐들의 음욕을 모두 풀어주
며 타라국에 도착하고, 이후 타라국왕을 유혹해 왕비가 된다. 그리고 옥선
군주는 타라국왕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대장군이 되어 전장에
나간다. 옥경군주 또한 한왕이 반란을 일으키자 묘월로부터 요술을 배워
함께 전장으로 나가고, 묘월과 능운 등이 서로의 소식을 전하며 두 반란 세
력은 결탁하게 된다. 구미호의 화신인 옥선군주와 옥경군주는 은호와 갈호
라는 각각의 존재로서 가문 내적 차원의 惡人으로 악행을 일삼으며 임창흥,
설희광과의 관계에서 단선적인 선악 대결구도를 보여주었다면, 합체된 존
재인 집채만 한 구미호로서 옥선군주와 옥경군주의 결탁 세력은 가문 외적
즉 국가적 차원의 악인으로서 복합적인 선악 대결구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악인의 전생을 보여주는 ‘구미호 화소’가 임창흥과 설희광 단위담을
이끄는 주된 화소로서, 현생의 옥선군주와 옥경군주가 벌이는 악행의 근원
을 설명해주는 것임을 의미한다. 두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자 임희린, 임창
흥, 설희광 등이 출정한다. 묘월과 옥선군주의 요술을 파쇄하며 승전하던
중 희광이 옥경군주의 독화살을 맞아 죽을 위기에 빠지나 때마침 나타난
월혜가 화타의 의술로 살려낸다. 이후 희린의 지략과 天書를 익힌 설성염의
활약 등을 통해 반란은 진압되고, 악인들이 처형당하며 옥선군주와 옥경군
주의 악인서사가 마무리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씨삼대록>에서 옥선군주와 옥경군주 등

<임씨삼대록>에 나타난 구미호 화소의 의미기능 고찰 179

의 악인들은 선인형 인물들의 고난을 야기하는 객체화된 존재로서만 기능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 스스로의 뚜렷한 목표를 지니고 요술을 자행하는
주체적 인물로 서술되고 있다.15) 여기에서 구미호 화소는 악인서사의 전체
적인 전개원리로서, 악인들의 존재본원을 밝히면서 악인들에게 뚜렷한 목
표를 제시해주고 있다.

Ⅲ. ‘구미호 화소’를 통해 본 환상성의 변화와 의미
1. ‘구미호 화소’의 변화와 ‘환상성의 변화’
여우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구미호의 환상성에 대하여 긍정적 성격과
부정적 성격의 이원적 관념이 형성되어 왔음을 논의하였다. 강진옥은 여우
변신설화를 대상으로 여우의 환상성이 神聖과 魔性이 공존하고 있음을 밝
히고, 인간이 변신한 여우의 정체를 확인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여우의
神聖性이 약화된다고 하였다.16) 여우의 환상성과 관련하여 이윤경은 <원

광서학>의 여우를 지혜의 상징으로, <진성여왕과 거타지>, <밀본최사>
등과 관련된 여우를 악의 상징으로 해석하고, 점차 후자인 간악한 요물로
고정되어 갔다고 하였다.17) 박대복․유형동은 <원광서학>, <강감찬>,
<전우치전>, <이화전>을 중심으로 여우의 환상성이 신이에서 괴이로 변

모해가고 있음을 논의하였다.18) 이명현은 <원광서학>, <서구암 전설>,
<강감찬 출생 설화>, <여우구슬>, <전우치전> 등을 대상으로 여우신앙이

신성과 마성으로 분화되고, 이러한 구미호의 신성과 마성이 타협하고 충돌
15) 한길연, ｢뺷유씨삼대록뺸과 뺷임씨삼대록뺸의 비교 연구｣, 뺷語文硏究뺸 38권 4호, 한국어문교
육연구회, 2010, 236쪽.
16) 강진옥, 앞의 글, 5～40쪽.
17) 이윤경, 앞의 글, 257～268쪽.
18) 박대복․유형동, 앞의 글, 279～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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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을 형성한다고도 하였다.19)
이상의 연구에서 살펴본 서사문학 속 구미호는 주인공과 같은 세계 속에
함께 살아가면서,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거나 비범함을 전해주는 존재 또는
주인공에게 퇴치되는 대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주
인공과 동일한 세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는 구미
호는 神聖한 존재로, 주인공의 퇴치대상으로서 구미호는 魔性의 존재로 분
석한 것이다. 이렇듯 구미호가 표상하는 환상성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인간을 중심에 놓고 인간과의 관계에 따라 의미기능을 부여
하는 근대적 사고방식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즉 인간이라는 존재의 부
각으로, 그 외의 존재에게 인간을 설명하기 위한 의미기능을 부여하는 사
고방식에 따라, 설화나 소설 속에 나타난 구미호의 환상성을 파악하고 있
는 것이다.
작품 속 주인공과의 대립 관계를 고려했을 때, <임씨삼대록>의 구미호
또한 魔性의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반동인물을 중심으로, 하늘의 뜻과는
위배되는 방향으로의 기이함을 보여주는 ‘逆天的 幻想性’을 보여주는 것이
다.20) 하지만 <임씨삼대록>의 구미호는 주인공과 대립하는 악녀형 인물의
천상 존재본원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은호와 갈호가 삼태성
을 흠모하여 따르려고 하다가 삼태성의 분노를 사서 본래의 모습이며 살아
있는 감옥인 구미호에 갇히고, 삼태성과 태을진군이 인간세상에 내려감을
알고 인간세상으로 도망쳐 악녀로 환생하는데, 현실 속 주인공과 대립하는
존재는 은호와 갈호가 아닌 바로 악녀들인 것이다.
구미호가 악녀의 존재본원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기존의 서사문학 속 ‘구
19) 이명현, 앞의 글, 2014, 234～235쪽.
20) 한길연, ｢대하소설의 환상성의 특징과 의미｣, 뺷고전문학과 교육뺸29, 한국고전문학교육학
회, 2010, 20쪽. 여기에서는 국문장편소설 幻想性을 ‘天命的 幻想性’과 ‘逆天的 幻想性’ 구분
하고, ‘天命的 幻想性’은 하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구현되는 幻想性으로서 主動人物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逆天的 幻想性’은 하늘의 뜻과는 위배되는 방향으로의
기이함을 보여주는 幻想性으로서 反動人物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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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 화소’와 다른 양상으로서, 환상의 표상으로서 구미호를 활용하는 방식
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초기의 국문장편소설인
<소현성록> 연작 속 ‘구미호 화소’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현성록> 연작의 ‘구미호 화소’는 소운성의 요괴퇴치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소운성의 요괴퇴치담은 소운성의 초월적 능력과 영웅적 성격을 부각
시켜주는 삽입담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데 ‘구미호 화소’는 이 중에서도 일
부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구미호는 소운성이 지닌 삼태성의 정기를 빼앗
으려 하다가 오히려 퇴치되는 존재로서 주인공들과 대립하는 지상계의 괴
이하고 부정적인 존재로 등장한다.21) 기존 서사문학 속 구미호와 마찬가지
로 <소현성록> 연작의 구미호는 주인공과 동일한 세계 곧 현실 속 기이한
존재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반면 <임씨삼대록>의 ‘구미호 화소’는 앞 장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삽입담 차원이 아닌 임희린과 설희광 담위담의 전반
을 지배하는 서사원리로 작용한다. 여기에서 구미호는 현실 속 존재로서
주인공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세계에서 주인공과 대립하는 악녀의
존재 본원으로서 그녀들의 악행 원인과 악인들의 결합 양상, 악인들의 괴
이한 능력 등을 해명해준다. 즉 <임씨삼대록>의 구미호는 ‘환상이 곧 현실
인 일원적 구도의 환상성이 아닌, 환상과 현실이 뚜렷이 구분되는 이원적
구도의 환상성’22)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임씨삼대록>에는 일원적 구도의 환상성을 보여주는 구미호도
존재한다. 임경흥과 설희필 단위담에는 백면도고라는 악인이 등장하는데,
그녀는 안문산 구도동에서 수천 년 득도한 백여우의 변신인 것이다. 하지
만 백면도고는 주인공들과 직접적으로 대립하지 않는다. 백면도고는 악녀
남연랑에게 요술과 변화술을 가르쳐주며 그녀의 악행을 돕는 보조인물로
21) 박대복․강우규, ｢뺷소현성록뺸의 요괴퇴치담에 나타난 초월성 연구｣, 뺷한민족어문학뺸57,
한민족어문학회, 369쪽 참조.
22) 송성욱, ｢고전소설에 나타난 환상적 표상의 몇 가지 층위｣, 뺷聖心語文論集뺸25, 성심어문학
회, 2003, 8～14쪽.

182 東아시아古代學 第 39 輯 (2015. 09) 東아시아古代學會

등장하고 있다. 즉 현실에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일원적 구도의 환상성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주인공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주체적 존재인 악녀 남
연랑의 괴이한 능력을 설명해주는 보조적 존재로서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원적 구도의 환상성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임씨삼대
록>의 ‘구미호 화소’에 나타난 환상성의 변화는 일원적 환상성이 아예 사라
지고 이원적 환상성이 등장하는 단순 변모가 아니며, 일원적 환상성의 성
격이 변모하고 이원적 환상성이 새롭게 등장하는 다원화로 이해되는 것이
다.
이는 전기소설 이후 가정소설, 영웅소설 등으로 전개되는 환상성의 소설
사적 흐름과도 상통한다. ‘현실 속에서 현실적-합리적-정상적인 것과 공
존․대립하는 일종의 불가해한 체험으로 대두되는 전기소설의 환상성이
소설사의 흐름에 따라 후퇴하고, 영웅소설과 같은 대중소설에서 가상적 허
구를 통해 창조된 일종의 의도된 반현실로서의 환상성이 대두하는’23) 변화
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상성의 변화’는 시대적 사유방식의 변화와 관련된다. 고전소설
의 시대는 문학사의 시대구분에 있어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해당한
다. 이는 미셸 푸코의 표현을 빌리면 고전주의적 사유와 근대적 사유가 혼
합되어 있는 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고전주의적 사유의 특성은 유사성의
원리에 입각한 재현과 동일자의 연쇄라고 할 수 있다.24) 이 사유는 주체와
대상을 한 평면 위에 연결시켜서 한 점을 중심으로 도표화시키는데, 인간
역시 그 도표의 한 항목을 차지할 뿐 그들의 주체성은 사라진다. 따라서 고
전주의적 사유에서 인간과 환상성은 현실적 존재의 측면에서 자연이라는
도표의 한 항목으로서 동일하다. 소설시대 이전 서사문학에서 현실적 존재
로서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구미호는 이러한 일원적 또는 평면적 구도
23) 강상순, ｢고소설에서 환상성의 몇 유형과 환몽소설의 환상성｣, 뺷古小說硏究뺸15, 한국고소
설학회, 2003, 36～37쪽 참조.
24) 미셸 푸코, 이규현 역, 뺷말과 사물뺸, 민음사, 2012, 423～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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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상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근대적 사유에서 인간
은 지식의 대상이자 주체로서 부상한다.25) 이제 도표는 더 이상 평면이 아
니라 입체의 형상을 띄고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자리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
적 존재이며 동일자의 연쇄로 이해되던 환상성은 후퇴하고, 인간을 설명하
기 위한 환상성, 인간의 유희를 위한 도구적 측면의 환상성이 대두하게 되
는 것이다.

2. ‘구미호 화소’와 악녀의 형상화 방식
초기 전기소설의 환상성은 환상이 곧 현실인 일원론적 구도를 보여주었
다. 전기소설에서 이계와의 체험은 시공간적 차원뿐 아니라 현실모순을 드
러내는 문제의식의 차원에서 현실세계의 연장선 위에 놓이며 따라서 현실
문제를 간접적 혹은 역설적으로 제시해주는 일원적 구도26)를 보여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아인 주인공과 세계인 현실 사회의 갈등을 전개시켰다.
이후 본격적인 소설시대로 접어들면서, 17세기의 소설들은 인간의 부각이
라는 시대적 사유방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천상계와 지상계가 분리된 이원
적 구도의 환상성을 보여준다. 또한 주인공과 현실 사회가 직접적으로 갈
등하는 것이 아닌, 인간과 인간의 대결 즉 선악으로 대비되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대결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17세기 전반의 <운영전>, <홍길동전>, <동선기> 등은 이러한 전개양

상을 보여주는 초기의 작품들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작품들에는 이원적 구
도의 환상성을 통해 주인공들의 존재를 해명하고, 그들의 운명을 판독하는
서사들이 대두하며, 특(<운영전>), 초란(<홍길동전>), 안기와 호손달희
(<동선기>) 등과 같은 악인형 인물들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25) 위의 책, 429쪽.
26) 장효현, ｢형성기 고전소설의 현실성과 낭만성 문제｣, 뺷민족문학사연구뺸10, 민족문학사학
회, 1997, 1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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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주인공과 현실 사회의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악인들은 보조
적 인물로서, 주인공의 시련극복이나 영웅적 활약에서 부수적인 역할을 보
이는 경향이 강하였다.27) 본격적인 선악의 대결구도는 이후 <사씨남정
기>, <창선감의록> 등과 같은 17세기 장편소설에서 형성되었고, 선악의
대립구도가 복선화음의 구조를 견인해내면서 소설사적 전환이 이루어진
다.28)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과 같은 17세기 장편소설에서 이원적 구

도의 환상성은 胎夢이나 啓示夢, 천상계의 직접적인 개입 등으로 보다 구체
화되며, 이를 통해 주인공들은 천상계의 대리인이자 천상의 질서를 지상에
실현시키는 주체로서 그려진다. 이와는 달리 악인에 대한 관심은 보다 현
실적인 측면에서 작품 속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사씨남정
기>의 경우 단선적 선악 대결구도를 바탕으로 惡女 교채란을 현실적이고
개인적 욕망에 충실한 인물로 그려낸다. 소설사적 측면에서 교씨는 善과의
갈등을 반복하는 ‘反善’으로서 실체화되고 비중 있는 악인으로 처음 등장했
다고 할 수 있다.29) <창선감의록>은 복수의 선인과 복수의 악인들이 복합
적 선악 대결구도를 보여주는데, 이 작품에서는 악인형의 인물을 복선화음
의 담론이 적용되는 人物群과 개과천선의 담론이 허용되는 人物群으로 분
화하고 있다.30) 이는 인간이 지닌 욕망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
으로, 악인이 반드시 배타적이고 징치되어야하는 존재가 아님을 의미한
다.31) 이러한 악인의 다원화는 이전 시대보다 악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의
27) 김정숙, ｢｢雲英傳｣과 ｢洞仙記｣ 속 惡人 탄생의 의미｣, 뺷漢文古典硏究뺸21, 韓國漢文古典學
會, 2010, 223쪽; 정환국, ｢17세기 소설에서 ‘악인’의 등장과 대결구도｣, 뺷漢文學報뺸18, 우리
한문학회, 2007, 569～576쪽 참조.
28) 정환국, 앞의 글, 581～583쪽.
29) 조현우, ｢<謝氏南征記>의 惡女 형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뺷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뺸1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320쪽.
30) 김수연, ｢<창선감의록>의 ‘개과천선’과 악녀(惡女) 무후(無後)｣, 뺷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뺸
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353쪽.
31) 17세기 국문장편소설인 <소현성록> 연작에도 이러한 악인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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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을 보여준다.
18세기 이후 가정⋅가문소설이나 영웅소설 등은 독자 대중의 욕망을 의

식해 보다 극명한 선악의 대립을 보여주고, 선인의 승리와 악인의 징치를
보다 자극적이며 통속적으로 구체화한다.32) <임씨삼대록>의 ‘구미호 화소’
는 이상의 소설사적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임씨삼대록>의 ‘구미호 화소’는 첫째, 기존의 서사문학에서 살펴볼 수

있는 현실 속 괴이한 구미호[일원적 환상성]를 악녀들의 존재본원[이원적
환상성]으로 설정함으로써, 그녀들의 外樣이나 성격을 구체화하고 현실 속
에서 그녀들이 악행을 자행하는데 개연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이는 선인과
악인의 도식적 구분을 넘어서는 새로운 표현으로 이해된다. 선인과 악인의
구분이 없이 공통적으로 이원론적 세계관에 입각해 존재본원을 기술하여
선인과 악인을 대등하게 그려냄으로써, 기존의 인물 유형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악인의 형상화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33)
둘째, ‘구미호 화소’는 악인들의 결탁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악녀들에게
괴이한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그녀들의 악행을 보다 흥미진진하게 서술하
며, 이를 통해 선악의 극명한 대립구도를 형성한다. <임씨삼대록>에서 惡
女 옥선군주와 옥경군주의 천상 존재본원은 구미호이고, 이들과 결탁하는

많은 악인들 또한 구미호와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작품 속에서
묘월은 구미호가 도를 닦다가 人形을 얻어 달기로 變身한 태행산의 동굴에
서 수련하고, 능운은 이러한 묘월의 제자이다. 옥선군주와 옥경군주는 각각

명현공주의 투기를 두둔하는 한상궁의 발언이 그것이다. “다만 투기는 부인이면 당연히
갖는 것입니다. 윤부인이 형부인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탁문군이 무릉의 여자를 보고
백두음을 지어 슬퍼하였으며, 소혜도 조양대가 없었으면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주가
나이 어려 투기하는 마음은 보통의 일이니, 가히 허물하지 못할 바입니다.”(이대본 <소현
성록> 6권, 63～64쪽; 정선희 역주, 뺷소현성록2뺸, 소명출판, 2010, 179～180쪽)
32) 김정숙, 앞의 글, 223쪽 참조.
33) 조혜란, ｢취향의 부상-<임씨삼대록>의 반복서술을 중심으로｣, 뺷고전문학연구뺸37, 한국
고전문학회, 2010,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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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운과 묘월로부터 요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무수한 악행을 자행한다. 옥
선군주 및 옥경군주와 직접적인 관련을 없지만, 또 다른 악인인 백면도고
또한 수 천 년을 득도한 백여우로 등장하고 있다. 즉 악인의 형상화, 악인들
의 밀접한 관계조직 등에 있어 ‘구미호 화소’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악녀를 형상화하는 방식으로서 ‘구미호 화소’는 <임씨삼대록>의
작자가 독자의 욕망을 수용하여 대중성을 확보하려는 시도 중의 하나로서
이해할 수 있다. <임씨삼대록>은 性愛를 장면으로 제시하여 관능성을 환
기하거나, 화려한 도술의 사용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연극을 통한 유희적
인 웃음을 제공해 작품의 흥미 즉 통속성을 강화하는 작품으로 파악되는데,
34)

‘구미호 화소’를 통한 악녀의 형상화 역시 이러한 경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임씨삼대록>에서 ‘구미호 화소’는 천상의 존재로서 구미호의 음란
성을 부각시키는데, 이는 구미호의 幻生인 악녀를 끊임없이 조롱하고 잔인
하게 징치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옥선군주는 공주라는 높은 신분에도 불구
하고 임창흥의 첩실이 되는데, 임씨 집안에서 보낸 작은 가마를 타고 시댁
으로 간다. 이때 길거리의 사람들이 그 가마를 가리키고 웃으면서 한 마디
씩 하는데, ‘군주가 측실 며느리가 되어 가는 행렬이 가소롭다거나, 계집아
이가 외간 남자를 후리려고 월환을 던지고 상사병이 들었다거나, 얼굴은
달기같이 곱지만 낯에 모진 기운이 있다거나, 임씨 집안에 달기가 가서 어
찌 견디고 照魔鏡을 비추면 물러가지 않을까?’35) 등 옥선군주를 조롱하거
나 비하하는 말들을 주고받는다. 길거리 사람들의 조롱과 비하를 들으면서
도 옥선군주는 분노를 삼키고 훗날을 다짐할 뿐 어찌하지 못한다. 이는 작
품 속 모든 인물들이 악녀의 음란함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독자
들에게 악녀를 동정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후 옥선군주는 가문 내
에서 벌였던 악행이 밝혀져 포박당한 채 임씨 집안에서 쫓겨난다. 이때 옥
선군주가 죽인 목지란의 시녀는 옥선군주의 가슴을 찧고 살을 할퀴어 밭고
34) 최수현, ｢<임씨삼대록>의 여성인물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9, 154쪽.
35) <임씨삼대록> 8권, 42～43쪽; 김지영 역주, 앞의 책, 294～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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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같이 만들고 피부를 잘근잘근 뜯는다. 또 宮奴, 宮卒들이 옥선군주에게
침을 뱉고, 심지어 옥선군주에게 달려들어 입을 맞추며 그대가 사통한 奸夫
만큼은 될 것이라며 의기양양해하는 모습도 보인다.36) 아무리 악행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하더라고 이 정도의 수위로 악행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징치한다는 것은 작정하고 서사에서 무의식적 욕망과 쾌락을 펼쳐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37) 즉 <임씨삼대록>의 작자는 ‘구미호 화소’를 통해 전
생에서부터 옥선군주를 음란한 여인으로 규정하여 악녀를 동정의 가치가
없는 순전히 악한 인물로 확정하고, 현실 속 악녀를 철저하게 조롱하고 비
하하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징치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Ⅳ. 결론
본고에서는 <임씨삼대록>의 구미호가 기존의 서사문학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구미호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구미호를
주인공과의 관계에 따라 神聖 또는 魔性으로 파악했던 기존의 연구에 이의
를 제기하여, 작품이 창작되고 향유되었던 시대적 사유 속에서 구미호가
표상하는 환상성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 의미기능은 무엇인가를 살피고자
하였다.
<임씨삼대록>에서 구미호는 악녀의 천상 존재본원으로 등장하는데, 이

는 환상성의 표상으로서 구미호의 성격 및 의미가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서사문학에서 구미호는 현실 속 기이한 존재로 등장하는데, 이는
환상이 곧 현실인 일원적 구도의 환상성으로 파악된다. 반면 <임씨삼대
36) <임씨삼대록> 15권, 27～29쪽; 최수현 역주, 뺷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임씨삼대록 2뺸,
소명출판, 2010, 234～235쪽.
37) 김문희, 앞의 글, 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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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의 구미호는 악녀의 존재를 해명하기 위해 등장하며, 현실과 환상이 뚜
렷이 구분되는 이원적 구도의 환상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17세기
이후 인간의 부각이라는 시대적 사유방식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부각이라는 시대적 사유방식의 변화 속에서 고전소설은 점차 선
악의 대립구도를 확립해나가고, 악인을 구체화하기 시작한다. <임씨삼대
록>의 ‘구미호 화소’는 선악의 이분법적 인물형상화 속에서 악녀를 선인과
대등한 존재로 형상화하는 새로운 인물 표현 방식이며, 악인들이 결탁하고
악행을 자행하는 것에 개연성을 부여해주는 서술원리로 파악된다. 이러한
새로운 악녀 형상화 방식은 악인에 대한 조롱과 비하, 자극적 징치 등과 함
께 <임씨삼대록>이 독자의 욕망에 입각한 대중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임씨삼대록>의 ‘구미호 화소’에 나타난 환상성의 변화와 ‘구
미호 화소’의 의미기능에 대하여 파악해보았다. 이는 고전소설의 중요한 테
마로서 ‘환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이해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
만 ‘구미호 화소’라는 작은 소재적 차원에서 환상성의 변화와 그 의미를 추
출하다 보니, 다분히 한정적인 논의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다. 고전소설의
환상성에 관한 기존의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환상성의 범주를 보
다 확대하여 고찰한다면, 보다 명확한 논의가 가능해지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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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nsideration of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Gumiho
Hwaso in Imssisamdaerok
-Focusing on the change in the embodiment of an evil woman in fantasyKang, Woo-kyu
In Imssisamdaerok, Gumiho Hwaso appears to explain the origin of
an evil woman’s being, which demonstrates that the fantasy of the
Gumiho had changed. In the previous narrative literature, a Gumiho
appears as a peculiar but real being, implying that fantasy is the very
reality, that is ‘unitary fantasy’. Meanwhile, in , the Gumiho is
revealed as a ‘dualistic fantasy’ to explain the evil woman’s existence.
This change in fantasy appears to have originated from a change in
the mode of thinking during.
With this change in thinking, classical novels gradually established
a contrastive structure between good and evil, and thus concretized
the villains. Gumiho Hwaso in Imssisamdaerok is a way of expressing
a new character who can embody an evil woman as equivalent to a
good human being within the dichotomous structure of the good and
evil in most characters and is understood as a principle of description
that provides the probability that villains will collide and commit evil
deeds. This new mode of embodying the evil woman figure can be also
understood as an attempt to secure popularity for Imssisamdaerok
based on readers’ desires.
Key Words : Imssisamdaerok, Gumiho, unitary fantasy, dualistic fantasy, evil
woman, mode of thinking, principle of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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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지>의 서사적 특징과 대중문화적 가치
게임 스토리텔링과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이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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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태원지> 서사의 유희성과 대중문화적 성격
Ⅴ.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태원지>를 새롭게 읽기 위해 게임 스토리텔링의 특징을 적용해서
분석한 것이다. <태원지>에는 게임 스토리텔링의 특징인 ‘단계 이동의 탐색 서사,
공간의 스토리텔링, 대안적 우주’가 나타난다.
<태원지>의 핵심적인 서사는 ‘해양표류와 요괴퇴치’, ‘태원정복과 대흥국 건국’

이다. <태원지>의 요괴퇴치 과정은 아이템을 획득하고, 적의 공격을 받고 대응하
며 퀘스트를 수행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게임의 스토리텔링과 유사하다. <태
원지>의 정복과정은 거점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적과 싸워 세력을 형성한 후 영
토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방식과 상당히 흡사하다.
<태원지>에서는 태원이라는 허구적 세계를 상정하고 그곳에 <삼국지연의>의

질서를 채워 놓았다. 이렇게 기존 소설에 나타난 상상력을 수용하여 허구적 공간
의 구축하는 것은 게임의 공간 스토리텔링 방식과 동일하다. 블리자드의 게임을
* 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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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 대부분의 RPG 게임은 톨킨의 <반지의 제왕>을 계승하여 허구적 공간을
구성한다. <태원지>의 공간이 전적으로 역사와 현실의 맥락에서 벗어난 가상공간
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게임의 공간 구성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태원’이라는
허구적 공간이 당대의 대안적 우주로 창조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태원지>가 게임 스토리텔링과 유사한 서사적 특징을 갖는 까닭은 이 작품이

진지한 독서물이라기 보다는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공상놀이의 성격을 가진
대중적인 판타지이기 때문이다. 판타지의 세계에서 주인공과 동일시하여 공상놀이
를 하는 것은 일종의 위안과 도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상놀이가 상상력의 유희
적 활동에 머물거나 쾌락을 위한 욕망의 분출로 끝나면 한낱 백일몽에 불과하게
된다. <태원지>에서는 천명(天命)이라고 하는 사회적 의미를 판타지 세계에 결합
함으로써 자신의 내적 만족을 찾고자 한다. 즉, <태원지>에서는 몰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천명(天命)이라는 명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몰입 과정에 작용하는 이데올로기는 주체의 당위적 명분을 위해 선악을
구분하는 경계로 작동하는 허구일지 모른다. 자신이 선(善)의 주체가 되어 이상적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의 폭력으로
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자신을 위로하는 판
타지인 것이다.
주제어 : <태원지>, 탐색 서사, 공간의 스토리텔링, 대안적 우주, 게임 스토리텔링,

대중적 판타지

Ⅰ. 서론
기존의 고전소설 연구는 개별 작품에 대한 감상과 비평에서 출발하여 다
른 작품과의 관련성, 인접 장르와의 장르교섭, 나아가 문학사의 총체적 구
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고전소설의 고유한 문학적 가치와 문
학과 사회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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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 충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감수성과 대중문화의 관점에서 고전소설을 이해하
거나 문화산업의 관점에서 고전소설의 해석을 확장하는 데는 기존 연구와
다른 새로운 관점이 요구된다.1) 우선적으로 고전소설과 현대의 대중들과
의 소통지점을 찾아야 한다. 즉, 오늘날 대중의 감수성에 부합할 만한 고전
소설의 이야기 요소를 찾아내고, 고전소설과 오늘날 대중문화의 상상력이
만나는 창조의 지점을 찾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전소설의 중세적 상상력이 근대적 상상력을 전복할 수 있
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세적 상상력을 재해석했을 때 일상에 갇힌
현대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인식의 전
환이 필요하다.2) 그리고 텍스트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수용자의 해석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대화의 장이라는 관점의 변
화가 필요하다.3)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고전소설 <태원지>의 서사적 특징을 게임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게임의 고전소설 모
티브 수용과 영향, 혹은 고전소설의 게임 시나리오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
이 아니라 오늘날 게임 스토리텔링의 특성과 게이머의 향유방식을 통해서
<태원지>를 새롭게 읽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즉, <태원지>를 게임적인

서사로 분석하여 당대인들이 소설을 유희의 대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탐
1)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고전소설을 분석한 대표적 선행연구로는 다음의 논의가 있다.
김탁환, ｢고소설과 이야기 문학의 미래｣, 뺷고소설연구뺸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5∼28
쪽; 조현우, ｢<옹고집전>과 자아 동일성의 문제｣, 뺷어문연구뺸36-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231∼253쪽; 조현우, ｢고전소설의 현재적 가치모색과 교양 교육｣, 뺷한국고전연구뺸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55∼82쪽; 한길연, ｢고전소설 연구의 대중화 방안｣, 뺷어문학뺸
115, 한국어문학회, 2012, 249∼287쪽; 한길연, ｢<매트릭스>와의 비교를 통해서 본 <숙향
전>의 의미와 가능성｣, 뺷고소설연구뺸33, 한국고소설학회, 2012, 333∼367쪽.
2) 김탁환, 위의 글, 17쪽.
3) 이명현, ｢문화콘텐츠시대 고전소설 연구 경향과 방향｣, 뺷어문론집뺸57, 중앙어문학회,
2014, 65쪽.

196 東아시아古代學 第 39 輯 (2015. 09) 東아시아古代學會

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전소설에 접근하는 것은 기존 연구 영역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
라 연구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4) 고전소설과 게임을 대중문
화라는 공통의 맥락과 자장 속에서 해석하는 시도는 기존의 연구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고전소설 서사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태원지>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고, 기
존 논의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태원지> 해석을 위해서 게임 스토리텔링
을 적용하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태원지>에 내
재된 게임의 속성과 유사한 서사적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게임이 플레이어에게 몰입을 유도하는 것처럼 <태원지>의 서사도 향유층
에게 상상력을 통한 몰입이라는 놀이적 성격을 제공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Ⅱ. <태원지>에 대한 기존 해석과 논의의 출발
<태원지>는 해양 표류와 요괴퇴치, 신대륙 정벌과 새왕조 건설 등 우리

고전소설에서 보기 드문 소재를 다룬 작품이다. 김진세는 특히 새왕조 건
설에 주목하여 <태원지>를 조선후기 사회인들의 이상향을 그린 소설로 가
치를 높게 평가하였다.5) 그러나 이후 <태원지>를 중국 작품으로 주장하는
4) 이에 대해 한길연의 아래와 같은 주장은 음미할 필요가 있다.
‘고전소설을 무조건 현대적 감수성과 결부시키려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고전소
설 연구자가 습관적으로 고전소설을 과거의 것으로 가두어 버리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략…) 중세적 상상력은 근대적 상상력을 뛰어넘어 탈근대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 갈 상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다.(한길연,
｢고전소설 연구의 대중화 방안｣, 뺷어문학뺸115, 한국어문학회, 2012, 256쪽)’
5) 김진세, ｢太原誌攷-이조후기 사회인들의 Utopia를 中心으로｣, 뺷영남대학교논문집뺸1∼2,
영남대학교, 1968, 1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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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등장하면서 학계에서는 한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6)
최근에 들어 임치균이 <태원지>의 국적을 조선으로 논증하면서 국적문
제가 재론되었다.7) 이후 홍현성, 허순우, 김용기 등의 후속 연구에서도 조
선 창작설이 수용되고, 확장되면서 국적 문제는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
다.8) 작년에 황미숙이 <태원지>가 중국소설 <신무전>의 번역이거나 번안
일 수 있다는 정황을 추정하였지만9)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
다. 여전히 국적 문제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있지만, <태원지>가 창작소설
이든 번안소설이든 조선후기 소설 향유층에게 수용되었다면 그 내용을 분
석해서 당대인이 의식을 살펴보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태원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태원이라는 신세계에서 새왕조를

건설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임치균10), 홍현성11), 김용기12)
는 <태원지>에 나타난 ‘표류와 정복’이 기존의 세계인식을 탈피하거나 극
복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비해 허순우13)와 이명현14)은 임성 일행으로
6) 조희웅, ｢낙선재본 번역소설 연구｣, 뺷국어국문학뺸62․63 합집, 국어국문학회, 1973, 266∼
267쪽; 박재연, 뺷中國小說繪模本뺸, 강원대학교출판부, 1993, 156∼164쪽.
7) 임치균은 ‘조선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 ‘동몽선습과 동일하게 역사를 제시’,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 탈피’ 등을 근거로 들어 <태원지>를 조선의 소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임치균, ｢<태원지> 연구｣, 뺷고전문학연구뺸35, 한국고전문학학회, 2009, 358∼368쪽).
8) 홍현성, ｢<太原誌> 시공간 구성의 성격과 의미｣, 뺷고소설연구뺸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302∼315쪽; 허순우, ｢중화주의 균열이 초래한 주체의식의 혼란과 극복의 서사 -<太原
誌>｣, 뺷고소설연구뺸33, 한국고소설학회, 2012, 215∼246쪽; 김용기, ｢<太原誌>의 서사적
특징과 왕조교체｣, 뺷고소설연구뺸34, 한국고소설학회, 2012, 202∼207쪽.
9) 황미숙, ｢<태원지> 서사분석에 의한 국적 규명｣, 뺷한국고전연구뺸2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343∼370쪽.
10) 임치균은 천명(天命)이 실현되는 곳이 중국이 아닌 태원이라는 가상의 공간임을 주목하
여 오랑캐의 중국지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당대의 변화된 화이관(華夷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임치균, 위의 글, 375∼380쪽).
11) 홍현성은 임치균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태원지>의 시공간을 미지(未知)/기지(旣知)의
틀로 분석하여 태원은 기존 화이질서를 부정하는 새로운 세계라고 주장하였다(홍현성,
앞의 글, 302∼315쪽).
12) 김용기는 탈중화(脫中華), 탈역사(脫歷史)를 통한 신세계(新世界)의 지향이라는 점에서
는 임치균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김용기, 앞의 글, 202∼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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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되는 조선후기 당대인들이 오랑캐가 지배하는 중원을 인정하지 않을
때 자신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대안의 세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제시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태원에서 또 다른 중화를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태원지>에 대한 기존 논의의 핵심은 조선후기의 세계인식 문제이다.

태원에서 새왕조 를 건국하는 것이 중화주의 세계관을 극복한 것인지 아니
면 중화주의를 고수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대안의 부재인지에 대한 주장이
다.15) 이러한 분석은 <태원지>를 향유한 조선후기 소설독자층의 세계인식
과 사상사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연구이다.
그런데 작품의 주제의식과 관련하여 중화주의 세계관과 천명(天命)에 대
한 분석에 집중한 나머지 이야기 자체의 서사적 매력에 대한 탐구는 소홀
한 것이 아니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고전소설을 대중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당대 대중들의 판타지이자 여가시간의 유희의 대상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16)
이러한 측면에서 <태원지>의 요괴퇴치와 정복서사는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스토리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세계를 떠나 낯선 공간
에서 요괴를 퇴치하고, 이계(異界)를 정복하여 새로운 왕조를 창건하는 이
야기는 당대인들의 꿈과 욕망을 환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환상성은 등치적
리얼리티를 거부하여 현실을 일탈하고자 하는 욕구이거나 이를 통해 발생
하는 미적 태도라 할 수 있다.17) 환상성은 대중의 욕망과 관련을 가진다.
13) 허순우는 <태원지>에는 새로운 세계인식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화이관과 조선중
화주의를 고수한 계층이 기존 가치가 균열되고 있는 것에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 나타난
다고 주장하였다(허순우, 앞의 글, 215∼246쪽).
14) <태원지>에는 중화라고 하는 기존 세계의 모순을 인식했지만 모순된 상황을 해결할
구체적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타자의 세계에 주체의 중화를 강요한 방식이 나타난다고
하였다.(이명현, ｢<太原誌>의 표류와 정복에 나타난 타자인식｣, 뺷다문화콘텐츠연구뺸14,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3, 275∼300쪽.)
15)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국적문제를 중요한 전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16) 이명현, ｢<김진옥전>의 대중성-도식성과 환상성을 중심으로-｣, 뺷동아시아고대학뺸18,
동아시아고대학회, 2008, 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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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에 대한 충동은 권태로부터의 탈출, 놀이, 환영(幻影), 결핍된 것에 대
한 갈망 등을 통해 현실에서 주어진 것을 변화시키려는 욕구에서 기인한
다.18) 즉, 환상성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듦으로써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현실에 호명하여 즐거움, 도피, 회복, 위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태원지>에는 분명 조선후기의 세계인식이 반영되어 있고, 당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당대인들이 <태원지>를 향유
한 밑바탕에는 환상을 통해 일상적 현실을 일탈하려고 하는 욕망이 표출되
고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태원지>에 나타난 어떠
한 서사적 특징이 향유층을 이야기에 몰입시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해
체하는 상상력의 세계를 제공하는 것인가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오늘날 대표적인 판타지 장르인 게임 스토리텔링
의 요소를 <태원지> 분석에 적용하여 게임과 <태원지>의 유사한 특징과
관련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온라인게임에서 스토리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19) 문학에서의 스토리는 시간성의 영향을 받지만 온
라인 게임의 스토리는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 플레이어가 탐색하는 공간마
다 각기 고유한 내적 스토리가 숨겨져 있으며, 그것을 선택적으로 찾아내
자신의 스토리로 전환시키는 것이 온라인게임의 진행 방식이다.20) 이러한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 게임의 스토리텔링은 크게 배경이야
기와 임무 설정으로 나누어진다.21)
게임은 유저가 퀘스트(Qwest;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용자가
17) 로지 잭슨, 서강 여성학회 옮김, 뺷환상성뺸, 문학 동네, 2004, 36∼37쪽 참조.
18) 캐스린 흄, 한창엽 역, 뺷환상과 미메시스뺸, 푸른나무, 2000, 55쪽.
19) 게임은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하여 유저의 플레이에 의해 상호작용적인 스토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서사와는 구분되는 비선형성, 인터랙티브 등의 특징이 나타난
다. 이러한 특징은 매체의 특성에 기인한 게임 스토리텔링의 고유한 성격으로 고전소설과
같은 문자 서사에 적용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20) 이용욱, ｢온라인 게임의 서사적 지위 연구｣, 뺷한국언어문학뺸64, 한국언어문학회, 2008,
340쪽.
21) 고욱, 이인화 외, 뺷디지털스토리텔링뺸, 황금가지, 2003, 20쪽.

200 東아시아古代學 第 39 輯 (2015. 09) 東아시아古代學會

수행해야 하는 임무 또는 행동)를 수행하기 위해 단계를 이동해야 하는 탐
색의 서사이다. 게임에서 탐색의 과정은 공간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퀘스트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이미지와 그 공간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배경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 게임의 스토리 진행은 주인공의 공간탐색 이야기로 되어 있고 주
인공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게임 내내 일정한 장소로 이동한다.22) 컴
퓨터 게임은 잘 짜여진 시작과 끝 그리고 그 과정 위에 짜임새 있는 연결보
다는 계열체적 구조 및 공간적인 구성과 같은 이용자의 구체적인 행위(임
무수행)를 통해 이야기가 구성된다.23)
본고에서는 게임 스토리텔링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특징이 <태원지>에
도 유사하게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당대인들이 <태원지>에서
느꼈을 서사적 매력을 게임 스토리텔링과 연관지어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한
다.

Ⅲ. <태원지>에 내재된 게임 스토리텔링의 요소
<태원지>의 핵심적인 서사는 ‘해양표류와 요괴 퇴치’, ‘태원정복과 대흥

국 건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각각 단계에 따라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는 서사이다. 임성 일행은 오랑캐 원의 추적을 피해 바다로 도망치
지만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다. 임성 일행에게 바다와 제도(諸
島)는 그들의 세계 인식을 벗어난 곳이자 중원의 질서가 통용되지 않는 야

만스러운 미지(未知)의 공간인 것이다. 이렇게 낯설고 혼돈으로 가득한 공
간에는 기존의 질서 밖의 존재, 즉 이방인과 요괴가 존재한다.24) 임성 일행
22) 최혜실, 뺷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뺸, 다미디어, 2007, 40∼41쪽.
23) 고욱, 이인화 외, 앞의 책, 26쪽.
24) 이명현, ｢<太原誌>의 표류와 정복에 나타난 타자인식｣, 뺷다문화콘텐츠연구뺸14, 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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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는 천명(天命)을 받들어 새왕조를 건국하는 것이다. 이들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낯선 세계의 요괴와 투쟁하면서 바다의 여러 섬을 이동한다.
이 과정을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단계

장소

요괴 및 적대자

탐색과 모험의 내용

1

영도

응천대장군

2

자정동

쥐가 변한 요괴 고양이 가죽으로 퇴치(흰 고양이로 변신)

3

어느 섬

이무기

4

무인도

비고

종황의 술법과 임응의 신명봉으로 퇴치
석웅황으로 퇴치
쌀 1천석과 고기 수백덩이를 얻음

초월계의 원조

5

신명동

원숭이 요괴

6

여인국

여우요괴

개가죽으로 퇴치(누런 개로 변신)

7

어느 섬

금빛 지네

닭의 깃털로 퇴치(누런 큰 닭으로 변신)

8

바다 위

9

신기루

남해 광덕 용왕 임성에게 천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물러남 시험과 인정

10

귀도

잡귀

11

귀도 근해 순풍이 천리안

종황의 주문과 임응의 용맹으로 퇴치

전국 옥쇄를 얻음

건국의 당위성

종황이 부적으로 퇴치
종황이 진법으로 퇴치

게이머가 선택한 캐릭터는 한 공간에서 아이템을 발견하고, 적의 공격을
받고 대응하며 퀘스트를 깨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이러한 반복된 행
동의 과정을 통해서 게임의 스토리텔링이 진행된다.25) 이와 같은 게임시나
리오의 서사는 적대자를 물리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고난과 고난해결, 목
표설정과 달성과정의 반복을 난이도에 따라 거듭하는 고전서사의 구성과
유사성이 나타난다.26)
<태원지>의 해양 표류와 요괴 퇴치 과정을 살펴보면 게임과 유사한 퀘

스트를 수행하는 탐색의 서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성은 천명(天命)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3, 280쪽.
25) 김윤선, ｢<삼한습유>의 디지털스토리텔링 활용 방안- RPG 게임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4, 21∼22쪽.
26) 신선희, ｢고전서사문학과 게임 시나리오｣, 뺷고소설연구뺸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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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존재이지만, 중원의 천명(天命)은 아직 오랑캐 원에게 있기 때문에
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왕조를 창건해야 한다. 결국 임성이 수행해야 하
는 임무는 중원을 탈출하여 새로운 세계에서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임
성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중원과 신세계 사이에 놓인 바다를 건너가
야 하지만,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난 이들에게는 결핍된 것이 너무도 많다.
현실적으로 대양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안전한 배, 숙련된 선원, 식량이 필
요하고, 물을 구하기 위한 일정한 거리의 기착지가 있어야 한다. 임성 일행
은 대양을 항해하면서 결핍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바다 곳
곳의 섬에서 살고 있는 요괴와 싸워야만 한다.
임성 일행이 처음 도착한 곳은 중원에서 멀지 않은 영도라고 하는 섬이
다. 이 섬에는 응천대장군이라는 요괴가 있다. 응천대장군은 주변 수적(水
賊)을 사로잡아 자신의 부하로 삼고 일대 오백여리를 지배하고 있다. 임성

일행은 응천대장군과 싸워 이기고, 그의 부하 중에서 반수와 여의가 항복
한다. 반수와 여의는 두 척의 배와 90여명의 부하를 데리고 임성 일행에게
투항한다. 반수와 여의의 합류는 임성 일행의 결핍 중 안전한 배27), 숙련된
선원을 해결하는 장치가 된다.
임성 일행은 항해에 필요한 자원과 부하를 획득한 후 다시 항해에 나서
자정동의 쥐 요괴, 어느 섬의 이무기를 퇴치한다. 퇴치 방법은 종황이 도술
을 부려 부적으로 요괴의 천적을 불러오는 것이다. 종황은 제갈공명, 유백
온 등을 모델로 창조한 인물로 임성 일행의 군사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이
렇게 일행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게임에서 전사, 마법사, 궁수, 힐러
등이 모여 파티(party)를 구성하는 것과 유사하다. 특히 종황의 부적은 게
임 캐릭터 중 마법사의 스크롤을 연상하게 한다.
27) 임성이 얻은 이 배는 마치 게임의 아이템처럼 신비한 능력이 내장된 마법의 배로 묘사된
다. “  남기 극히 고이야 도채로 어도 날이 드지 아니고 도로 사라 도도라져
흔젹이 업고  셔쵹 됴흔 비단으로 돗 며 광 찬난고  우 등츩으로 닷줄을
여시니 만년이라도 허지지 아닐지라 보화와 졍긔 즙물을 득이 시러시니 그 수
니로 혜지 못너라”(<태원지>, 권지일 2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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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 일행은 태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렇게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요괴와 싸워 이겨서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반복한다. 이와 같은 임성 일행의 해양 표류 과정은 아이템을 획득하
고, 적의 공격을 받고 대응하며 퀘스트를 수행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게임의 스토리텔링과 유사하다.

위의 두 그림은 <태원지>의 해양표류 과정과 게임 퀘스트의 유사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아래 그림은 블리자드가 2008년도에 제작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리치왕의 분노>28) 중 얼음왕관 성채 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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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도식화한 것이다. <태원지>와 게임은 단계를 이동하며 점점 강한 상
대자와 대결하여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한다. 영웅소설과 게임은 ‘시련을 통
한 영웅의 성장’이라는 공통된 서사문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사전개에
서 유사점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태원지>의 탐색과정을 굳이 게임과 연관시켜 논의하는 것은
<태원지>의 해양 표류와 요괴퇴치 과정이 전형적인 영웅소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서 <태원지>의 해양표류를 자아성취를 위한 ‘영웅
의 시련’으로 분석하여, 임성 자신이 천명(天命)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정
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하였다.29) 그러나 <태원지>의 주인공 임
성은 탐색과 모험을 통해서 영웅의 자격을 획득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그 스스로 요괴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는다. 부적을 준비하고 진법을 펼치
고, 실제 요괴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물리치는 인물은 종황을 비롯한 일
행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괴가 등장하는 이유가 임성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대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괴들이 임성 일
행을 공격하는 것은 식인이 목적이지 임성(혹은 임성으로 상징되는 숭고한
가치)을 획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태원지>의 ‘해양표류와 요괴퇴치’는 ‘주인공의 내적 성장’이나 ‘주제의

식과 관련된 서사적 인과성’30)보다는 단계적으로 다양하고 보다 강한 요괴

28) 리치왕 아서스가 아제로스를 공격하자 얼라이언스(휴먼, 드워프, 노움, 등의 종족)와 호드
(오크 연합)가 일시적으로 연합하고, 여기에 칠흑의 기사단이라는 스컬지의 일부 세력이
합류하여 반 스컬지 세력을 형성한다. 연합군이 리치왕 아서스를 물리치기 위해 노스랜드
를 공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29) 이 주장은 천명(天命)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는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임성이 탐색과
모험의 주인공인가라는 점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김용기, ｢<태원지>의 海洋
漂流와 島嶼間 이동의 의미｣, 뺷도서문화뺸41,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3, 228∼232쪽)
30) <태원지>의 ‘해양표류와 요괴퇴치’에 이러한 성격이 없다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다. 영웅
의 성장과정에는 당연히 내면적 성장이 동반하기 때문에 주제의식과 관련한 서사 전개가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태원지>에서는 이러한 성격보다 요괴퇴치담이 반복 확대
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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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등장시키려는 서사장치의 성격이 강하다. <태원지>에서는 에피소드 상
호간의 서사적 인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보다는 게임에서 퀘스트의 미션
을 완료하고 다음 퀘스트로 이동하는 것처럼 한 섬에서 요괴를 퇴치하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다음 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임무와 단계 이동이라는 게임의 스토리텔링과 유사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해양표류와 태원정복이라는 두 서사가 연결되는 과정에도 적용
할 수 있다. 임성 일행이 해양에서 마지막으로 대적한 요괴는 순풍이와 천
리안이다.31) 이 둘은 해양 요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최종적인 적대자이다.
임성 일행이 상대한 요괴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는 측면에서 마지막
에 등장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임성 일행이 이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다
음 태원에 도착해야 하는 이유는 별도로 나타나지 않는다. 임성 일행은 순
풍이와 천리안을 제거한 후 27일 후에 태원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순차적으
로 도착할 뿐이다. 게임에서 하나의 퀘스트를 마친 후 다른 퀘스트를 수행
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태원지>에서도 새로운 임무
를 수행하기 위해 태원에 도착하는 것이다.
임성 일행은 태원에 도착한 후 해양표류와는 전혀 다른 임무, 즉 태원을
정복하고 왕국을 건설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임성 일행의 태원의 여러 나
라와 전투를 벌이면서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을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의 표와 같다.

31) 천리안과 순풍이는 도교의 호위신이라 할 수 있다. 보통 천후궁 문 양쪽에 서 있는데
천리안은 사지를 내놓고 윗도리를 풀어헤치고 오른손에 창을 들고 왼손을 눈썹에 대고
먼곳을 바라보는 형상을 하고 있다. 순풍이 역시 비슷한 차림새에 왼손으로는 붉은 뱀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방천화극(方天畵戟)을 들고 귀를 귀울여 소리를 듣는 모습으로 서
있다. 이들 천리안과 순풍이 옆에 또 가악(加惡)과 가선(加善)이라 불리는 호위신이 있어
넷을 다 같이 사대해신(四大海神)이라 부르는데 이 모두가 불교의 사대금강(四大金剛)을
본떠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진기환, 뺷중국의 토속신과 그 신화뺸, 지영사, 1996,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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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공격 대상

상대자

전쟁의 내용

비고

1

서안국 청릉현 청릉현 태수 정열

장사꾼으로 변장하여 야습

2

서안국 도주성 도주자사 악니길

일기투 이후 공성

3

서안국 서진방 서진방사 진원현

종황의 전술(매복과 우회기동)

4

서안국 정벌군 대장군 방쌍

종황의 전술(유인 매복)

방쌍 항복

5

서안국 도성

국왕 유원정

압도적 병력으로 포위 공성

국왕 자살

6

금국 원정군

대도독 조충

화공과 매복(적벽대전과 유사)

조충 전사
목평경 항복

악니길 항복

7

금국 방어군

도총병대도독 안정국 일기투, 팔방매복, 거짓정보 유인책 안정국 전사

8

금국 도성

국왕 금요채

종황의 도술

국왕 자살

9

토국

국왕 토평장

250만 대군이 10로로 진격

항복 귀순

10

목화수 3국

목화수 3국 국왕

사신을 보내 항복을 권유

천하통일

<태원지>의 정복과정은 거점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적과 싸워 세력을

형성한 후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방식
과 상당히 흡사하다. 임성 일행은 태원에서 은거한 선비 평이기를 만나 태
원의 지도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태원의 지리 정보와 국가 구성, 행정체계
등의 정보를 획득한다.
태원이 텬하 듕퇴라 다 나라히 각각 분여시니 듕앙은 토국이니 국왕
셩명은 토평쟝이오 동방은 목국이니 국왕의 셩명은 목무신이오 셔방은 금국이
니 국왕의 셩명은 금요오 남방은 화국이니 국왕의 셩명은 화명승이오 븍방은
슈국이니 국왕의 셩명은 슈망궁이니  나라 다 진방이 잇고  진방의
각각 일  잇고 의 각각 일 균현이 이시니 디방이 각각 수만여 리리라
오국을 합야 니진 십만여 리니다32)

태원은 오행의 원리에 따라 토목화금수 다섯 나라로 이루어진 대륙이다.
각국은 ‘진방, 주, 군현’의 행정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공간 구성은
태원이라는 허구적 세계를 상정하고 그곳에 <삼국지연의>의 질서를 채워
32) <태원지>, 권지이 3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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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이렇게 기존 소설에 나타난 상상력을 수용하여 허구적 공간을 구축하는
것은 게임의 공간 스토리텔링 방식과 동일하다. 블리자드의 게임을 비롯하
여 대부분의 RPG 게임은 톨킨의 <반지의 제왕>을 계승하여 허구적 공간
을 구성한다. 아래의 그림은 <WOW-리치왕의 분노>의 허구적 공간이다.

<태원지>의 정복과 전쟁은 삼국지의 세계관 및 병법, 전술, 전략을 태원

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적용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오행의 원리에
따라 국가를 배치하고, 국가 내부의 공간의 위계를 설계하였다. <WOW-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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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왕의 분노>의 맵 역시 <반지의 제왕>의 세계관을 계승하여 얼라이언스
(휴먼, 드워프, 노움, 등의 종족), 오크, 스컬지 등 각 종족의 영역과 영역

내부의 공간적 위계를 구축하였다.
인간은 공간의식에 의해 자신의 신체를 확보하고 신체를 외부 지각에 개
방함으로써 세계를 수용한다. 공간의식은 자아를 세계 속에 위치 지우는
표상 작용을 한다.33) 인간은 공간이라는 배경을 통해서만 자신의 의지를
세계에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간에 역사적 시간을 소거한 현실
과 단절된 가상의 세계34)를 만들면 인간의 직접적 삶을 재현할 필요가 없
는 자유로운 상상력의 공간이 창조된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구축된 게
임의 가상공간은 모든 것이 거짓이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대안적 우주
(alternative universe)35)가 된다.
<태원지>의 공간이 전적으로 역사와 현실의 맥락에서 벗어난 가상공간

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게임의 공간 구성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태원
이 당대의 대안적 우주로 창조된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태원지> 서사의 유희성과 대중문화적 성격
카이와는 놀이의 특징을 ① 자유로운 활동, ② 분리된 활동, ③ 확정되어
있지 않은 활동, ④ 비생산적인 활동, ⑤ 규칙이 있는 활동, ⑥ 허구적인 활
동으로 규정하였고,36) 이러한 놀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곤(Agon;경쟁),
알레아(Alea;운), 미미크리(Mimicry;모방), 일링크스(Ilinx;현기증)의 네 가
33) 고욱, 이인화 외, 앞의 책, 2003, 27쪽.
34) 어떠한 가상공간이라도 완벽하게 현실과 단절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공간은 현실이 연장된 세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 의미하는 것은 상상을 통해
구축된 탈역사화된 영토를 말한다.
35) Jake Horsley, Matrix Warrior,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3, p.5.
36) 로제 카이와, 이상률 옮김, 뺷놀이와 인간뺸, 문예출판사, 1994,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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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놀이 유형37)을 제시하였다.38)
이 중 미미크리(Mimicry)는 일종의 역할 놀이로 특정한 누군가를 모방
하거나 공상을 통해 자신을 다른 존재로 전환하는 것이다. 공상놀이, 어린
시절 소꿉놀이, 배역이 정해져 있는 연극과 영화 등이 미미크리(Mimicry)
의 범주에 해당한다. 컴퓨터 게임에도 미미크리(Mimicry) 유형이 적용된
다. 게임을 시작할 때 플레이어는 가장 먼저 종족 혹은 캐릭터를 선택한다.
플레이어는 게임 안에서 캐릭터, 즉 역할을 가지고 시작한다. 플레이어는
게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군주, 전사 등 다른 존재로 전환하여 상상의
세계에서 유희를 즐기는 것이다. 플레이어는 가상공간에서 현실에서 경험
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한다. 몬스터와 싸우는 전사가 되기도 하고, 전투
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될 수도 있다.
소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반추하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질
문을 던지는 진지한 독서가 존재하는 반면,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공
상놀이로서의 독서 행위도 존재한다. 독자가 소설의 판타지 세계를 상상하
는 것은 주인공 및 작중 상황에 심리적으로 몰입하는 놀이의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37) 이 네 가지 유형은 단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흥미를 유발한
다.
38) 카이와의 네 가지 놀이 유형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로제 카이와, 위의 책, 39∼57
쪽).
구분
아곤(Agon)
성격 대립과 경쟁의 놀이
참가자들의 의지와 실력
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특징
놀이
놀이
조건
주요
놀이

알레아(Alea)
운명과 우연의 놀이
참가자의 능력보다는 외
부적 요인, 특히 운에 의해
승부가 가려지는 놀이.

미미크리(Mimicry)
모의와 흉내의 놀이
자신을 실제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라고 일시적으
로 믿거나 다른 인격으로
가장하는 것.
공정성, 엄격한 규칙 동 순수한 알레아는 오로지 자기만족적 성격이 강하
반,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 운명만이 승리를 결정짓 기 때문에 제약은 거의 받
는 요인이다.
지 않는다.
이 필요하다.
장기, 바둑, 체스, 스포츠 주사위, 도박, 경마, 승자 흉내 놀이, 가장 무도회,
등
맞추기 등
연극, 공연 예술, 코스프
레등

일링크스(Ilinx)
현기증과 흥분의 놀이
참가자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신체적 혹은 감각적
인 몰입상태에 빠지는 것.
규칙과 의지의 지배를 받
지 않는다.
그네, 놀이기구, 등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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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태원지>에는 단계 이동의 탐색의 서사, 공간의
스토리텔링, 대안적 우주에 해당하는 가상공간의 설정 등 게임과 유사한
서사적 특징이 나타난다. 이것은 판타지를 통한 공상놀이로 몰입을 유도하
는 요소들이다.
<태원지>가 공상놀이임을 적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태원에서의 정복

전쟁 과정이다. <태원지>에서 전쟁은 현실에 실재하는 사건이 아니다.
<태원지>에는 전쟁을 수행하는 인물들의 욕망과 비극적 운명,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국가의 횡포 등 전쟁의 이면은 나
타나지 않는다. <태원지>의 전쟁은 병법, 전략의 향연이고, 병력이 증가하
는 세력 확장의 과정이다. <태원지>에서는 임성 일행을 제외한 병사들은
인격체가 아니라 숫자로서 표현된다. 사령관의 역할을 공상하며 상상의 세
계를 즐길 때 부하 장수나 일반 병사는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이다.
다만 쟝슈  이 업고 병이 의 넘지 못니39)
셩듕의 다만 이쳔 인이 잇고 각 방의 다만 삼쳔 인이 이시니 합면 오쳔여
인이오 냥초 죡히 일년을 져당리이다40)
어시의 을 사고 긔계 초와 날노 년습니 갑병이 일만이쳔이라41)
니길이 쇼왈 내  쥬쟝이 되야 인마 다 춍독니 발군미 우어시 어려오
리오 즉시 병부 발야 구군병을 발니 구군병이 을 라고 구치
모닷거 그수 도합 팔만여인이라42)

위의 인용문은 임성 일행이 태원에 도착한 후 서안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39)
40)
41)
42)

<태원지>,
<태원지>,
<태원지>,
<태원지>,

권지이
권지이
권지삼
권지삼

44b.
46b.
47a.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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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을 증가시키는 과정이다. 처음 임성 일행은 100명 정도의 무장 집단이
었는데, 청릉현을 점령하고 5000명의 병사와 1년치 군량을 확보한다. 이후
군대를 조련하여 12000명의 병력으로 확장하고, 도주자사 악니길의 항복을
받아 80000명의 병력을 거느리게 된다.
임성 일행이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을 보면 외부에서 유입된 소수의 무장
세력에 대한 원주민의 반발은 나타나지 않는다. 더구나 다수의 병력이 항
복했음도 지휘계통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항복한 병사들
은 외부 집단을 위해 동족에게 칼을 겨누는 상황인데도 심리적 갈등이나
불만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태원지>의 전쟁이 공상을 통한 역할놀
이이고, 숫자로 표현되는 유희로서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태
원지>는 전쟁의 의미를 성찰하는 서사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소재를 통해
현실을 일탈한 환상을 즐기는 이야기인 것이다. 결국 <태원지>에서 전쟁
은 공상의 영역에서 상상력을 즐기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원지>에서 전쟁은 ‘의도적’으로 발발하고, 최종 목표
를 달성하기 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이러한 방식의 전쟁은 <리니지>
등의 게임에서 발생하는 전쟁의 성격과 유사하다. <리니지>에서의 전쟁은
‘우연히’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어난다. 정확히 말하면 <리니지>에서 전

쟁은 하나의 제도이다. <리니지>의 전쟁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질서이거나,
아니면 질서 속에서 전쟁이 진행된다.43)
판타지의 세계에서 주인공과 동일시하여 공상놀이를 하는 것은 일종의
위안과 도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상놀이가 상상력의 유희적 활동에 머
물거나 쾌락을 위한 욕망의 분출로 끝나면 한낱 백일몽에 불과하게 된다.
독자와 유저는 판타지 세계에 사회적 의미를 결합함으로써 자신의 내적 만
족을 찾고자 한다. <태원지>에서는 천명(天命)이라는 명분이 이러한 기능
을 담당한다.
43) 남송우․권유리아, ｢리니지에 내재된 이중의 정치담론｣, 뺷동북아문화연구뺸18, 동북아시
아문화학회, 2009, 4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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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지>에서 태원 오국은 천명(天命)을 잃은 국가로 묘사된다. 문란한

정치, 빈번한 전쟁, 천문의 변화와 재이를 통한 징조, 참요 등을 통해 태원
오국의 천명이 다했음을 보여주고, 대신 임성이 태원을 통일할 것임을 강
조하고 있다. 사실 임성이 주장하는 천명은 정당한 명분이라기보다는 자신
이 중심이 되는 대안의 세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장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이것은 판타지 세계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중심이 되는 이데올
로기가 작동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원지>를 향유한 당대 독자들이 천명(天命)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판

타지 세계에 어느 정도 몰입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혹은 자신이 투사한 존재)이 이상적 가치의 실현자
가 된다는 것은 강렬한 몰입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
로 2004년에 발생한 <리니지 2>의 바츠 해방전쟁을 거론할 수 있다.44)
바츠 해방전쟁은 <리니지 2> 바츠 서버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거대
혈맹에 대항하여 저레벨의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단결하여 일으킨 전쟁이
다. 이것은 독재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환유하여 해방전쟁을 일으킨 저
레벨 유저들에게 압제에 대한 도덕적 명분을 부여하였다. 이들이 주장한
‘정의와 자유’의 가치에 동조한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바츠 서버에서 인해

전술의 방패막이가 되어 죽어갔다. ‘정의와 자유, 동지애’라는 명분으로 죽
음을 각오한 이들의 모습은 판타지와 이데올로기가 결합할 때 얼마나 강렬
한 몰입을 만드는지 보여주는 것이다.45)
리니지 월드에서 사용자들이 아덴 공성전에서 거대 혈맹에게 승리한 ‘바
츠 해방의 날’ 사용자의 감격을 이인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44) 바츠 해방전쟁의 경과, 사회적 의미, 사이버 민주주의의 한계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구
를 참조할 수 있다.
이인화, 뺷한국형 디지털 스토리텔링뺸, 살림출판사, 2005, 1∼127쪽; 전경란, ｢상호작용
텍스트의 구체화 과정 연구｣, 뺷한국언론학보뺸48권 5호, 한국언론학회, 2004, 188∼213쪽.
45) 이인화, 뺷한국형 디지털 스토리텔링뺸, 살림출판사, 2005, 82∼9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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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PC방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는 사용자들이 목격되었고 게임 안
에서는 아덴성의 메인 홀에서 내복을 입은 평민들이 춤을 추었다. 이 날은 '바
츠 해방의 날'로 선언되었다.46)

물론 <태원지>의 독자들이 임성이 황제가 되는 순간 눈물을 흘리며 춤
을 추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태원을
정복하여 천명(天命)이 구현되는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 자신들의 이념적
가치를 투사하여 판타지 세계에 몰입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몰입 과정에
작용하는 이데올로기는 주체의 당위적 명분을 위해 선악을 구분하는 경계
로 작동하는 허구일지 모른다. 자신이 선(善)의 주체가 되어 이상적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의 폭력으로
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자신을 위로
하는 판타지인 것이다.
<태원지>는 진지한 독서물이라기 보다는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공

상놀이의 성격을 가진 대중문화적인 판타지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스토리텔링과 유사한 놀이적 성격과 유희적 판타지의 요소를 갖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대중문화적 요소를 현실을 재현하지 못하는 저열한 것으로 폄하
하기 보다는 서사의 한 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적 성격을 갖
는 서사는 일부 계층의 문학을 거부하고 보편적인 다수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다. 대중문화는 신분, 계급의 잣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
려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지 않고 이야기 자체의 흥미에 주목하는 것
이다.47) <태원지>에 나타나는 서사의 유희성, 판타지의 요소를 이러한 차
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특정 계층의 가치관이 독점적으로

46) 위의 책, 107쪽.
47) 이명현, ｢<옥루몽>에 나타난 초월적 요소의 성격과 대중성｣, 뺷어문론집뺸53, 중앙어문학
회, 2013, 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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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철되던 조선후기에 유희적 환상이라는 당대 독자들의 기대지평에 부응
하는 새로운 방식의 고전소설이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Ⅴ. 결론
고전소설을 과거의 텍스트로 한정시키면 새로움을 얻을 수 없다. 고전소
설의 문화적 가치는 실체화된 텍스트라기보다는 현실과 지속적으로 교섭
하면서 생산되는 해석의 다양성이라 할 수 있다. 고전소설이 현재적 생명
력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금 현재와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바르트는 텍스트의 즐거움에서 ‘저자의 죽음’과 ‘독자의 탄생’을 말했
다.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은 독자이며 저자는 이점에 관하여 더 이상 특권
적인 지위를 가질 수가 없다는 뜻이다. 텍스트의 의미는 저자의 의도보다
는 독자의 해석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측면에서 <태원
지>의 서사적 매력을 탐색의 서사, 공간의 스토리텔링, 대안적 우주라는 게
임 스토리텔링과의 연관지어 해석하고자 하였다. 비록 논의가 거칠고, 정치
한 분석이 뒷받침 되지 못하였지만, 새로운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15년 7월 30일에 접수되어,
2015년 8월 13일에 심사를 의뢰하여 8월 28일에 심사 완료되었으며,
2015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수정하여
2015년 9월 16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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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and
Popular Cultural Values of Taewonji
With a focus on its similarity to the game storytelling
Lee, Myeoung-hyun
This study analyzes Taewonji for a fresh reading through applying
the characteristics of game storytelling. Taewonji displays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game storytelling, including the exploratory
narrative of stage migration, storytelling about space, and alternative
universes. Its core narratives relate to “drifting in the ocean and
extermination of monsters” and the “conquest of Taewon and founding
of Daeheungguk.” In the novel, the extermination process of monsters
is similar to game storytelling, which involves acquiring items,
getting attacked by enemies and responding to them, carrying out a
quest, and moving to another place. Its conquest process is very
similar to that of strategic simulation games, involving securing a
base, forming power by fighting against enemies by stages, and
expanding one’s territory.

Taewonji assumes a fictional world called Taewon and fills it with
the order of the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Its way of embracing
the imagination of old novels and building fictional spaces is the same
as the spatial storytelling style of games. Most RPG games, including
the ones developed by Blizzard, construct fictional spaces according
to the literary inheritance from The Lord of the Rings by Tolkien. The
spaces of Taewonji are not entirely fictional spaces outside of
historical and real contexts, but it is true that a fictional world called
“Taewon” was created as an alternative universe of the times in a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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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s similar to the spatial construction of games.

Taewonji has narrative characteristics similar to game storytelling
because it is a popular fantasy work, characterized by the playful
building of a fantasy world, rather than a serious reading. Identifying
with the protagonist in a fantasy world and enjoying one’s self in
fantasy play provides a kind of comfort and escape window. When
fantasy play remains an imaginary playful activity or is done for the
simple pleasure, it is nothing but a daydream. In Taewonji, the author
combines a social meaning, called Cheonmyeong, with a fantasy
world, thus attempting to find internal satisfaction. That is, he
repeatedly emphasizes the cause of Cheonmyeong as a strategy for
inducing readers to immerse in the novel. In terms of the immersion
process, the ideology may be a fiction that serves as a boundary
between good and evil for the legitimate cause of the subject.
Imagining an ideal world as the subject of good is to protect oneself
from the violence of reality, in which the values that should be
naturally observed are not observed, thereby constructing a fantasy
to comfort oneself for being forced to live in reality.

Key Words : Taewonji, exploratory narrative, storytelling of space, alternative
universes, game storytelling, popular fant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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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고는 설화와 도시괴담 속 여귀의 변이양상을 고찰하여 이러한 이야기 속 여
귀의 변화된 모습과 행동 이면에 숨겨진 당대 사람들의 사회나 여성 인식의 변화
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여귀가 등장하는 설화와
현대의 여귀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비교해보고, 그 속에 나타나는 여귀의 표출양상
은 또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귀신 소재 이야기 속에는 귀신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이 구체적 형상으로 드러나 있고 우리는 이를 인식함으로써 귀신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에 주목하는 이유와 이
를 통해 그들이 표출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들의 실체를
밝히는 열쇠라 판단했다.
흔히 처녀귀신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여귀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사람
들 사이에서 널리 이야기되고 있다. 그들의 외양은 오랜 시간 속에서도 크게 변하

*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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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지만 그들이 귀신이 된 사연이나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목적 등은 시대에
따라 변모하여 왔다. 이는 우리의 사회가 구술과 문자의 시대에서 시각(영상)의 시
대로 변화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구술과 문자 시대의 산물인 설화에서는 이
야기의 완결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이루어졌다. 이로써 과거 설화에 등장하
는 여귀는 고착된 사회에 균열을 일으켜 공동체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담론 형
성의 기능을 담당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이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에는 자신들이
여귀가 된 이유와 해원의 과정이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여귀설
화는 내용의 전체적 완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반면 현대의 여귀는 실재적
공포를 통해 개인적이고 파편화된 현대사회의 단면을 드러내 보여줄 따름이다. 괴
담 속 여귀는 설화의 그들과 달리, 공동체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담론 형성의 기
능보다는 현대사회의 불안과 공포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한 점은 여귀가 된
이유와 해원이 괴담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 대신, 그들 형상의 강조와 출몰
장소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그들의 형
상 즉 시각적인 부분만을 파편화시켜 기괴하게 묘사함으로써 현대인의 내재된 불
안감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는 해체된 공동체에서 기인한 개인적이고 파
편화된 현대의 특징이 여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주제어 : 설화, 도시괴담, 여귀, 해원, 공포, 담론, 파편화

Ⅰ. 서론
인간을 규정하는 여러 학명들 가운데 ‘Homo sapience’는 타 유기체들과
우리의 근원적 차이를 생각 즉 관념으로 상정하고 있다. 물론 인간만이 유
일하게 자연과 사물의 인식주체로서 존재하고 활동하는가는 별개의 문제
이다. 다만 인간만이 거의 유일하게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반응을 본능
적이기보다는 관념적 인지의 결과로써 표출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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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함께 이러한 인간의 관념적 소산물들이 실증적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여전히 증명되지 않는 부분들 역시 존재하고 있다. 본 고에서 다루고자 하
는 鬼神 역시 인간들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대상 중 하나이다.1)
하지만 귀신이 인간들의 관념 속에 자리하기에 그 인식의 범위가 매우 넓
고 포괄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연구대상의
범주2)를 설정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鬼神은 鬼와 神의 복합개념으로 범신론적 존재였다. “대개 죽은 사람의

혼령, 혹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화와 복을 주는 정령으로 정의하여 왔다
.”3) 星湖 李瀷은星湖僿說에서 神과 鬼神의 關係를 陰陽에 比較해서 說明

하고 天地間에 있는 모든 것에 氣가 있고 氣란 精靈이라 밝혔다. 이는 사람
의 죽음은 陽氣인 魂의 浮散을 뜻하며 浮散하는 魂은 다시 둘로 分化해서
하나는 天界로 上昇하고 하나는 地界로 下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昇天
1) 성기열, 뺷한국 구비전승의 연구뺸, 일조각, 1997, 1～262쪽; 이욱, ｢조선전기 귀신론에 관한
연구｣, 뺷종교연구뺸 15권, 한국종교학회, 1998, 259～275쪽; 조희웅․송효섭, ｢귀신의 정체｣,
뺷한국학논집뺸제 3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원, 2003, 31～42쪽; 이부영, 뺷분석심리학뺸,
일조각, 2011, 1～400쪽; 안병국, 뺷韓國說話硏究뺸, 學古房, 2011, 1～396쪽.
2) 귀신의 범주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임동권과 박성의는
문헌과 민간전승에 나타나는 귀신의 비교를 통해서 귀신관의 차이를 추출했다. 이로써
鬼神觀이 귀신의 분류 시, 중요한 범주가 될 수 있음을 고찰했다. 다른 한편으로 조동일
과 윤주필은 鬼神觀을 철학적으로 접근한다. 예컨대 조동일은 성현, 남효온, 김시습, 서경
덕, 이이의 鬼神論에 나타난 사유규조와 서사 세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鬼神觀을
규명하고자 했다.(河銀荷, ｢귀신이야기의 형성과정과 문학치료적 의의｣,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3～4쪽.) 조희웅은 귀신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유의어의
뜻을 살펴보고 한자 어휘 속에 들어 있는 鬼․神․魂․魄․靈 들의 낱자들이 가지고 있
는 본래의 의미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분리
될 수가 있는데, 이 중 육체 곧 형은 가시적인 부분이고, 정신 곧 기는 불가시적인 것이다.
또한 형에 붙는 靈을 백이라 하고, 기에 붙는 신을 혼이라 하며 혼을 신이라고도 하고
백을 귀라고도 한다. 그런데 신은 양이요 귀는 음이다.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혼신은
하늘로 날아오르고, 귀백은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조희웅․송효섭, ｢위의 논문｣,
31～33쪽.) 본 고는 이들 논의 중, 임동권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의 범주를 정리하
였다.
3) 안병국, 앞의 책,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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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氣는 陽으로서 神이 되는 것이며 下降한 氣는 陰으로 鬼가 된다고 본 것
이다. 金時習 역시金鰲新話의 南炎浮洲志에서 “鬼者陰之靈, 神者陽之靈”
이라 하여 鬼神을 陰陽說로 해석, 결국 이 둘의 견해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4) 이상의 논의들로 미루어 볼 때, 神과 鬼神은 理論的으
로는 區分될 수 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이 둘을 混同하기 쉽다. 때로
는 鬼神이라는 표현에 神과 鬼神이 포함되어 지칭되기도 하며 神明으로서
의 神을 除外하고 惡神으로서의 鬼神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다.5)
이러한 鬼神들은 다양한 형태로 창작․전승되는 이야기에 그려지며 이
를 통해 인간의 삶 속에 그 존재를 드러낸다. 즉 귀신 소재 이야기 속에는
귀신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이 구체적 형상으로 드러나 있고 우리는 이를
인식함으로써 귀신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
에 주목하는 이유와 이를 통해 그들이 표출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들의 실체를 밝히는 열쇠인 것이다.
이야기 속 귀신은 반드시 인간과의 교섭이 전제되어 등장한다. 이는 귀
신이라는 초월적 현상으로써 우리 삶의 모습을 더욱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초경험적인 것과 관련된 귀신의 존재가 주목받았던 것으로 해
석 가능하다. 더하여 인간사회의 내면을 드러내는 하나의 통로로서 기능을
한다.6) 즉 귀신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와 흥미를 주는 데 그치
지 않고 향유층의 사회인식과 문제의식․가치관 등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7) 이명현이 그의 논의에서 말한 바, 미디어에서 재현한 구미호는 고
전서사의 원형을 가공하여 당대에 부합하는 공포의 대상으로 재창조한
것8)이라는 지적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임동권, ｢鬼神論｣, 뺷어문논집뺸 10집, 민족어문학회, 1975, 11～12쪽 참조.
5) 임동권, 위의 논문, 12쪽 참조.
6) 신태수, ｢귀신등장소설의 본질과 그 변모과정｣, 뺷어문학뺸 제 76호, 한국어문학회, 2002,
389～390쪽 참조.
7) 이찬욱․이채영, ｢韓國 鬼神의 原型性과 아랑형 女鬼譚｣, 뺷우리문학연구뺸 24, 우리문학회,
2008, 8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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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이 鬼神들 중 下降한 陰의 氣 즉 鬼를 대상으로 삼는다. 이 鬼神
은 사람이 一生을 苦生, 苦難 속에 살거나 非命橫死 했을 때, 그 靈魂이 陽의
氣로 化하여 昇天하지 못하고 陰의 氣로써 下降해 나타난다. 그리고 이 鬼
神은 자신의 未練과 恨을 사람들에게 危害하는 방식으로 표출한다. 때문에

사람들에게 鬼神은 매우 두려운 존재로 각인되고 있는 것이다.9) 이 중에서
도 女鬼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우리가 인식하는 대표적인 귀신의 형상은 긴 머리를 풀어헤친 女鬼이다.
이들은 대개 억울하게 죽거나 위로받지 못해 원한을 가지고 있는 寃鬼로서,
그 모습은 소복을 입고 피를 흘리는 여성으로 인식된다.10) 고소설 865종 중
에서 원귀를 다루고 있는 작품 대부분에서는 원귀가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11) 현대의 다양한 매체, 특히 TV나 영화 등의 영상매체에서는 긴 머리
여귀의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환기되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귀의 생성
과 변화 등 그 존재양상은 필연적으로 당대 민중의 인식을 반영해 나타나
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의 분석을 위해서는 인간의 심리기제는 물론 여귀
의 모습이 표출된 당시의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이 필요하
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라야마 지준은 조선인들은 처녀귀신인 손각씨와 원
귀를 가장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귀신들은 조선 처녀의 순결
과 과부의 절조를 지나치게 고수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았다.12) 즉 여귀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철저하게 타자화된 여
성 억압의 산물로써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남성에 있어 여성 원귀는 공포
그 자체로 인식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시대의 여귀는 특정 개인을 향한 원
8) 이명현, ｢구미호의 이중적 관념과 고전서사 수용양상｣, 뺷우리문학연구뺸 41, 우리문학회,
2014, 215쪽.
9) 임동권, 앞의 논문, 12쪽 참조.
10) 이찬욱․이채영, 앞의 논문, 95쪽.
11) 안병국, 뺷귀신설화연구뺸, 규장각, 1995, 77쪽.
12) 무라야마 지준, 김희경 옮김, 뺷조선의 귀신뺸, 동문선, 1993, 175～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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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의해 생성․출현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 그 자체의 모순에 의해 발생
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연구자들도 대체로 이와 같은 시각에서 과
거 사회에 등장한 여성 寃鬼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원혼설화․원귀설화
에 나타나는 민중의 인식과 그 이야기가 내포한 사회적 성격 구명을 통해
여귀의 존재의미를 천착한 연구,13) 원귀설화의 현대적 변모와 그 존재양상
에 대한 고찰14)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귀를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랑설화의 아랑이 유교 가부장제에 순응하여 남성 官吏를 통해
해원을 이루는 ‘억압된 존재’로서 그려졌다면 현대의 아랑은 스스로 가해자
에게 복수함으로써 모순이 잔존한 사회질서를 지속적으로 해체시키는 형
태로 등장한다. 이는 해원의 과정에서 사회 질서 내에 再編入되지 않고 지
속적으로 사회에 이와 같은 문제를 공론화 하며 그 기능이 변화되고 있음
을 의미한다.15) 이러한 사실에서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사람들의 여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 속
에 변하지 않고 전승되는 여귀의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예컨대 아랑형 여귀는 산발한 머리에 소복을 입은 피 흘리는 여성의 형
상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이 같은 여귀의 형상은 매체환경의 변화 - 즉 문
헌설화에서 영상으로 - 속에서도 두드러진 차이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
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고 전승되고 있는 여귀에 대한 인식이 반
영된 까닭이다. 그러나 아랑설화의 여귀들이 억울한 죽음의 증거로써 죽던
13) 강진옥, ｢원혼설화에 나타난 원혼의 형상성 연구｣, 뺷구비문학연구뺸 12, 한국구비문학회,
2001, 1～45쪽; ｢원혼설화의 담론적 성격 연구｣, 뺷고전문학연구뺸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35～65쪽; 이부영, 뺷한국 민담의 심층 분석뺸, 집문당, 1995, 1～318쪽; 조현설, ｢남성
지배와 ｢장화홍련전｣의 여성 형상｣, 뺷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뺸, 소명출판, 2003, 10
2～131쪽; ｢원귀의 해원 형식과 구조의 안팎｣, 뺷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뺸 7, 한국고전여성
문학회, 2003, 65～96쪽.
14) 본 논의는 현대에 영화로 재탄생한 ≪아랑≫(2006)과 아랑형 여귀담의 서사구조의 비교
분석과 여귀의 변이양상 고찰을 통해 한국 귀신의 원형성을 아랑설화의 원귀 ‘아랑’에서
찾는다.(이찬욱․이채영, 앞의 논문.)
15) 이찬욱․이채영, 앞의 논문, 10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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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모습 그대로 등장하는 것에 반해, 영화나 TV에서의 여귀들은 ‘공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장치로써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날 뿐이다.16)
즉 사람들의 인식 속 여귀의 형상이 비록 크게 변모하여 나타나지는 않았
으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공포기제’로써의 의미만으로 기능이 축소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이전 괴기담에서 여귀의 형상이 가지는 의미는 공포가 주를 이루
나 그 기저에는 연민과 동정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들 여귀의 성격 차이만이 그 형상
에 부각되어 나타날 뿐이다. 현대 여귀영화에 이르러 비로소 여귀는 공포
의 대상이 된 것이다.17) 결국 현대의 여귀는 그 형상으로 인한 공포심만을
자극할 뿐, 사람들의 인식 속에 연민과 동정은 거세된다. 이렇듯 여귀는 시
대에 따라 변모해 가면서 - 과거의 설화 속에서 뿐만 아니라 - 현재에도
여러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18) 본고에서는 說話
와 도시괴담의 비교를 통하여 - 과거와 현재 - 여귀의 표출양상 변화를 살
펴보고 이것이 함의하는 바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說話와 都市怪談 속 女鬼의 表出樣相
본 장에서는한국구비문학대계19)와 도시괴담20)(이하 괴담)을 대상 텍
16) 이찬욱․이채영, 앞의 논문, 106～107쪽 참조.
17) 백문임, ｢미지와의 조우-“아랑형” 여귀 영화｣, 뺷현대문학의 연구뺸 17, 한국문학연구학회,
2001, 74쪽.
18) 영화가 아닌 현대의 귀신담과 그 속에 나타나는 여귀에 대한 연구는 김종대의 빨간
마스크 연구가 있다.(김종대, ｢도시에서 유행한 <빨간 마스크>의 변이와 속성에 대한
시론｣, 뺷한국민속학뺸 41, 한국민속학회, 2005, 95～121쪽.)
19)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yoksa.aks.ac.kr/)을 이용하여 자료를 발췌하였다.
20) 잠들 수 없는 밤의 기묘한 이야기(http://www.thering.co.kr/). 줄여서 ‘잠밤기’라고 칭한
다. 2003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언론매체 등의 매스컴에 여러 번 소개되어 더욱 유명해졌

226 東아시아古代學 第 39 輯 (2015. 09) 東아시아古代學會

스트로 삼아 여귀의 表出樣相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물론 설화와 괴담
의 비교, 그 자체가 성립되는가 하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상이나 관념 등을 표현해왔으며, 현재와 과
거에서 그 차이란 단지 표현수단과 방법의 다름에 지나지 않는다. 즉 설화
와 괴담 모두는 인간의 언어행위에서 비롯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요
컨대 본고가 천착하고자 하는 바는 두 대상 텍스트간의 상호관련성에 있지
않다. 그 보다 여귀라는 記票가 시대를 초월해 다양하게 생산해내는 記意에
있으며 결국 이러한 변화 기저에 그것을 작동시키는 요인에 있다 하겠다.

1. 說話 속 女鬼의 表出樣相
說話와 怪談 속 女鬼의 表出樣相에 대한 고찰을 위해 여귀의 출현 시간․

공간․형상․ 이유(귀신이 된 사연)․해원(유․무) 총 다섯 항목으로 나누
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설화 속 여귀의 표출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대상
텍스트로한국구비문학대계를 선정, 각각 귀신․처녀․원귀를 그 키워드
로 추출하였다.한국구비문학대계에 총 64건의 귀신관련 기사가 검색되었
고 여귀와 관련된 설화가 이중 11편, 처녀관련 기사 221건 중 7편, 원귀관련
기사 21건 중 8편이 이에 해당했다. 이들 검색어의 총 건수에는 민요자료가
포함된 것이며 귀신․처녀․원귀 키워드에 중복되는 항도 존재하였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모든 자료를 키워드로 정리하여 정밀하게 분석하

지 못했으나 검색된 결과만을 놓고 보았을 때, 처녀와 관련된 설화에서 여
귀의 등장 비중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귀신이라는 키워드에서
여귀의 등장 비중이 높다는 점, 그리고 원귀로 검색했을 때 가장 많았다는
사실은 여귀는 寃鬼라는 우리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처
녀와 원귀의 키워드가 서로 중복되어 나타난다. 이로써 여귀의 寃과 恨은
다. 사람들이 투고한 괴담을 운영자가 선별하여 게시판에 Upload 한다. 사이트 내의 괴담
을 모아서 사이트명과 동일한 제목의 괴담집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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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로 맞은 죽음이 그 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짐작케 한다. 게다가 여성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결연(혼사장애)을 이루지 못하거나, 정절이
유린(의심) 당하는 등의 이유에서 이들이 선택하게 되는 자결의 이면에는
당대인들의 여성 담론이 내재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총 26편의 설화 중, 여귀가 되어 자신과의 결
연을 거부한 대상이 참여한 전쟁을 패배시키는 이야기(10, 13, 17, 20, 23)는
그 내용이 같거나 유사하다. 한편 한국구비문학대계6집 4책의 ｢귀신을
태워준 택시 운전사｣는 택시라는 현대 이동수단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으
므로 전통적인 설화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음절에 논의할 괴담에 가깝게 보
인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앞서 언급한 다섯 항목으로 총 26편의 설화를
정리하였다. 그 정리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이야기의 내용은 생략함)
번호 뺷대계뺸

제목

형상

시간

공간

이유

해원

1

1집
2책

공동묘지

예쁜 모습

저녁

공동묘지

없음

없음

2

1집
2책

귀신이야기

예쁜 모습

저녁

빨래터

없음

없음

3

2집
9책

귀신을 보는 선비

물에 손을 얹고 무엇
저녁
을 자꾸 휘두름

강가

익사

없음

4

6집
4책

귀신을 태워준
택시 운전사

죽었을 때의 복장
눈에 보이지 않음

고개(택시 안)

없음

없음

5

2집
5책

머리를 푼 산발한 모습
귀신의 도움으로 치마를 입었으며 거
저녁
점치는 이경화
꾸로 서 손으로 땅을
짚고 있음

고개(묘소)

계모에 의
없음
한 독살

6

6집
8책

엿 먹는
여자귀신

나타나지 않음

저녁
12시

마을
(엿 장수 집)

없음

없음

7

2집
8책

원귀를 귀신통에
나타나지 않음
넣은 김판서

없음

이 대감의 집
시신유기장소

정절유린

삼대독자의
생명 위협에 퇴치함

8

8집
3책

처녀귀신을 쫓은
나타나지 않음
아이

저녁
12시

절

화재
남녀 거석을 세워줌
(결연장애)

9

7집 처녀귀신 탓에
나타나지 않음
17책 일본군에게 패한

저녁
(꿈속)

깊은 산 속

혼사장애
자결(불)

저녁

전쟁에서 패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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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립장군
나타나지 않음
없음
물에 시체가 떠내려
(장마)
옴

10

2집
6책

처녀귀신과
결혼한 총각

11

8집
8책

처녀귀신과 총각 나타나지 않음

12

6집
2책

구렁이가 된 처녀 구렁이로 변함

13

큰강

없음(처녀)

처녀로 죽은 한을
위로, 아이를 해코지

저녁

집

병사

사랑하는 이와 합치

저녁
12시

집(안)

상사병

없음
스스로 물러남

7집 신립장군의 패전
산발한 머리
18책 과 처녀의 원혼

없음

탄금대

상사병

전쟁에서 패배시킴

14

6집
2책

처녀원귀

나타나지 않음

없음

없음

혼인 거절
없음
(자결)

15

7집
7책

처녀원혼

나타나지 않음

없음

총각의 집

구애거절
(자결)

총각에게 해코지
퇴치 당함

16

1집
2책

처녀를 살인한
진범(眞犯)

나타나지 않음

달밤

집

살해당함

진범을 잡아 해원함

17

3집
4책

처녀의 원귀로
패전한
장병사(張兵使)

나타나지 않음

없음

고개

구애거절
(자살)

장병사를 패전시킴

18

7집 남편 구한
13책 원귀(寃鬼)

사또의 거처
(관아)

정절유린
(자결)

사또가 범인을 처형

19

6집
6책

소박 당하고
나타나지 않음
원귀가 된 며느리

없음

집

소박맞음
(화병)

집안을 파멸시킴

20

3집
3책

원귀 때문에 탄금
나타나지 않음
대에서 패한
신립(申砬)

없음

조령

구애거절
(자결)

전쟁에서 패배시킴

21

7집 원귀 씐 아들
13책 살려 준 조양래

없음
(섣달)

남자의 방

구애거절
(상사병)

퇴치 당함

22

5집
6책

원귀(寃鬼)를
쫓아낸 신부

집

쫓겨남
(한으로)

스스로 물러남

23

4집
2책

원귀(寃鬼) 때문에
나타나지 않음
참패한 신립

없음

문경새재

구애거절
(자결)

전쟁에서 패배시킴

24

원귀를 도와주고
7집
자명금을 얻은
산발한 머리
17책
태안공

저녁
(현몽)

관사

결연장애 연못에 유기된 시신
(죽임당함) 을 찾아 장사함

25

3집
4책

첫 날밤에
억울하게 죽은
원귀

나타나지 않음

12시

동네
(화를 미침)

정절의심 오해가 풀려 부인의
(소박맞음) 시신을 수습, 장사함

26

1집
1책

선비를 기다리다
나타나지 않음
죽은 처녀

없음

목을 맨 곳

구애거절

머리를 풀고 산발한
저녁
모습

나타나지 않음

나타나지 않음
저녁
공중으로 날아다님

과거에 낙방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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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6편의 설화 중 처녀가 결연(혼사) 장애로 인해 여귀가 된 것으로
그려지는 이야기가 총 16편으로 가장 높은 빈도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0, 21, 23, 24, 25, 26)를 보인다. 다시 말해 처녀가 죽었을 때,

그 한 때문에 여귀가 된다는 인식이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한국구
비문학대계3집 4책의｢첫 날밤에 억울하게 죽은 원귀｣의 경우(25), 결혼은
했으나 정절을 의심받아 첫날밤도 치루지 못하고 소박맞아 죽은 여성이 그
려지고 있다. 이 한은 처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포함시켰
다. 이 외에 정절을 유린당한 여성이 여귀가 된 설화(7, 18)가 두 편이다.
또한 이미 처가 있는 남자와 결혼한 탓에 본처와 갈등을 빚어 끝내 결연하
지 못한 설화(22), 소박당한 며느리가 원귀가 된 이야기(22)가 각각 한 편씩
이다. 이들의 편수가 총 26편 중 20편인 것으로 볼 때, 결국 젠더(Gender)의
문제가 여성을 여귀로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출현 시간은 밤(1, 2, 3, 4, 5, 6, 8, 9, 11, 12, 16, 18, 22,
24, 25)으로 설정되어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 외는 정확한 언급은 없으나

정황상 저녁이라는 사실은 짐작할 수 있다. 여귀의 출현 공간은 대부분 죽
은 곳 혹은 원한이 서린 곳이다. 여귀의 형상은 예쁜 얼굴(1, 2), 산발한 머
리(5, 13, 18, 24), 죽었을 당시의 모습(4)을 제외한 대부분의 설화에서 구체
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恨에 의해 구렁이(12)로 변하기도 한다. 여귀
가 된 까닭은 정절의 유린(7, 18) 및 의심(25), 구애의 거절(14, 15, 17, 20,
21, 23, 24, 26), 상사병(12, 13, 21), 결연장애(8, 19, 22), 그리고 기타로 익사
(3), 독살(5), 병사(11), 살해(16)가 나타났으며 특별한 이유가 나타나지 않

은 경우(1, 2, 4, 6, 10)도 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해원이 이루어진 설
화(8, 11 ,16, 18, 24, 25), 원한의 대상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정적 방법
으로 해원21)에 이르는 이야기(9, 13, 17, 19, 20, 23, 26), 위해의 대상에게
퇴치(7, 15, 21)를 당하거나 스스로 물러나고(12, 22) 있다. 그 밖의(1, 2, 3,

21) 조현설, 앞의 논문, 77쪽.

230 東아시아古代學 第 39 輯 (2015. 09) 東아시아古代學會

4, 5, 6, 14) 이야기에는 해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종합해 볼 때, 위 이야기들은 여귀가 된 이유와 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
었음 알 수 있다. 즉 여귀의 형상에 주목한 구체적인 묘사보다는 전체 이야
기의 구성적 완결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개의 아랑설화와 마
찬가지로, 억울한 사연이 있어 여성이 원귀가 되고 이 여귀들이 해원에 이
르는 내용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여귀가 등장하는 설화의 중심축은 아랑형 설화나 상사뱀설화처럼 여귀의
한을 풀어주는 내용이 핵심이라 하겠다.

2. 都市怪談 속 女鬼의 表出樣相
다음으로 괴담 속 여귀의 표출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의 괴
담이 통용되는 곳은 여럿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소통되는 공
간은 인터넷이다. 다만 방대하고 난잡한 인터넷 자료의 특성상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자료의 선별은 어렵다. 또한 현대의 여귀는 과거의 여귀와 비교
했을 때 이야기의 배경이나 내용, 형상 등이 무척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앞서의 설화와 마찬가지로 각 항목에 따라 그 이야기를 분
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이야기의 내용은 생략함)
괴담

제목

1 흉가

2

바람에
흔들립니다

형상

시간

공간

이유

해원

소복을 입은
저녁 흉가
머리카락이 긴 모습

없음

소복
(죽을 당시의 모습)

우물을 파자
목을 매 자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음

저녁

버스정류장
(소나무)

부적 처방
불 태우자 귀신퇴치

3 기이한 소나무

나무에 목을 매달고
처녀 시신 유기장소
없음
목을 매 자살 없음
있는 모습
(산 소나무 아래)

4 처녀혼

나타나지 않음

정월 산길
보름 (자살한 장소)

구애거절
총각이 미침
(목을 매 자살)

5 문 열어

나타나지 않음

저녁 이사한 집

없음

이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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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자 목소리)

나타나지 않음

6 확인

긴 머리,와 외다리
저녁 버스 안
로 걸음

없음

없음

7 창문

산발한 머리

없음

아침이 되자 사라짐
(머리카락의
흔적 남음)

8 합석

원피스를 입음
한밤중 택시
치마 밑 다리 없음

없음

없음

9 한기

얼굴이 반 밖에 없
없음 집
고 피를 흘림

없음

이사 이후
사라짐

10 막차버스

나타나지 않음

없음

없음

11 동행

남자에 여성이 붙음 깊은 밤 골목길

없음

없음

12 질투

나타나지 않음

없음 아파트

없음

없음

13 편의점

나타나지 않음

없음 편의점

없음

원망하는
표정으로 사라짐

14 사라진 모녀

나타나지 않음
(모녀)

저녁

없음

없음

15 모텔괴담

흰 소복 머리가 김

없음 모텔

없음

없음

16 모르는 전화

나타나지 않음
(여자의 목소리)

저녁

없음

없음

긴 머리의 여자

저녁 엘리베이터

투신자살

불이 켜지자
사라짐

17

엘리베이터
안에서

18

텔레비전
긴 머리의 여자
심령 프로그램

저녁 방 안

늦은 밤 막차 버스

택시에서 한적한
곳에 하차(무덤)
집
(전화기)

저녁 집 TV 화면 모서리 없음

TV를 꺼도 사라지
지 않음

아침 교통사고 현장

교통 사고사

없음

없음 자취방

없음

없음

21 지하철 승강장 나타나지 않음

저녁 지하철 승강장

없음

22 비밀연애

버스 안에서 잠든
없음
없음
꿈 속에서

헤어지자
사라짐

저녁 딸의 등

없음

남편의 등에 다시
나타남

없음 강가

없음

없음

없음

머리가 360도 회전
하던 여자가 아침이

19 교통사고 현장 부상당한 여자
20

여자 친구와의
여자 친구의 모습
섹스

나타나지 않음

23 등 뒤의 여자 나타나지 않음
24

강가의
여자아이

25 열대야

3-4세의 여아

어머니의 모습
저녁 자신의 집
(긴 머리 다른 어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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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자 사라짐
26

한밤중의
미용실

27 그림
28

산발한 머리 뒤통수
한밤 중 미용실
가 파여 뇌가 보임
소녀

엘리베이터의
나타나지 않음
여자

29 창가의 여자

없음
철도사고 사고
(아이를 업은 젊은
사
여성)

없음 누나의 방 그림 안 없음

그림을 버리자
사라짐

저녁 엘리베이터

없음

없음
(그 자리에 서 있음)

없음

없음

저녁
여자의 키가 비정상
자신의 집
(추석
적으로 큼
계단 창가
연휴)

30

산길에서 걸려
나타나지 않음
온 전화

없음

31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저녁 지하 1층 에어로빅 없음
교실

흰 옷을 입은 여성

산길 운전 중
계곡에서
(휴대전화 목소리) 실족사

없음
없음
(불을 켜자 사라짐)

32 왜 하필

나타나지 않음

늦은 밤 자신의방 천장

교통 사고사

없음
(자신이 당한 죽음
에 억울해 함)

33 고시원

등을 돌린 여자가
공중에 떠 있음

새벽4시 고시원 창 밖

없음

없음
(고시원을 옮김)

없음

없음

34

지하철
야간근무

여자의 목소리
(보이지 않음)

저녁 없음

35 등산

흰 옷을 입고
새벽 뒷동산
절벽 중간에 떠 있음

없음

없음
(산에 오르지 않음)

36 파란 얼굴

벽에 반쯤
여자 얼굴이 나옴

없음

없음
(발목에 멍이 들어
있음)

37 다리

거울에 다리에 끌려
없음 자신의 다리
다니는 여자 아이

없음

없음
없음
(이사를 감)

새벽 자취방

38 고모의 자취방 나타나지 않음

없음 자취방

자살

39 동생 방

없음 동생의 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자신을
있음)

사고사

없음

40 오봉저수지

나타나지 않음

소복을 입은 단발머 새벽
오봉저수지
리
두시

41 할머니의 부엌 생쌀 먹는 여자

없음 한옥 부엌

응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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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이의 여자

없음 중고차

43 복숭아나무

소복을 입은 여자

없음

집에 심은 복숭아나
없음
무

북숭아나무를 베자
사라짐

44 한복

한복을 입은 여자
(숙모로 착각)

저녁 자신의 방 책상 밑 없음

없음
(방에 들어간 사람
이 없음)

45 창가에서

거꾸로 매달린 여자 없음 친척의 집 창가

46 긴 머리의 그녀 긴 머리의 피투성이

47 학교에서

흰 옷을 입은
고개를 숙인 여자

48 고갯길의 여자

눈이 내렸지만
눈에 젖지 않음

새벽
지하도
두시
저녁7시

없음

없음
(차를 팜)

42 중고자동차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사고차량에서 긴
머리카락 나옴)

무덤 터에 지어진
없음
학교

없음 고속도로 고갯길

없음

없음
(사라지고 없음)

없음

없음
(닫혀있던 창문이
반쯤 열렸음)

49

버스를 쫓아오 산발한 여자가
는 여자
버스를 쫓아옴

새벽

50

고갯길의
온 몸이 피투성이
피투성이 여자

없음 산 길 운전 중

없음

없음
(해코지 실패)

51

바닷가의
그 여자

나타나지 않음

저녁 바닷가

익사

없음

52

낚시터의
머리카락

나타나지 않음
(여자가 자신을
응시)

새벽 댐(낚시터)

없음

없음
(아이스박스에 머리
카락 가득함)

파란한복 비녀를
한 20대 후반여성
(공중에 떠 있음)

없음 자신의 방

없음

없음
(베개를 던지자
사라짐)

없음

없음
(남자의 목을 물어
뜯으려다 실패)

53 파란 소복

54

한밤중의 택시
긴 머리의 여자
에서

저녁

남산터널
(710번 버스)

없음
(갑자기 사라짐)

택시 안
(여자와 합승)

먼저 괴담에서 여귀의 출현 시간은 대부분 늦은 밤과 새벽으로 묘사되고
있다. 구체적인 시간의 언급이 있는 경우는 새벽 두시(40, 46) 새벽 4시(33)
가 있다. 그 출현 공간은 일상적(거주) 공간 (①-1 집 : 1, 12, 15 ①-2 방
: 9, 20, 25, 26, 33, 36, 38, 39, 44, 53 ①-3 창문 : 7, 45 ①-4 부엌 : 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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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 마당 : 43 ①-6 계단 : 29 ①-7 엘리베이터 : 17, 28 ①-8 관리사무소
: 31 ①-9 기타 : 18(가전제품), 27(가구))이 대부분이며 비일상적 공간(②

물가 ②-1 강 : 24, 52 ②-2 저수지 : 40 ②-3 바닷가 : 51 ③ 산 : 3, 4, 30,
35, 48, 50)이 나타난다. 또한 현대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그에

따른 도로 등에서 나타났고(④ 교통수단 ④-1 버스 : 6, 10, 49, 22 ④-2 택시
: 8, 14, 54 ④-3 지하철 : 21, 34 ④-4 자가용 : 42 ⑤ 길과 도로 : 11, 19,
32, 46) 그 외(⑥ 학교 : 47) (⑦ 미용실 : 26), (⑧ 편의점 : 13)의 공간에서

여귀가 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여귀의 형상을 살펴보면 그 옷차림(① 옷차림 ①-1 소복 : 1,
2, 6, 31, 35, 40, 47, 53(파란한복), 44(노란한복) ①-2 치마(원피스) : 8, 9,
14, 17, 22, 25), 신체(② 신체 ②-1 긴 머리카락 : 1, 6, 7, 9, 11, 15, 17, 18,
22, 31, 35, 46, 49, 52, 54 예외 40 (단발머리) ②-2 다리가 없음 : 6, 8 ②-3

피 : 9, 25, 32, 42, 46, 50 ②-4 신체훼손 : 9(얼굴))이 나타났다. 귀신이 된
이유로는 사고사(① 사고사 : 9(기계에 머리가), 19(교통사고), 26(철도)) 자
살(② 자살(이유) : 2, 3, 4(짝사랑), 17, 21, 30) 타살은 없다.(③ 타살 : 없음)
마지막으로 해원의 유무가 나타난 이야기(2(유))는 하나 외에 없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현대 여귀괴담의 가장 큰 특징은 여귀의
형상과 출몰 장소 가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여귀가 된 이유와
해원은 이야기에서 그 비중이 매우 소략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여귀설화
와 정반대의 결과이다. 요컨대 현대의 여귀괴담은 설화와는 달리 내용의
완결성보다는 시각적 묘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공포에 더욱 초점
을 맞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현설은 기존에 원귀설화를 해원방식에 따라 정절형․ 욕구형․좌절형
으로 나누었던 것을 다시 신원형․구애형․좌절형으로 수정하여 분류한
바 있다.22) 그러나 현대의 여귀 등장 괴담은 기승전결의 서사구조 틀을 갖

22) 조현설, 앞의 논문,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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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 있다기보다는 결말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현대의
괴담에는 이러한 유형분류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서사구조의 불
완전성은 과거 여귀설화의 기본틀을 이루던 원한의 발생과 해소가 현대의
괴담에 수용․반영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여귀의 원한 발생 이유가 명확
히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귀의 실체가 원귀인지 모호하며 만약 이
들이 원귀라 하더라도 꼭 해원이 주목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없게 만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과거 여귀 설화를 분석할 때처럼 여귀는 원귀이며 해원
이 필요하다는 공식이 현대에 와서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현대의 괴담
속 여귀들은 까닭 없이 원한과 분노를 표출하거나 단지 같은 장소를(죽은
곳 근처) 배회하다가 사람들에게 목격될 뿐이다.
여귀들의 출몰 장소는 건물 안 중에서도 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산이나 길, 버스 등이다. 과거에는 귀신이 陰의 성질을 지녔기에 음침한 곳
을 좋아한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의 여귀들은 사람들
의 생활공간 전반에 걸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귀신은 음
의 성질을 지닌다는 전통적 공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것은 사람들의 생활양식의 변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즉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람들의 행동반경이 넓어졌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도 과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진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인들이 머무
르며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공간 - 집, 교통수단, 학교 등 -을 중심으로 여
귀의 등장이 빈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 사람들의 발길
이 닿지 못할 곳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주변
모든 곳에서 여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귀신의 출현
시간이 대부분 늦은 밤과 저녁 등으로 설정되는 이유는 신은 양이고 귀는
음이라는 전통적 관념이 현재에도 통용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귀의 외모적 특징은 긴 머리카락이 압도적이다. 옷차림도 흰색이나 소
복(한복)이 많은 것으로 보아 외형 자체는 과거의 여귀와 크게 다르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볼 때, 설화와 괴담 속 여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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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듯이 해원과정의 유․무에서 나타난다. 또한 귀신이 된 이유가 누군가
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타살) 보다 자살한 경우가 많고, 자살
의 이유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Ⅲ. 女鬼의 變移樣相과 意味
여귀담 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 과거의 여귀담과 현대의 여귀담은 이야
기 구조와 내용에서 많은 변화를 보인다. 과거 여귀담의 일정한 서사구조
틀은 현대에 와서 자유로이 변형되었고, 교훈이나 시사점을 주기보다는 실
재성을 강조하여23) 재미로서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데 주력한다. 즉 귀신담
을 유희거리로 대하는 태도를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과거 아랑전설 등의
원귀설화는 가해자 남성과 피해자 여성이 등장하는 대립적 구도를 이루고
있어 그러한 이야기들이 남성지배구조의 생산물임을 드러냈다.24) 권력 집
단이 생산한 담론은 지배집단의 권력 강화는 물론 검열과 배제의 도구로
작용한다.25) 이러한 사회적 모순에 틈입하여 균열을 가하는 기능을 여귀가
담당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 괴담에서의 여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다. 이는
현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것과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대의 여귀들은 더 이상 연민과 동정의 대상이 아닌
공포의 대상으로만 존재한다. 원귀설화의 여귀들은 해원함으로써 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민중에게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지만 현대의 여귀들은
사회보다는 개인적으로 저마다의 복수나 이유 모를 위협을 가한다. 현대인
23)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겪은 일임을 서두에 밝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구체적인 지명과
장소가 나타나기도 하며 일상적인 공간을 빈번하게 배경으로 제시한다.
24) 조현설, 앞의 논문, 67쪽.
25) 유형동, ｢怪異談論과 怪異談의 關聯樣相 硏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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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러한 괴담을 통해 그 이야기가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현실에서 벌어
질 수 있을 것 같은 사실적이고 직접적인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현대의 괴담에서 이러한 공포를 위한 공포를 조성할 때 빼놓지 않고 등
장하는 것이 바로 여귀 형상의 기괴함이다. 이야기 속 여귀의 모습은 긴 머
리를 풀어헤치고 소복을 입었으며 피를 흘린다는 점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
았다. 그러나 과거의 여귀가 억울한 죽음의 증거로서 죽을 당시의 모습으
로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현대의 여귀들은 단지 공포를 주기 위한 장치로
서 괴기스러운 형상을 띠고 있다. 이는 현대의 여귀가 나약한 피해자가 아
닌 위협적 존재라는 가시적인 공포감의 강조를 위함이다.
여귀의 등장배경이 밤이라는 점은 과거와 현재 모두 동일하지만 현대의
여귀는 개인적 공간과 공공장소를 가리지 않는 등 사람들에게 방심할 여지
를 남기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히 방이나 엘리베이터와 같이 개인
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등장하는 여귀들은 현대인의 불안하고 소외된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장소나 밖에서 맞닥트리게 되는
여귀들의 경우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자신에게만 보이는 것 또한 위
와 같은 이유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여귀들이 귀신이 된 이유를 살펴보면 현대에는 타살은 거의 없고 자살이
나 사고사가 많아졌다. 이는 과거에 비해 사고사와 자살이 늘어난 현대 사
회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렇듯 이유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고사와 자살
로 죽은 여귀들은 특정한 복수의 대상(가해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
특정 다수를 危害의 대상으로 삼게 되며 따라서 듣는 이 모두에게 공포감
을 준다. 여기서의 공포는 자신에게 여귀가 접근하는 것 그 자체로도 느껴
지는 것이겠지만 대개 생명을 위협함으로써 극대화된다. 사고로 죽은 누군
가와 동일하게 불의의 사고를 자신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
히 자신과 같은 처지로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사람에게, 수중에 거처하며
그 속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물귀신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한다. 단지
죽음 그 자체가 억울한 현대의 여귀들에서 이러한 - 산 사람들을 놀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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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자신처럼 죽게 하려는 - 속성이 엿보인다. 이는 현대인의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삶, 해체된 공동체에서 비롯된 타인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예나 지금이나 산발한 긴 머리에 흰옷을 입고 자신의 원한과 분노를 표
출하는 여귀의 이미지는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여귀괴담의 구조나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 이야기의 서사성이 중요
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교훈적 내용이나 여귀의 원한 해결로 인한 대
리만족의 기능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여귀가 이유 없이 사실적이고 직접
적인 위협을 가하는 가시적 공포의 존재로서 부각되고 있을 뿐이다. 이웃
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공동체나 사회보다 개인적 삶과 안
위가 더 소중하며, 이에 대한 불안으로 위협적 존재인 여귀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Ⅳ. 결론
흔히 처녀귀신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여귀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
히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이야기되고 있다. 그들의 외양은 오랜 시간 속에
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귀신이 된 사연이나 사람들에게 등장하
는 목적 등은 시대에 따라 변모하여 왔다. 이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본다면,
구술과 문자의 시대에서 시각(영상)의 시대로 우리사회가 변화했음을 상징
적으로 보여준다. 구술과 문자 시대의 산물인 설화에서는 이야기의 완결성
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이루어졌다. 과거 설화에 등장하는 여귀는 고착
된 사회에 균열을 일으켜 공동체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담론 형성의 기
능을 담당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이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에는 자신들이
여귀가 된 이유와 해원의 과정이 강조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까
닭에 여귀설화는 내용의 전체적 완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반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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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여귀는 실재적 공포를 통해 개인적이고 파편화된 현대사회의 단면을
드러내 보여줄 뿐이다. 괴담 속 여귀는 설화의 그들과 달리, 공동체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담론 형성의 기능보다는 현대사회의 불안과 공포만을 부
각시키고 있다. 그러한 점은 여귀가 된 이유와 해원이 괴담에서는 크게 드
러나지 않는 것 대신, 그들 형상의 강조와 출몰장소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그들의 형상 즉 시각적인 부분
만을 파편화시켜 기괴하게 묘사함으로써 현대인의 내재된 불안감과 공포
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는 해체된 공동체에서 기인한 개인적이고 파편화
된 현대의 특징이 여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여귀의 변화된 모습과 행동은 그러한 귀신들을 만들어내고 이야기하는
당대 사람들의 사회나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
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여귀가 등장하는 설화와 현대의 여귀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비교해보고, 그 속에 나타나는 여귀의 표출양상은 또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다만 과거와 여귀설화와 현대의 여귀괴담을 비교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은 사실이다. 과거의 여귀설화는 주로 구전되다가
문헌으로 정착된 것에 비해 현대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귀괴담이 생
산․유포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영상매체에서 가시적으로 부각된
여귀의 형상이 다시 이야기로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글에서 사례
로 제시한 이야기들의 적은 표본 수와 대표성에 대해서도 재고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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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수정하여
2015년 9월 16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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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Variations of the Female Ghost
- A Comparison of Folk Tales and Urban Legends Jin, Su-hyun
This paper studies the differences between portrayals of the female
ghost in folk tales versus urban legends. Changes in appearance and
behavior in the female ghost story have arisen from changes in the
people in the community and in women. Changes also occurred
between older tales of female ghosts compared to stories of modern
female ghosts, and these various changes are also examined. Female
ghosts in Korea are often represented as virgins, despite wide
variations in ghost stories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nor has
their appearance changed significantly despite long intervening
years. However, the purposes for which they appear to people have
transformed according to the times. These changes may relate to the
changes in society because of the emphasis now on the visual—for
example, on account of the prevalence of videos. In an era of dictation
and text, what began as a product of oral narrative and character has
changed toward a lesser focus on the completeness of the story. The
female ghost of the past was in charge of the functions of a narrative
form that requires a change in the entire community to avoid causing
cracks in the fixed society. Thus, inevitably, the story appears to
highlight why the female ghost appears; it is often to settle a grudge.
For this reason, the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displayed was
relatively high. On the other hand, the modern female ghost is
revealed to show a cross-section of a private and fragmented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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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through real fear. Unlike the traditional ghost story, wherein
the function of the form of discourse is to require a change in the
whole community, the function of the modern story is only to highlight
the anxiety and fear of modern society. In summary, the ghost of the
urban legend stimulates the inherent fear and anxiety of modern man
by describing the bizarre shape of a fragmented ghost for which only
the visual part is revealed. This is a feature of the modern individual
and of the fragmentation that has resulted in dissolution of the
community, which can be seen in the portrayal of female ghosts today.
Key Words : Folk tale, Urban legend, Female ghost, Settling a grudge, Horror,
Discussion, Fra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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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상나라시기 갑골문에는 치(蚩)자와 우(尤)자가 개별적으로 등장하는데 모두 재
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치우(蚩尤)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등장하
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나라시기에는 치우라고 지칭되는 특정한 집단이나 민족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서주시기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뺷상서․여형(尙書․呂刑)뺸 편에 ‘치우’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는 서주시기
‘치우’로 지칭되는 특정 민족 또는 국가가 등장하였음을 말한다. 치우는 묘민(苗民)

의 수장이라고 하는데 묘민의 거주 위치, 거주 시기로 보아 묘민은 초나라 사람을
지칭한다. 서주시기 금문자료를 통해 볼 때 서주는 초기부터 초나라를 계속적으로
공격하였는데 가장 활발하게 공격한 왕은 소왕(昭王)으로 뺷상서․여형뺸편에 등장
하는 황제(皇帝)가 치우와 묘민을 소멸한 것은 서주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춘추시
기에 이르러 신화전설의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 소왕이 초나라를
정벌한 이유는 초나라가 스스로 왕임을 천명하였으며 또한 초나라 지역에는 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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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동이 매장되어 있어 경제적 이익도 있었기 때문이다.
춘추 중말기에 제작된 진(晉)나라 어정비(魚鼎匕)에는 진나라 왕이 치우의 방종
을 꾸짖고 뜨거운 탕 속에 빠져 죽는 치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진나라와 초나
라는 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100년간 전쟁을 벌였는데 진나라는 초나라에 대한
증오가 극도에 달하였고 이러한 감정을 어정비에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비록 서주에서 진나라로 시대가 바뀌었으나 황제(皇帝)나 왕(王)은 중원의 패권
을 장악한 존재를 의미하고, 치우는 남방의 초나라 왕을 지칭한다. 따라서 뺷상서뺸
와 금문 자료에 등장하는 황제 또는 왕과 치우의 대립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남
북방민족의 대립을 묘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치우, 갑골문, 금문, 주나라, 묘민, 초나라, 진나라

Ⅰ. 치우 연구의 문제점
현재 중국과 한국의 많은 학자들은 치우가 동이족에 속한다고 하는데 실
제 고문헌자료를 보면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춘추시기 문헌인 상서․주
서․여형(尙書․周書․呂刑)1)에 의하면 치우는 묘민(苗民)의 지도자라 하
기도 하고, 전국시기 문헌인 일주서․상맥해(逸周書․嘗麥解)2), 산해
1) 관련 원문은 뒤에서 상세히 제공한다.
2) 뺷逸周書․嘗麥解뺸. “맹하(孟夏) 4월 주나라 성왕(成王)은 처음으로 종묘에 제사를 지내고
태조(太祖) 문왕(文王)에게 새로 거둔 보리를 바쳤다.-----이전에 세상이 시작될 때 □를
두 후(后)로 삼았으며 법전을 만들게 명령하였다. 염제에게 두 경(卿)을 나누어 관리하게
하였으며 치우에게 소호의 땅에 살도록 하였고 사방을 감시하도록 하였으나 염제는 쇠하
여 하늘이 내린 명령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치우는 염제를 추격하여 탁록에서 전쟁을
하였으며 세상이 온전한 곳이 없었다. 염제는 매우 두려워하여 황제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황제는 치우를 잡아 중기(中冀)에서 죽였다. 전쟁으로써 이러한 갈등을 종식시켰다. 황제
는 대정(大正)시켜 상제에게 보고하였고 제사를 거행하였는데 이곳을 절비야(絶轡野)라
고 부른다.”(維四年孟夏, 王初祈禱于宗廟, 乃嘗麥于太祖.-----昔天之初, □作二后, 乃設建
典命. 赤帝分正二卿, 命蚩尤于宇少昊, 以臨四方, 司□□上天末成之慶. 蚩尤乃逐帝, 争于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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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황동경3), 시자(屍子)4), 공자삼조기(孔子三朝記)5)에서는 황하
이북의 기주(冀州) 일대에서 황제와 전쟁을 하였다고 한다. 한나라에 이르
면 더 북방으로 이동하여 허베이성(河北省) 줘루현(涿鹿縣) 일대에서 그 유
명한 탁록대전을 황제(黃帝)와 벌였다6)고 한다. 위진남북조시기 문헌자료
에서는 치우의 무덤이 산둥성(山東省) 동평군(東平郡) 수장현(壽張縣)7)에
있다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후에 치우가 동이족이라는 설을 주장하는데 중
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그 이후 별다른 활동 없이 잠잠하던 치우는 송나라
에 이르면 산시성(山西省) 윈청시(運城市)의 염지(鹽池)에서 관우와 한판
승부를 낸다.8) 이후 청나라 말기에 이르면 혁명파 학자들의 부름을 받고
鹿之阿, 九隅無遺. 赤帝大慑, 乃說于黄帝, 執蚩尤, 殺之于中冀. 以甲兵釋怒, 用大正順天思序,
紀于大帝. 用名之曰, 絶轡野.)
3) 뺷山海經․大荒東經뺸. “치우가 무기를 만들어 황제를 공격하자 황제는 응룡(應龍)에게
명령하여 기주(冀州)의 들에서 다시 그를 공격하게 하였다.(“蚩尤作兵伐黃帝, 黃帝乃令應
龍改之冀州之野.”)
4) 뺷屍子뺸卷下. “황제는 치우를 중기에서 죽였다.”(黃帝斬蚩尤于中冀.)
5) 뺷孔子三朝記뺸. 황제는 치우를 중기에서 죽였다.(“黃帝殺之于中冀.”)
6) 치우와 황제가 탁록에서 전쟁을 하였다는 내용은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따로
문헌자료를 제시하지 않도록 하겠다.
7) 뺷皇覽․塚墓記뺸. “치우의 무덤은 동평군(東平郡) 수장현(壽張縣) 감향(闞鄕)의 성 중에
있으며 높이가 7장으로 민간에서는 10월달에 제사한다. 제사를 지낼 때 무덤에서 붉은
기운이 솟아나오는데 마치 붉은 색의 비단이 짝을 이루는 것 같으며 민간에서는 치우기
(蚩尤旗)라고 한다. 견비총(肩髀塚)은 태산의 남쪽 거야현(巨野縣)에 있으며 감향에 매장
하지 않은 치우의 뼈를 다시 모아 매장한 것으로 크기는 감향의 무덤과 같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황제와 치우가 탁록의 교외에서 전쟁을 하여 황제가 치우를 죽이고 시체를
여러 곳에 버렸기 때문에 시체를 따로 장사지냈다고 한다.”(蚩尤塚, 在東平郡壽張縣闞鄕
城中, 高七丈, 民常十月祀之, 有赤氣出如匹絳帛, 民名爲蚩尤旗. 肩髀塚, 在山陽巨野縣重聚,
大小與闞塚等. 傳言黃帝與蚩尤戰于涿鹿之野, 黃帝殺之, 身體異處, 故別葬之.)
8) 뺷關王事迹뺸. “송나라 대중(大中) 상부(祥符) 7년 해주(解州) 관원은 “염지(鹽池)의 물이
세금을 낼 수가 없다”고 진언하였다. 사신을 파견하여 조사하였는데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신은 한 노인을 만났는데 스스로 성황신이라고 하였으며 염지의 지난
은 치우가 만든 것임을 황제(皇帝)에게 보고하라고 명령하였으며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황제는 대신(大臣) 여이간(呂夷簡)을 파견하여 해주로 가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여이간
은 제사를 마친 날 밤 철갑을 입은 신인을 보았는데 그는 화가 나서 말하였다. “나는
치우이며 염지를 주재하고 있는데 오늘 황제는 이곳은 이곳에 헌원사(軒轅祠)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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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화려하게(?) 부활을 하게 된다. 혁명파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치우
는 묘민에 속했으며 황제와 전쟁을 한 악인이라고 한다. 1940년대에 이르면
치우는 쉬쉬성(徐旭生)에 의해 갑자기 동이족으로 둔갑을 하게 되며 이후
헌원은 나의 원수이다. 나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여 염지의 물을 끊어버렸다.
만약, 즉시 사당을 부숴버린다면 멈출 것이다.” 여이간은 조정으로 돌아가 이 일을 황제에
게 알렸다. 왕흠(王欽)은 “치우는 사악한 신입니다. 장시성(江西省) 신주(信州) 용산(龍山)
장천사(張天師)는 능히 귀신을 다룰 수 있으니 그에게 명령을 내리면 치우로 인한 근심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천사를 궁궐로 들어오게 하여 황제는 장천사와 치우와
대적할 방법을 상의하였다. 장천사는 황제에게 대답하기를 “이것은 걱정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충성스럽고 절개가 굳은 신하는 죽어 신이 됩니다. 촉한(蜀汉)의
장군 관우는 충성스럽고 용감합니다. 폐하께서 그를 불러 치우를 토벌하게 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황제는 “관우 장군은 어느 곳에서 제사를 받고 있느냐?”라는
물었다. 장천사는 대답하기를 “형문(荆門) 옥천산(玉泉山)입니다”라고 하였다. 황제는 장
천사의 말에 따라 장천사가 궁궐에서 부적을 그려 태우게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름
다운 턱수염이 있는 신인이 갑옷을 입고 검을 차고 공중에서 내려와 궁궐의 정원에서
배알하였다. 장천사는 황제의 명령을 선포하였고 관우는 대답하여 말하였다. “신이 어찌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신에게 세상의 신병(神兵)을 모을 수 있게 한다면
황제를 위하여 치우를 제거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홀연히 사라졌다. 황제와 장천사는
숙연해지고 공경하는 마음이 생겼다. 주변의 여러 관리들도 자세히 보고 들었으며 감탄을
금하지 못하였다. 어느 날 갑자기 염지 상공에 검은 구름이 일고 큰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날이 흐려져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으나 공중의 황금 창과 철마 소리를 들을 수 있었
다. 오랜 시간이 지나 구름과 안개가 약해지고 하늘색이 맑아졌으며 염지의 물은 옛날과
같았으며 둘레가 백 리에 이르렀다. 해주를 관리하는 신하인 왕충(王忠)은 조정에 이
일을 알렸고 황제는 크게 기뻐하여 사람을 파현하여 제사를 올렸다. 또 관우의 사당을
수리하고 계절마다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宋大中祥符七年, 解州奏鹽池水减, 亏失常課.
上遣使往視, 還報曰, 臣見一父老, 自稱城隍神. 令臣奏云, 爲鹽池之患, 蚩尤也. 忽不見. 上乃
詔命呂夷簡至解州致祭, 事訖之夕, 夷簡夢神人戎衣, 怒而言曰, 吾蚩尤也, 主此鹽池, 今者天
子立軒轅祠, 軒轅, 吾仇也. 我爲此不平, 故絶池水. 若急毁之則已. 夷簡還, 白其事. 王欽若曰,
蚩尤, 邪神也. 信州龍山張天師, 能使鬼神, 若令治之, 蚩尤不足慮也. 于是召天師赴闕, 上與之
論蚩尤事, 對曰, 此必無可憂, 自古忠烈之士, 没而爲神, 蜀將軍關某, 忠而勇. 陛下禱而召之,
以討蚩尤, 必有陰功. 上問, 今何神也. 對曰, 廟食荆門之玉泉. 上從其言, 天師乃禁中書符焚之.
移时, 一美須人擐甲佩劍, 浮空而下, 拜于殿庭. 天師宣諭上旨, 答曰, 敢不奉詔. 容臣會岳瀆神
兵, 爲陛下清荡之. 俄失所在. 上與天師肃然起敬. 左右從官悉見悉聞, 莫不贊嘆赞. 忽一日, 黑
雲起于池上, 大風暴至, 雷電晦暝, 居人震恐, 但聞空中金戈鐵馬之聲. 久之, 雲霧收斂, 天色晴
朗, 池水如故, 周匝百里. 守臣王忠具表以聞, 上大悅, 遣使致祭. 仍命有司修葺祠宇, 歲時奉
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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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치우가 동이족에 속한다는 설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치우에 대한 연구성과를 보면 그의 족속, 전쟁을 한 장소, 전쟁을
한 대상이 매우 혼란스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
는 각 시대별로 치우에 대한 인식이 달랐고 따라서 고문헌에 적힌 내용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시대 변화에 따른 치우에 대한 인식변
화와 각 시기별 치우의 활용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만
을 선별적으로 사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는 각 시기별로 치우 관련 고문헌 자료를 정리하고, 각 시기별로 서로 다른
인식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우에 대한 역사 시기별 연구의 첫 단계로 갑골문과 금
문자료에 나타난 치우의 성격에 대해 연구해보도록 하겠다. 문헌자료는 쉽
게 손실되어 현재 남아 있는 자료는 후대에 새로 편찬된 것인데 반하여 갑
골문이나 금문자료는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Ⅱ. 갑골문에 나타난 치(蚩)와 우(尤)의 의미
상나라시기 갑골문에 이미 蚩자와 尤자가 등장한다. “갑골문에서 치(蚩)
는

라고 쓴다.

는 발을 의미하며,

는 머리가 삼각형 모양인 독사를 의

미한다. 따라서 갑골문에서 치(蚩)는 발로 뱀을 밟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며, 의미는 사방에 뱀이 있어 잘못하면 뱀을 밟을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갑골문에서 ‘彳’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는 걸어갈 때 독사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9)

9) 象形字典, http://www.vividi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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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골문 중의 蚩자10)

갑골문 중의 尤자11)

“갑골문에서 尤자는 두 손으로 고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또[又]라는 의

미를 가진 자를 교차시켜서 만들었다. 尤자는 라고 쓰는

+ 한 것으로

많은 사람의 몫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몫을 가
지고 있는 것을 ‘多’라고 하였으며 한 사람이 모든 고기를 독점하는 것을
尤라고 하였다.”12)

갑골복사에서 ‘蚩’자와 ‘尤’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갑골복사
에서 자주 유치(有蚩), 망치(亡蚩) 또는 유우(有尤), 망우(亡尤)라고 묻는데
이는 ‘재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다. 갑골문에서 ‘蚩’자와 ‘尤’자는

10) 王本興 편, 뺷甲骨文小字典뺸, 文物出版社, 2009, 203쪽.
11) 위의 책, 214쪽.
12) 象形字典, http://www.vividi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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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사람을 해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蚩’자와 ‘尤’자는 모두 ‘나
쁜 일’을 의미하는 글자이다.”13) 우치창(吳其昌)에 의하면 “망치(亡蚩)는 마
땅히 망우(亡尤)라 쓸 수 있다”14)고 한다. 따라서 ‘蚩’와 ‘尤’는 재앙, 재난,
재해와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글자임을 알 수 있다.
궈모뤄(郭沫若)가 주편한 갑골문합집(甲骨文合集)15)은 청나라 말부터
출토된 인쉬(殷墟)지역의 갑골문을 총괄하고 있은데 이 책에 수록된 내용
에서 치(蚩)자는 ‘재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亡 ’은 ‘패배하다’, ‘죽다’라
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乙酉王丁----丁酉余步----受余有不----亡 ？在猷(咎).뺷合集뺸36359
戔人方上下于囗示, 受余佑----于大邑商亡 , 在猷.뺷合集뺸36507
于茲大邑商亡 , 在猷----弘吉. 在十月, 遘大丁翌.뺷合集뺸36511

위 3개의 문장은 점복을 한 결과를 갑골에 기록한 것으로 유(猷, 咎)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여 실패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첫 번째 문장의 의미는
“을유년에 정(丁) 씨 성을 가진 대왕이----정유년에 우리는 이르렀는데
----우리를 받아들이겠는가?----유(猷, 咎)라는 곳에서 패망하였다”이다.

나머지 2개의 문장은 성읍의 이름, 연대, 정(丁) 씨 성을 가진 대왕이 상나
라에 패배하였다는 의미이다.
상나라시기 蚩자는 “뱀을 밟고 있는 모양”을, 尤자는 “두 손으로 고기를
쥐고 있어 모든 재물을 독점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갑골
복사에서는 두 글자 모두 ‘재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욕심을 부리다
재난을 당하는 모습”은 이후 전승되는 치우의 모습과도 일치한다.
상나라 갑골문에는 蚩자와 尤자가 따로 등장하며 ‘蚩尤’라는 말은 아직
13) 卉, ｢甲骨文里有蚩尤｣, 뺷河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뺸1992年 04期, 30쪽.
14) 于省吾 주편, 뺷甲骨文字詰林뺸 第2冊, 中華書局, 1996. 176쪽.
15) 郭沫若 주편, 뺷甲骨文合集뺸, 中華書局, 1978년-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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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지 않는다. 이로 보아 상나라시기 특정한 민족이나 인물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치우가 등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Ⅲ. 서주시기 뺷상서뺸와 금문자료를 통해 본 치우의 성격
1. 뺷상서․여형뺸편의 생성 시기와 내용
상서․주서․여형편에는 치우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실려 있다. 상서

는 ｢우서(虞書)｣, ｢하서(夏書)｣, ｢상서(商書)｣, ｢주서(周書)｣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이 중 치우와 관련된 내용은 주나라의 역사를 담은 ｢주서｣에 기록되어
있다. 상서는 요순시기부터 주나라에 이르는 시기 군왕의 공문서, 군신간
의 대화, 전승되는 역사적 사건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사(政事) 사료를 모아놓은 서적으로 처음에는 서(書)라고 하였으며 한
나라 때는 상서라 하였는데 ‘상고시기의 책’이라는 뜻이다. 이후 유가는
경(經)으로 인식하여 서경(書經)이라 부르게 되었다.
기존의 상서는 진시황의 분서갱유에 의해 소실되게 되었고 한나라 때
다시 유학을 중시하게 되면서 진(秦)나라 박사인 복생(伏生)이 29편으로 정
리하였다. 사기․유림렬전(史記․儒林列傳)에 의하면 “복생은 진나라 시
기 분서갱유를 할 때 이 책을 벽 속에 숨겼으며 그 후 전쟁이 나 도망을
하였다가 한나라가 세워진 후에 책을 다시 찾았는데 수십 편이 사라졌고
29편만이 남아 제나라와 노나라 지역에서 가르쳤다”16)고 한다. 복생은 진

나라의 박사를 역임한 적이 있음으로 그의 상서는 진왕조의 관방 완성본
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진나라 때 문자로 쓰였기 때문에 금문본(今文本)
이라 한다. 한나라 때 또 다른 판본으로는 고문본(古文本) 상서가 있다.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에 의하면 “한 무제 말년에 노공왕(鲁恭王)
16) 뺷史記․儒林列傳뺸. “秦時焚書，伏生壁藏之. 其後兵大起, 流亡，漢定, 伏生求其書, 亡數十
篇, 獨得二十九篇, 即以敎于齊魯之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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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자의 집을 부술 때 상서를 발견하였다”17)고 하는데 이 상서는 진
나라 이전의 고문자로 쓰였기 때문에 고문상서(古文尙書)라 한다. 공자집
의 담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벽본(孔壁本)이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진
(西晉)시기 전쟁으로 인하여 다시 소실되었으며 동진(東晉) 초기 매색(梅
賾)이라는 학자가 조정에 상서를 바쳤다고 하는데 현재 전하는 것은 매

색이 편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상서는 여러 차례 소실되고 다시 복원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동안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그렇다면 치우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는 ｢여형｣편은 언제 제작된 것일
까? 전통적인 견해는 서주 목왕(穆王)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으나 청
나라에 이르러 의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춘추시기에 편찬되었
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상서는 춘추시기 이미 완성본이 있었다. 
논어․술이(論語․述而)에서 공자는 “시(詩), 서(書), 집례(執禮)를 강의할
때 아언을 사용하였다”18)고 하는데 이로 보아 공자는 상서를 강의할 때
중요한 교과서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언(雅言)은 주왕조의 경기 지
역인 산시(陝西)지역의 발음으로 주왕조의 표준어를 말한다. 상서가 아
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자는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는 노나라의 말
로 하였으나 시, 서, 집례를 읽을 때는 아언으로 말을 하였던 것이다. 장
자․천하(莊子․天下) 편에서도 “시(詩), 서(書), 예(禮), 악(樂)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추나라와 노나라의 유학자들이 대부분 밝혔다”19)고 한 것으로
보아 선진시기 지식인들이 상서를 읽어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
서 원본은 이미 춘추시기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후대에 소실되고 다
시 편찬되는 과정에서 당시 지식인들의 서주시기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게
투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주서(周書)의 ｢목서(牧
17) 뺷漢書․藝文志뺸. “武帝末, 魯恭王壞孔子宅.”
18) 뺷論語․述而뺸. “子所雅言, 詩書執禮, 皆雅言也.”
19) 뺷莊子․天下뺸. “其在於詩書禮樂者, 鄒魯之士, 搢紳先生, 多能明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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誓)｣에서 ｢여형(呂刑)｣에 이르는 16편은 서주시기의 역사사실을 기록한 것

으로 보고 있다.
상서에 전하는 치우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王曰, 若古有訓, 蚩尤惟始作亂，延及于平民. 罔不寇賊, 鴟義, 奸宄, 奪攘, 矯虔.
苗民弗用靈, 制以刑，惟作五虐之刑曰法. 殺戮無辜, 爰始淫爲劓刵椓鯨. 越玆麗刑,
屛制, 罔差有辭. 民興胥漸, 泯泯棼棼, 罔中於信, 以覆詛盟. 虐威庶戮, 方告無辜於
上. 上帝監民, 罔有馨香德, 刑發聞惟腥. 皇帝哀矜庶戮之不辜, 報虐以威, 遏絶苗
民, 無世在下. 乃命重黎, 絶地天通, 罔有降格. 群后之逮在下, 明明棐常, 鰥寡無蓋.

목왕은 “고대로부터 전하는 교훈에 의하면 치우가 세상을 어지럽히기 시
작하였는데 그 해가 백성들에게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치우는 마구잡이로
도적질을 하고 해를 입혔으며, 타고난 양심이 없었으며, 안팎으로 난을 일
으켰고, 강제로 빼앗고 속여서 강제로 취하였다. 치우는 묘민(苗民)이 정부
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형벌로써 그들을 복종시키기 위해 오학지형(五虐
之刑)을 법으로 제정하였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으며 제멋대로 코를 자르

고, 발꿈치를 자르고, 생식기를 자르고, 문신을 하는 형벌이 시작되었다. 살
육을 실행하는데 법에 의거하지 않고 죄가 있고 없음을 살피지 않았으며
고통스런 형벌을 남용하였다. 묘민은 서로 속이고 쉴 새 없이 난을 일으켰
으며 믿음이 없어 맹세를 배반하였다. 잔혹한 형벌과 모욕을 당한 사람들
은 모두 상제(上帝)에게 자신이 죄를 지은 적이 없음을 보고한다. 상제가
묘민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향기로운 덕으로 다스리지 않았으며 오직 형벌
로 인한 피비린내가 퍼질 뿐이었다. 황제(皇帝)는 죄가 없는 데도 해를 입
은 사람들을 가련하게 생각하여 잔악한 형벌을 실행한 사람들을 형벌로서
심판하고 가혹한 형벌을 실행한 묘민을 소멸시켜 그들의 후대가 세상에
남지 않게 하였다. 또 중(重)과 려(黎)에게 명령하여 하늘과 땅이 통하지 않
도록 하여 서로 오르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 명의 후(后)가 왕위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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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니 모두 명덕(明德)하여 합리적으로 다스리니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이
은폐되지 않았다.
주나라 목왕이 ‘여형(呂刑)’을 반포하면서 잔혹한 형벌의 기원을 설명하
는 과정에 치우에 관한 내용이 등장한다. 상서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치우는 묘민의 수장이다. 둘
째, 치우와 묘민을 소멸시킨 존재는 황제(黃帝)가 아니라 황제(皇帝)이다.
따라서 묘민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를 소멸 시킨 황제(皇帝)가 누군인지 밝
혀낸다면 최초의 치우에 대한 기록인 상서․여형편이 어떠한 시대적 상
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2. 치우는 묘민의 수장
상서에 의하면 치우는 묘민의 수장이라고 한다. 그동안 묘민은 전설상

의 고대민족 또는 국가로 인식되었는데 그 이유는 전국책(戰國策)의 기
록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책․위책(戰國策․魏策)에
의하면 “예전에 삼묘의 왼쪽에 팽려지파(彭蠡之波)가 있고 오른쪽에 동정
지수(洞庭之水)가 있으며 문산(文山)은 그 남쪽에 있고 형산(衡山)은 북쪽
에 있다”20)고 한다. 팽려지파는 현재의 포양호(鄱陽湖)이고 동정지수는 현
재의 둥팅호(洞庭湖)이며 형산은 수경주․여수(水經注․汝水)에서 언급
한 치현(雉縣)으로 지금의 허난성(河南省) 난자오현(南召縣) 남쪽 경계의
치형산(雉衡山)이며 문산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현재의 위치로 보아
허난성(河南省) 남부, 후베이성(湖北省), 후난성(湖南省)과 장시성(江西省)
북부를 아우르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국책의 기록은 팽려지
파와 동정지수의 위치가 현재와는 좌우가 반대로 되어 있어 이 기록은 불

20) 뺷戰國策․魏策뺸. “昔者, 三苗之居, 左有彭蠡之波. 右有洞庭之水. 文山在其南, 而衡山在其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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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되었다.
그러나 후난성 마왕두이(馬王堆) 3호 무덤에서 〈장사국 남부지도(長沙
國南部地圖)〉가 발견됨으로써 삼묘가 실존한 국가임이 증명되었다. 장사

국(長沙國)은 서한시기 후난성 지역의 제후국으로 기원전 202년 건립되었
으며 기원 7년에 멸망하였다. 〈장사국 남부지도〉는 현재의 지도와는 달
리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린 것으로 당연히 현재의 지도와
는 달리 좌우가 반대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장사국 남부지도〉에 근거해
볼 때 삼묘의 왼쪽에 팽려지파가 위치하고 오른쪽에 동정지수가 위치한다
고 한 전국책의 기록은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중원의 입장에서 남방 민족인 묘민의 위치를 설명하였기
때문에 현재와는 달리 좌우의 위치가 바뀌게 된 것이다.
문헌기록에서도 삼묘가 후베이성(湖北省)과 후난성(湖南省) 일대에 존재
하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통전(通典)에 의하면 “담주(潭州)는 지금
의 장사현(長沙縣)으로 고대 삼묘국의 땅이다. ---악주(岳州)는 지금의 파
릉현(巴陵縣)으로 고대 창오(蒼梧)의 들[野]이며 창오의 들은 이 군의 경계
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가 모두 창오의 들이다. 역시 삼묘의 땅이
다”21)라고 하였다. 장사현은 지금의 후난성 창사시(長沙市)를 말하며 파릉
현은 지금의 후난성 위에양시(岳陽市)를 말한다. 창오는 지금의 후난성(湖
南省) 천조우(郴州) 일대를 말한다.사기․오제본기(史記․五帝本紀)에 의

하면 “삼묘는 창강과 회하 유역, 형주(荊州)에서 여러 차례 난을 일으켰
다”22)고 한다. 한나라 시기 형주의 범위는 현재의 허난성 서남부, 후베이성
과 후난성 대부분을 포괄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위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묘민은 후베이성과 후난성 일대에 거주한 민족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후베이성과 후난성 일대에 거주한 묘민은 과연 누구란 말인
21) 뺷通典뺸. “潭州今理長沙縣, 古三苗國之地. 自春秋以来, 爲黔中地. 楚國之南境. -----岳州今
理巴陵縣, 古蒼梧之野，蒼梧野不止于此郡界, 側近之地皆是. 亦三苗之地. 亦古麇子國.”
22) 뺷史記․五帝本紀뺸. “三苗在江淮荊州數爲亂.”

갑골문과 금문(金文)자료를 통해 본 치우의 성격 257

가? 서주시기부터 진시황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후베이성과 후난성에 위치
한 국가는 초나라밖에 없다. 따라서 문헌에서 언급하는 묘민은 초나라 또
는 주변의 소국들의 거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라 볼 수 있다. 묘민의 수장으
로 언급되는 치우는 당연히 소국을 거느린 초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존재라
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저명한 학자들은 초와 묘가 혈통, 연원, 문화에서 일치한다 하여

초묘동족설(楚苗同族說)을 주장한다. 린후이샹(林惠祥)은 ‘삼묘는 남만으로
형초에 위치하며 초 역시 자칭 남만이라 한 것으로 보아 삼묘는 초민족의
조상이다. 초는 원래 남방민족으로 적어도 상나라 중기에 강한(江漢)의 형
산(荊山) 일대에 거주하였다’라고 하였다. 판원란(范文瀾)은 ‘삼묘는 묘족으
로 형초의 조상이다’라고 하였다.”23)
묘민은 후에 한나라에 이르면 남만이라 불리게 된다. 남만이란 용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서한시기 편찬된 예기(禮記)24)이다.

3. 금문자료를 통해 본 서주와 초나라의 대립
중국 학자들 중에는 상서․여형 편의 내용이 서주시기의 역사적 사실
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예가 있다. 마샤오훙(馬小紅)은 “기록에
의하면 목왕의 부친인 주 소왕은 남쪽으로 정벌을 하였으나 돌아오지 못하
고 형초(荊楚)에서 죽었다. 목왕은 남방에 대하여 적의를 깊게 갖게 되었으
나 병력이 부족하여 혹은 뒷일을 걱정하여 즉위 후 먼저 서쪽과 북쪽을 정
벌한 후에 남방에 대한 토벌을 하였다. ｢여형｣에서 고대 선성(先聖)이 치우
와 묘민에 대해 징벌을 하는 것은 주 목왕의 남정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주 목왕의 정벌은 고대 성왕의 업적을 잇는 것으로 하늘의 벌을 대신 행하
는 것이었다”25)라고 하였다. 웨이쭝위(魏宗禹)도 “여형이 만들어진 시대적
23) 萧兵, 뺷楚辭文化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143쪽.
24) 뺷禮記뺸. “南方曰蠻, 有不粒食者矣, 雕題交趾.”
25) 馬小紅, ｢試論‘呂刑’的制定年代｣, 뺷晉陽學刊뺸1989年 06期,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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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을 주 왕조가 남정을 하던 소왕시기로 보고 있다. 소왕의 아들인 목왕
은 남방부락의 수령인 치우를 통치하는 것이 쉽지 않아 여후(呂侯)에게 형
법을 만들게 하였으며 치우와 묘민에게 가혹한 형벌을 만든 죄를 귀속시켰
다”26)고 한다. 요우샤오화(尤韶華)는 “주 목왕이 초나라를 정벌한 것은 주
목왕 37년 전후이며 여형을 반포한 것은 그 전후로 전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 국고를 보충하기 위해서였다”27)라고 한다.
위의 학자들은 모두 ｢여형｣편의 배경을 주 소왕과 그의 아들인 목왕이
초나라를 정벌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차
이가 있다면 마샤오훙은 치우와 묘민 정벌이 소왕시기의 일이라 하고, 웨
이쭝위는 목왕시기의 일이라 한 것이다. 여형이 목왕시기에 반포된 것으로
보아 황제의 치우정벌은 목왕 이전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형｣편에 의하면 묘민은 상제에게 자신들의 어울함을 호소하였고, 황

제(皇帝)는 상제의 명을 받아 치우와 묘민을 소멸시켰다고 한다. 상제는 상
나라 사람들에 의해 숭배를 받았으며 우주의 주제자이며 상족의 보호신이
었다. 상제는 고대 중국에 있어 가장 높은 천신으로 황제(皇帝)는 상제의
천명을 받아 치우와 묘민을 소멸한 것이다. 황제(皇帝)는 진시황이 자신이
삼황오제(三皇五帝)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여 황제(皇帝)라 부르기 시작하
면서 제왕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춘추시기 편찬된 ｢여형｣ 편에 황제
(皇帝)라는 말이 등장하는 이유는 진나라 이후 편찬과정에서 후대 용어가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황제(皇帝)는 신황전설상의 황제(黃帝)와는
구분되는 실질적인 왕을 지칭하는 용어로 상서에서 말하는 황제(皇帝)는
서주시기 왕을 지칭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주 성왕시기 초나라는 이미 남방의 패권을 장악하였고 주나라에 제후국
으로서의 예를 다하지 않았다. 일주서․상맥해에서 성왕과 관련된 기록
26) 魏宗禹, ｢論蚩尤與黄帝之戰的歷史文化意義｣, 뺷湖南科技學院學報뺸第27卷 第2期, 2006.
27) 尤韶華, ｢‘呂刑’的穆呂之争-뺷尙書․呂刑뺸性質辨析｣, 뺷江蘇警官學院學報뺸 第27卷 第2期,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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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치우와 염제, 황제(黃帝)의 전쟁이 등장하는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여형｣ 편에서 “치우가 난을 일으켜 묘민을 약탈하고 잔혹한 형벌
로 묘민을 다스렸다”는 것은 초나라가 주나라에 제후로서의 예를 다하지
않고 남방의 소국을 직접 지배하였음을 말한다. 주 소왕 이후 초나라가 남
만지역의 소국들을 거느리고 방백(方伯)으로 역할을 한 역사적 사실과도
일치한다. “서주의 정치지리구조는 중앙권력의 중심인 주왕조가 전국을 통
치하는 것으로 주왕조는 제후국을 분봉하고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방
백은 제후국 중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데 주왕조가 약할 때는 직접 자신
에 속한 소국들을 다스렸고 주왕조는 방백을 통해 이들 소국을 간접통치할
수밖에 없었다. 초나라는 주나라의 방백으로 주왕조에 배반을 하기도 하고
순종을 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시기 명의상 주왕실에 복종한 서주의 제후
국 중의 하나였다.”28)
주 소왕은 서주시기 초나라에 대한 정벌을 가장 많이 한 왕이며 심지어
초나라 지역에서 죽었다. 전국시기 위(魏)나라 사서인 죽서기년에 의하
면 주 소왕은 초나라를 3차례 공격하였다고 한다. 첫 번째는 “주 소왕 16년
으로 한수(漢水)를 건널 때 대시(大兕)를 보았다”29)고 하는데 대시는 코뿔
소를 말한다. 두 번째는 주 소왕 19년으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습한 바람이
사방에서 일어 꿩과 토끼가 모두 놀라 사방으로 숨었으며 주나라 군대가
한수에서 많이 죽었다”30)고 한다. 마지막은 소왕 말년으로 “마지막 정벌에
서 돌아오는 길에 한강(漢江)을 건널 때 다리가 부서져 한강에 빠져 죽었
다”31)고 한다. 이후 주 목왕, 선왕(宣王)이 초나라를 정벌한 예는 있으나 가
장 대대적인 정벌은 주 소왕시기의 일이다. 왜냐하면 주 소왕 이후 주 왕조
28)
29)
30)
31)

王健, ｢從楚公逆鐘銘文論到西周的方伯制度｣, 뺷中國歷史地理論叢뺸，2002年 第2期.
뺷竹書紀年뺸. “周昭王十六年，伐楚荆，涉漢，遇大兕.”
뺷竹書紀年뺸. “周昭王十九年，天大曀，雉兔皆震，丧六師于漢.”
뺷竹書紀年뺸. “昭王末年，夜清，五色光貫紫微. 其年王南巡不反.”
뺷呂氏春秋․音初뺸. “周昭王親將征荊. 辛餘靡長且多力, 爲王右. 還反涉漢, 梁敗, 王及蔡公
抎於漢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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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쇠락의 길로 들어선 반면에 초나라는 점점 더 발전하여 주왕실과 대등
해졌기 때문이다.
서주시기 청동기 명문에도 소왕이 초나라를 정벌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
는데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

청동기 이름

성왕시기 시령궤(矢令簋)

내용

원문

唯王于伐楚, 伯在炎

번역

왕이 초나라를 정벌하였다. 초나라는 남방에서 패권
을 장악하고 있었다.

원문
어궤( 馭簋)

소왕시기

과백궤(過伯簋)

홍숙궤(鴻叔簋)

자궤(鼒簋)

번역

馭從王南征, 伐楚荊荊, 有得, 用作父戊寶尊彜

어가 소왕을 따라 남정을 하여 초형(楚荊)을 정벌
하고 청동을 얻어 조상님들을 위하여 귀한 이(彜)를
만들었다.

원문

過伯從王伐反荊, 孚(俘)金, 用乍(作)宗室寶尊

번역

과백이 주나라 소왕을 따라 반란을 일으킨 형(荊)지
역을 정벌하였으며 청동을 획득하여 종실의 귀중한
청동기인 존(尊)을 만들었다.

원문

唯九月, 鴻叔從王員征楚荊, 在成周，讠妾作寶簋

번역

9월 홍숙은 소왕을 따라 초형을 정벌하여 청동을 얻
어 낙읍에서 귀한 궤를 만들었다.

원문

鼒從王伐荊, 孚，用作簋

번역

자궤 자는 소왕을 따라 형을 정벌하여 궤를 만들었다.

위의 표를 통하여 소왕시기 초나라를 가장 많이 공격하였음을 알 수 있
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문헌기록과 일치한다.
초나라를 공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남방에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초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초나라
지역의 청동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령궤와 과백궤에는 “남방에서
패권을 장악한 초나라를 정벌하였다” 또는 “반란을 일으킨 형지역을 정벌
하였다”고 하여 서주가 남정을 한 주요 이유가 초나라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시령궤를 제외한 모든 금문에서 초나라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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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한 후에 청동을 얻어 청동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창강 중류지역은 중국
에서 구리광산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초나라를 정벌한 이유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주 소왕이 죽어 돌아오지 못하였다는 것은 초나라가 방백이 되었음을 말
하는 것이다. 주나라 이왕(夷王)시기 초나라 왕 웅거(熊渠)는 주나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다. 사기․초세가(史記․楚世家)에 의하면 “웅거는 ‘나는
만이이다. 중원의 여러 나라와 같은 명칭의 시호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
하였다. 그리고 장자 강(康)을 구왕(句王)에 봉하고 두 번째 아들 홍(紅)을
악왕(鄂王)에 봉하였으며 막내 아들 집자(執疵)를 월장왕(越章王)에 봉하였
다.”32) 초공역편종(楚公逆編鐘)33)에 의하면 초공(楚公) 역(逆)은 조상인 시
공(矢工)과 사방(四方)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본래 제후는 일방
(一方)만을 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방에 제사지낸다는 것은 스스로 왕이

라 칭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형｣ 편에 등장하는 치우는 서주시기 창강 중류지역에 거주한
초나라를 지칭함을 알 수 있다. 치우에 관한 비교적 이른 문헌인 산해경,
상서, 일주서, 마왕뚜이(馬王堆) 출토 백서(帛書) 십대경(十大經), 대

대례기(大戴禮記)의 치우는 제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사기집해(史記集
解)에서는 응소(應劭)의 말을 인용하여 “치우는 고대 천자이다(蚩尤, 古天
子)라고 하였다. 치우는 호랑이와 같은 맹수를 훈련시켜 전쟁에 참여시키

기도 하고 병기를 제련하기도 하는데 이는 치우가 단순히 신화전설 상의

32) 뺷史記․楚世家뺸. “熊渠曰, 我蠻夷也, 不與中國之號謚. 乃立其長子康爲句王, 中子紅爲鄂王,
少子執疵爲越章王.”
33) 楚公逆編鐘. “8월 갑오날에 초공역이 자신의 고조 시공(矢工)과 사방(四方)의 신에게
사람의 머리를 바쳐 제사를 지낸다. 사방을 제사할 머리를 구하기 위하여 초공역은 출정을
하였는데 성공하였으며 많이 얻을 수 있었다. 이 승리로 금(顉)부족이 즐거운 마음으로
구리 9만 균을 바쳤으며 초공역은 대형의 종을 만들 수 있었다.”(唯八月甲午, 楚公逆祀厥
先高祖考矢工、四方首。楚公逆出, 求厥用祀四方首, 休, 多擒。顉蚍内乡赤金九萬鈞, 楚公
逆用自作龢燮錫鐘百□. 楚公逆其萬年用, 保□大邦, 永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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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을 반영한 인물임을 말한다. 서주 초기부터 소
왕에 이르는 시기 남정을 하여 초나라를 정벌한 역사적 사실을 몇 백 년
후에 편찬된 상서․여형편에서는 황제(皇帝)가 상제의 천명을 받고 치우
와 묘민을 소멸시킨 신성한 행위로 묘사하고 있다.

Ⅳ. 진(晉)나라 금문자료를 통해 본 치우의 성격
1. 치우에 관한 최초의 금문자료 어정비(魚鼎匕)
루오전위(羅振玉) 선생이 수장하고 있는 청동숟가락인 어정비는 길이가
약 18.87센티미터인데 뒤쪽에 명문이 가득 새겨져 있다. “산시성(山西省)
훈위안(渾源)에서 진(晉), 연(燕)과 같은 북방계통의 청동기와 함께 출토되
었다. 시기는 대략 춘추 중기에서 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34) 동반출
토유물의 시기, 지역으로 보아 진나라 청동기물임을 알 수 있다. 진나라는
기원전 1033년에서 기원전 349년까지 산시성(山西省)을 중심으로 발전하였
다.
이 금문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두샤오
위(杜小鈺)35)의 견해에 따라 명문을 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曰 : 蚩尤匕之, 述(墜)王魚触(鼎). 曰: 欽伐(哉), 出旅(游)水虫! 下民無智(知),
参蚩鱿(尤)命, 帛(迫)命入欲(羹), 裕(滑)入粉(滑)出, 毋处其所.

치우숟가락이 왕의 어정(魚鼎)에 빠졌다. 왕은 말하였다. “경계하여라, 나와
서 돌아다니는 물뱀아! 무식한 백성아, 치우의 운명을 보아라. 박명하여 어정에
빠져 뜨거운 탕 속에서 이리저리 미끄러지니 살아날 길이 없다.”

34) 李夏廷, ｢渾源彝器研究｣, 뺷文物뺸1992年 第10期.
35) 杜小鈺, ｢蚩尤匕試讀｣, 뺷學行堂語言文字論叢뺸2012年 00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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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숟가락이 왕의 어정에 빠져 이리저리 미끄러지는 것처럼 치우가 왕
의 어정에 빠져 삶아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백성들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문장에서
반란을 일으킨 백성을 물뱀과 연결시킨 것은 주목할 사항으로 蚩자는 뱀과
관련 있는데 남방민족을 지칭하는 蠻자도 뱀과 관련이 있다.

루오전위(羅振玉) 선생 소장 어정비와 명문

2010년 산시성에서 또 다른 어정비(魚鼎匕)가 발견되었다. 이전의 어정

비는 전체 글자가 36개이고 새로 발견된 어정비는 글자가 40개로 차이가
있다. 현재 어정비에 쓰인 명문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전펑(吳鎭烽)36)은 이전의 명문을 참고로 새
로 발견된 어정비 명문을 해석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曰:

(誕)又(有)氐(氏—是)

出斿(游)水虫，下民無

(昆)尸(夷), 述(遂)王魚

(智—知),

36) http://www.gwz.fudan.edu.cn

(參-三)目人之

(顚). 曰：欽

(哉)！

(蚩)蚘(尤)命, 帛(薄)命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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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羹),

(柔)入

(柔)出，母(毋)處

(其)所。

곤이(昆夷)라는 사람이 왕에게 물고기머리를 바쳤다. 왕은 훈계하여 말하기
를 “경계하여라! 사방으로 헤엄쳐 돌아다니는 물뱀은 죽임을 당한다. 백성들은
삼묘(三苗)의 수령인 치우가 박명한 물고기머리가 탕 속에서 이리저리 미끄러
지면서 물에 졸여지는 것과 같은 처지였음을 알지 못하는데, 이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

루오전위 소장의 어정비와 비교해 볼 때 치우가 삼묘의 수장임을 명확히
하였다. 차이점은 앞의 것은 숟가락이 뜨거운 탕 속에서 졸여지는 것이 치
우의 운명과 같다고 한 반면, 뒤의 것은 물고기머리가 졸여지는 것이 치우
의 운명과 같다고 한다. 해석에 따라 내용의 차이는 약간 있으나 결론적으
로 두 어정비에서 말하는 내용은 치우는 분수를 모르고 설치고 돌아다니다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이 명문에 등장하는 왕은 진나라 왕으로 진나라 왕은 치우에 대해 극단
적인 증오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치우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감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어정비를 제작한 이유가 주술적인 원인이었을 가능
성이 있다. 예를 들어 치우집단을 정벌하기 위한 전쟁을 하기 전에 일종의
주술적인 의례로 어정비를 뜨거운 탕 속에 넣어 치우를 모의살해하였을 가
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 어정비는 두 개 발견되었지만
앞으로 더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2. 어정비에 반영된 역사적 사실
기원전 771년 유왕(幽王)이 살해되고 서주왕조가 멸망하자 이듬해인 기
원전 770년 유왕의 아들 평왕(平王)이 동쪽의 낙읍(洛邑), 지금의 뤄양(洛
陽)으로 옮겨 즉위하였다. 기원전 770년부터 476년까지를 춘추시기라 하는

데 주 천자는 실질적인 통치권을 상실하고 패주들에 의해 천하가 농단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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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기를 말한다. 춘추시기 패권을 장악한 이들을 춘추오패라 하는데 일
반적으로 제 환공, 진(晉) 문공, 초 장왕, 오왕 합려, 월왕 구천을 말한다.
제 환공 이후 진나라는 춘추시기 패(霸)라고 지칭된 시기가 가장 긴 나라로
100년간 이어졌으며 가장 강력한 국가였다.
“이 시기 진나라는 문공, 양공(襄公), 영공(靈公), 성공(成公), 경공(景公),

여공(厲公), 도공(悼公), 평공(平公)을 거쳤다. 이 100년간의 기간은 국력이
가장 강력한 시기이며 각국이 공인하는 패주였고 전쟁에 참여한 횟수가 가
장 많은 시기로 96차례에 이른다. 이 시기 진나라의 전쟁방향은 초나라와
패권전쟁, 진(秦)나라에 원수를 갚기 위한 전쟁, 제나라와 패권을 다투는 전
쟁, 융적과의 전쟁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것은 초나라와 52차례
전쟁을 한 것으로 54%에 해당한다. 이 중 성복지전(城濮之戰), 필지전(邲之
戰), 언릉지전(鄢陵之戰)과 같은 대뷰모 전쟁이 있었다.”37)

성복지전(기원전 632년)은 진나라와 초나라의 첫 번째 전쟁이다. 제 환
공이 죽은 이후 초나라는 제나라를 대신해서 중원의 패권을 장악하려 하였
다. 이 시기 진나라는 문공의 개혁 이후 패주를 다툴 경제적, 물질적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진나라는 패주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나라를
물리쳐야 했으며 초나라 또한 마찬가지였다.
문공 3년(기원전 634년) 송나라가 초나라를 배반하고 진나라에 속하자
초나라는 윤자옥(尹子玉)과 사마자(司馬子)를 파견하여 송나라를 공격하였
고 지금의 산둥성 진향현(金鄕縣)을 포위하였다. 송나라는 공손고(公孫固)
를 파견하여 진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진 문공은 호언(狐偃)의 초나라
와 정면으로 교전할 필요가 없다는 건의에 따라 초나라의 속국인 조(曹)나
라와 위(衛)나라를 공격하였다. 진나라는 초나라의 속국을 공격하면 초나
라가 이들을 구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송나라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진 문공은 조나라의 수도를 공격하고 위나라로 돌아

37) 趙軍, 뺷春秋時期晉國戰爭史硏究뺸, 山西師範大學 碩士學位論文, 2013,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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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초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하였다. 초나라는 조나라와 위나라를 잃었으나
진나라를 공격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송나라를 공격하였다. 송나라는 다
시 진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고 결국 진나라는 초나라와 위나라의 성복(城
濮)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여 승리하였다. 성복은 지금의 산둥성 판현(范
縣) 일대를 말한다. 진 문공은 성복지전 이후 두 차례 천토지맹(踐土之盟)

과 온지회맹(溫之會盟)을 거행하여 중원 각국의 패주 지위에 올랐다.
필지전은 진 경공(景公) 3년(기원전 597년)에 일어났는데 성복지전 이후
36년만이다. 이 시기 진나라는 문공과 양공시기 최고봉에 이른 이후 영공

과 성공에 이르러서는 이미 쇠퇴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러나 초나라
는 장왕의 통치 아래 나날이 발전하였다. 기원전 606년 초 장왕은 허난성
남부인 이하(伊河) 상류에 있던 육혼(陸渾) 융(戎)을 정벌하고 계속해서 북
상하여 주나라의 국경인 낙하(洛河) 부근에서 성대한 관병식(觀兵式)을 거
행하였다. 이때 주 정왕(定王)은 대부인 왕손만(王孫滿)을 사자로 보내 장
왕을 축하하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장왕은 주 왕실에 전수되고 있던 9개의
정(鼎)의 크기와 무게를 물었다고 한다. 이 보정(寶鼎)은 왕권의 상징으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로 전수된 것이라고 한다. 보정의 크기를 물었다는
것은 초나라가 주나라의 권위에 도전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스스
로 천하의 패주임을 선포한 것이다. 초 장왕은 정나라를 포위하였고 진나
라는 군사를 파견하였다. 초나라는 정나라 땅인 필(邲), 지금의 허난성 정현
(鄭縣) 동쪽에서 진나라 군대를 대패시켰다. 필지전 이후 패주라는 이름은

초나라 장왕이 갖게 되었고 중원의 각국은 초나라에 의존하게 되었다. 진
나라 진영에는 송나라, 위나라, 조나라 등 몇 개 국가만이 있었으며 진나라
의 지위는 심각하게 하강하였다.
언릉지전은 기원전 575년 진나라와 초나라가 정나라를 빼앗기 위한 전
쟁으로 언릉(鄢陵), 지금의 허난성 예링현(鄢陵縣)에서 발생한 전쟁이다. 이
전쟁을 통하여 진나라는 초나라를 물리치고 다시 중원에서 우세한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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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릉지전 이후 오나라와 초나라, 오나라와 월나라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
다. 초나라는 남방에서 새롭게 성장한 오나라, 월나라의 전쟁에 집중하였
고, 진나라는 한(韓)나라, 조(趙)나라, 위(魏)나라로 분리되어 세력이 약해짐
에 따라 두 나라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어정비는 춘추시기 중말기 진나라에서 제작된 것으로 진나라와 초나라
의 100년 전쟁을 담고 있다. 어정비에 등장하는 왕은 진나라 왕으로 그는
치우로 상징되는 숟가락을 뜨거운 탕 속에 넣어 삶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초나라를 증오하였다.

Ⅴ. 결론
상나라 시기 갑골문에는 치(蚩)자와 우(尤)자가 개별적으로 등장하는데
모두 재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치우(蚩尤)라는 단어가 등
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나라시기에는 치우라고 지칭되는 특정한 집단
이나 민족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서주시기의 역사적 상황을 반
영한 것으로 보이는 상서․여형 편에 ‘치우’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
으로 보아 서주시기에는 ‘치우’로 지칭되는 특정 민족 또는 국가가 존재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치우는 묘민의 수장이라고 하는데 묘민의 거주 위치, 거주 시기로 보아
묘민은 초나라 사람을 지칭한다. 서주시기 금문자료를 통해 볼 때 서주초
기부터 초나라에 대한 공격을 하였으며 가장 활발하게 공격을 한 왕은 소
왕임을 알 수 있다. 상서․여형편에 등장하는 황제(皇帝)가 치우와 묘민
을 소멸하였다는 내용은 서주 초기부터 소왕에 이르는 시기 초나라를 정벌
한 역사적 사실을 신화전설의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 소왕
이 초나라를 정벌한 이유는 초나라가 제후국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스스로
왕임을 천명하였으며 초나라 지역에는 다량의 청동이 매장되어 있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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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익도 있었기 때문이다.
춘추 중말기에 제작된 진나라 어정비에는 진나라 왕이 치우의 방종을 꾸
짖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또한 진나라와 초나라의 대립을 은유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진나라가 진정한 패주가 되기 위해서는 당시 유일한 맞수였
던 초나라를 물리쳐야 했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뜨거운 물에 넣어 죽
이고 싶을 만큼 치우에 대한 증오가 강렬하게 표현되었다.
서주시기에서 진나라로 시대가 바뀌었으나 황제(皇帝)나 왕(王)은 중원
의 패권을 장악한 존재를 의미하고, 치우는 남방의 초나라 왕을 지칭한다.
따라서 상서와 금문 자료에 등장하는 황제 또는 왕과 치우의 대립은 패
권을 장악하기 위한 중원왕조와 초나라의 대립을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 논문은 2015년 7월 26일에 접수되어,
2015년 8월 13일에 심사를 의뢰하여 8월 28일에 심사 완료되었으며,
2015년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수정하여
2015년 9월 16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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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ature of Chiyou Examined through Oracle Bone Script
and Bronze Inscriptions
Kim, In-hee
The characters Chi and You appear separately in the oracle bone
script during the Shang Dynasty and both contain the meaning of
catastrophe. However, Chiyou does not appear at that time, that
a particular group or ethnic group did not exist during the Shang
Dynasty. ‘Chiyou’ appears first in the chapter "'Sangseo․Yeohyeon'",
which seems to have reflected the historical situation of the Western
Zhou Period. Thus, the particular ethnic group or nation referred to
as 'Chiyou' appeared in the Western Zhou Period. Chiyou is said to
be the head of the Myomin, who are the people of the Chu Dynasty
given the location and, time of the Myomin. According to bronze
inscriptions from the Western Zhou Period, King Zhao was a king who
attacked the Chu Dynasty the most actively, and the Chiyou conquest
of the emperor that appears in the chapter "'Sangseo․Yeohyeong'"
can be said to recorded historical facts from the King Zhao Period in
the Zhou Dynasty in the form of myth or legend. King Zhao of the Zhou
Dynasty conquered the Chu Dynasty because the Chu Dynasty
declared itself to be the king. addition, there was much economic
benefits to be gainde from the large amount of bronze buried in the
Chu region.
In Eojeongbi of the Qin Dynasty, done in the mid and last periods
of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describes the king of the Chiyou
for indulgence and the Chiyou dying in hot baths. The Qin Dynasty
and Chu Dynasty fought for about 100 years in order to secu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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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acy, and the Qin Dynasty’s hatred against the Chu Dynasty
was great, feeling metaphorically expressed in Eojeongbi.
Although times changed from the Western Zhou to the Qin Dynasty,
being an emperor or king meant that the person held the supremacy
of the midfield and Chiyou refers to the king during the Chu Dynasty
of the south. Therefore, the confrontation between an emperor or king
and the Chiyou that appear in 'Sangseo' and in bronze inscriptions
can be seen as describing the confrontation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ethnic groups in terms of who would hold the supremacy.
Key Words : Chiyou, Oracle Bone Script, Bronze Inscriptions, Zhou Period, Myomin,
Chu Dynasty, Qi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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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禮記뺸와 뺷墨子뺸의 鬼神觀
-喪葬觀을 중심으로38)공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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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뺷예기(禮記)뺸와 뺷묵자(墨子)뺸를 통해 선진시기 상장관을 살펴보기 위하
여 우선 양서(兩書)의 귀신관을 논하였다.
춘추전국(春秋戰國)시기는 중국역사와 사회의 대변혁의 시대로서 사상이 매우
활발한 시기였다. 그 결과 학술번창의 시대를 초래하였으며 학파간의 경쟁은 백가
쟁명(百家爭鳴)의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현상은 순식간에 다양한 학술사상이 경쟁
하면서 흥쇠(興衰)를 거듭하며 전승을 이어 나갔다.
이 시기 상장(喪葬)관념을 살펴보면, 상장은 사회생활의 중요한 일면으로서 각
학파마다 다양한 입장을 논하고 있다. 그들의 이론은 중국고대 민족풍속, 종교신
앙, 예의제도에 끼친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유가(儒家)와 묵가(墨家)의 연
구와 논지는 상장관념에 대해 분명하고 치밀한 관점을 표방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 계명대학교 교양교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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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고는 뺷예기뺸와 뺷묵자뺸의 상장관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그들의 귀신
관을 구별하여 논하였다.
주제어 : 선진(先秦), 예기(禮記), 묵자(墨子), 상장관(喪葬觀), 귀신관(鬼神觀).

Ⅰ. 머리말
중국고대 상장풍속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기본적으로 후장(厚
葬)풍습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후장풍습 흥행의 연원은 대략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당시의 귀신숭배(鬼神崇拜)와 영혼불멸(靈魂
不滅) 관념이다. 이것은 세계 각 민족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둘째, 중국

특유의 유가(儒家)이론의 민속표현이다. 왜냐하면 상장풍속은 사회의 문화
현상으로서 특정한 역사시대의 정치와 경제의 영향을 받은 산물(産物)임과
동시에 시대사조의 반영이다. 따라서 중국 상장예의(喪葬禮儀) 제도상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유가사상이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유가의｢예(禮)｣
사상이다. 반면 묵가에서 주장한 상장이론은 절검(節儉)과 복고(復古)에 기
반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와 백성의 현실적 이익을 기초로 한 것으
로 박장(薄葬)과 단상(短喪)을 주장하며 명귀(明鬼)의 설을 창도(倡導)하였
다. 따라서 유가와 묵가의 관점은 철저히 대립된다.
상례(喪禮)는 인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활동이자 문화행위이며
고대문화 중 가장 정밀하고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아 왔다. 이러한 상례는
그 범위와 함의 또한 복잡하고 심오하다. 따라서 예기로 부터 역대 예학
과 관련된 문헌에서 상례를 토론한 편장은 매우 많다.1)
1) 뺷禮記뺸 중에 상례와 관련해 전문적으로 토론된 편장은 ｢檀弓｣上下, ｢曾子問｣, ｢喪服小記｣,
｢大傳｣, ｢雜記｣上下, ｢喪大記｣, ｢奔喪｣, ｢問喪｣, ｢服問｣, ｢三年問｣, ｢間傳｣, ｢喪服四制｣등으
로 이들은 뺷禮記뺸의1/4에 해당된다. 공병석, 뺷예기 상례의 인문관뺸, 학고방, 2013, 9∼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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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의 묵자를 보면 묵자는 유가가 주대(周代) 귀족문화로부터 답습한
예악(禮樂) 등의 제도형식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묵
자의 ｢절장(節葬)｣, ｢비악(非樂)｣, ｢절용(節用)｣, ｢비유(非儒)｣ 등의 편장은
모두 유가가 주장하는 예악을 겨냥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묵자는 현실적인 공리주의(功利主義)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백성과
국가에 유익한 것은 지지하고 무익한 것은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상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묵자는 박장단상(薄葬短喪)을 적극
적으로 장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가에서 강력이 추진하였던 삼년지상(三
年之喪)에 대해서도 세밀하고 강열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보면 예기와 묵자는 상례에 대한 서로의 관점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차이가 바로 그들의 귀신관(鬼神
觀)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본고는 당시의 상장관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의 귀신관을 우선
문자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본후 예기와 묵자의 귀신관을 각각 논하고
자 한다.

Ⅱ. 鬼神의 意義
귀신(鬼神) 관념은 중국 고대 이미 존재하였다. 그러나 ｢귀(鬼)｣와 ｢신
(神)｣ 두 문자로 개괄하여 정식으로 귀신의 개념을 확대한 것은 춘추시기의

일이다. 춘추시기 사람들은 ｢귀신｣ 두 글자를 연용 하였다. 이것은 당시 사
람들의 인상 속의 귀신 두 글자의 본의가 서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
는 것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따르면｢사람이 돌아갈 바를 귀라고 한
다. (人所归为鬼.)｣2)고 하였다. 그리고 광운(廣韻)에 의하면 ｢귀는 돌아간

2) 뺷說文解字뺸, 臺灣, 天工書局, 1996, 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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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말이다.(鬼之为言归也.)｣3)라고 하였다. 따라서 귀(鬼)의 의미는 사람이
죽으면 귀가 되는 것이다. 즉 산 사람을 인(人)이라 하는 반면 죽은 사람을
귀(鬼)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기․제의편에 의하면,
모든 살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고, 죽으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
데 이것을 일러 귀라고 한다. 뼈와 살은 땅 속에서 썩어 산야의 흙이 되고 그
기(氣)는 하늘 위로 떠올라 밝은 존재가 된다. (그 밝은 존재가)강한 향기를
뿜어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이는 온갖 것의 정(精)으로서 신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물의 정기로 인하여 가장 존귀한 성질을 만들어 귀와 신의
이름을 높여 백성들의 법으로 삼게 한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
며,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众生必死, 死必归土, 此之谓鬼. 骨肉斃于下, 阴为野土. 其氣发扬于上, 为昭穆, 焄
蒿․悽怆, 此百物之精也, 神之著也. 因物之精, 制为之極, 明命鬼神, 以为黔首则,
百众以畏, 萬民以服.)4)

귀(鬼)의 의미는, 사람이 죽으면 귀가 되는 것이어서 경시하거나 악의적인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귀와 신을 함께 거론하여 귀(鬼)자는 높이
는 의미가 있어 귀가 일반인보다 지위가 높다. 그러나 경서(經書)에서는 선
인(先人)의 귀(鬼)를 가리키며 귀 대신 신(神)자를 사용하였다. 신(神)은 귀
(鬼)와 비교해 더욱 존중받는 의미이며 선인들의 사후세계는 특별한 경지

임을 의미한다.5) 갑골문에는 귀자가 보이지 않으며 단지 ｢신(申)｣자만 존
재하고 있다. 신(申)자가 포함된 갑골문자 중에 전(電)자의 용례가 가장 많
으며 하늘의 번개를 의미한다. 금문(金文)상의 신(神)자는 처음에 ｢示｣편방
이 없었으며 ｢申｣자로 대신하여 통용 되었고 이후에 ｢示｣편방을 더하였다.
설문해자의 ｢示｣부의 기록에 따르면,

3) 뺷廣韻․上聲뺸, 臺灣, 黎明出版社, 1995, 255쪽.
4) 뺷禮記․祭義뺸, 뺷十三經注疏뺸, 臺灣, 藝文印書館, 1985, 813∼814쪽.
5) 羅光, 뺷中國哲學大綱뺸, 臺灣, 商務印書館, 1999,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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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천신으로서 만물을 끌어낸 자이다. 示와
(神, 天神引出萬物者也, 從示

으로 구성되어 있다.

.)6)

또한 설문해자의 ｢申( )｣부에 의하면,
신은 편다는 뜻이다. 7월에 음기가 몸을 이루어 스스로를 폈다 오무렸다하게
된다.

으로 구성 되었으며 스스로 유지한다는 뜻이다. 관리들은 신시(

를 기준으로 식사하고 업무를 보았는데 그것이 신단(
(

, 神也, 七月陰氣成體自

束, 從

時)

旦)의 정치다.

自持也. 吏以餔時聽事,

旦政也.)7)

신(神)자의 어근은 아마도 ｢신(申)｣일 것이다. 이러한 훈석(訓釋)은 ｢申｣을
｢電｣자의 의미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초기 귀는 대체로 조상신을 말하며

신은 대부분 천신(天神)을 말한다. 귀와 신을 함께 연용 한 것은 일반적으
로 조상신과 천신을 포함한 모든 신령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귀신은 조상
만을 의미하기도 한다.8)
상(商)대 이전 사람들의 심중에 귀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매우 밀접
한 관계가 있으며 귀신은 사람의 운명을 제어 한다고 여겼다. 따라서 일상
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봉착하였거나 해답을 구할 수 없는 의문이 생겼
을 때마다 점을 쳐서 귀신의 인도를 구하였기에 귀신의 역량은 사람과 견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귀신 숭배의 성행은 주(周)대에 이르러
변화하기 시작한다. 인류의 이지적 사고가 점차 증가되자 과거와 같은 소
박한 사상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귀신은 종교적 인격의 의미에
서 철학적 의미의 범주로 변화해 갔으며 공자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결정적
인 변혁을 초래한다.
귀신관념은 비록 인류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일종의 미신 사상 이였지만
6) 뺷說文解字뺸, 앞의 책, 3쪽.
7) 위의 책, 746쪽.
8) 羅光, 앞의 책, 57∼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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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말 사상가와 관련된 철학적 탐구를 객관적으로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춘추후기 사회에 무신론이 점차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묵자
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지금 귀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귀신이란 본래부터 있을 수 없는 것이
라고 아침저녁으로 천하에 가르쳐 천하 인민이 의심을 품게 하여 천하 인민으
로 하여금 귀신의 유무에 대한 분별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래서 천하가 어지러
워진 것이다.
(今執無鬼者曰 :｢鬼神者, 固無有.｣旦暮以爲敎誨乎天下, 疑天下之衆, 使天下之衆
皆 疑惑乎鬼神有無之別, 是以天下亂).9)

춘추시기 각 학파간 귀신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묵자는 귀
신이 사람에게 감지 될 수 있는 존재로 여겼다. 그는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사람이 생긴 이래로 일찍이 귀신이라는 물체를 본 일이 있고 귀신의 소리
를 들은 일이 있다.｣10)라고 강력히 변론하고 있다. 또한 고래로 부터 당시
까지의 사례를 들어 귀신의 존재를 증명하였다. 그러나 묵자와 달리 유가
는 귀신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예기․중용에서 공자의 말
을 인용하고 있다.
귀신의 덕됨이 지극하도다!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지만 사물의
본체가 되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로다.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재계하고
깨끗이 하고 의복을 성대히 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니 洋洋하도다! 마치 그 위에
있는 듯 하며 마치 좌우에 있는 듯하다.
(鬼神之爲德, 其盛矣乎! 視之而弗見, 聽之而弗聞, 體物而不可遺.使天下之人, 齊
明盛服, 以承祭祀, 洋洋乎如在其上, 如在其左右.)11)

9) 뺷墨子閒誥․明鬼下뺸, 臺灣, 華正書局, 1995, 201쪽.
10) “自古以至今，生民以来者，亦有尝见鬼神之物，闻鬼神之声.”, 위의 책, 202쪽.
11) 뺷禮記․中庸뺸, 앞의 책, 8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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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는 귀신이 사람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고 주장하였다. 예기․제의의 기록을 보면 공자와 그의 제자들은 귀신의
기원 문제를 토론하였는데 ｢기(氣)｣와 ｢백(魄)｣의 개념으로 나누어 귀신을
해석한 적도 있었다.12) 비록 이러한 탐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으나 사상사(思想史)의 발전과정에 결정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1. 뺷禮記뺸의 鬼神觀
주(周)대에 이르러 사회 생산력 수준의 향상과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으
로 인하여 사람들은 점차 인류자신의 행위적 의미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귀신관 역시 귀신을 존중하는 것에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으로 전환 되어 갔다. 주(周)대 사람들은 ｢경덕(敬德)｣, ｢이덕배천(以德配
天)｣의 사상을 제기하며 중국역사에 있어 귀신보다 사람을 더 중시여기는

인본(人本)사상의 서막을 열었다.
예기일서는 주(周), 진(秦) 및 한(漢)초 선진유학의 총체이다. 따라서

그 내용은 방대하지만 귀신을 언급한 문장이 백여 곳에 이른다. 비록 예기
에 천명(天命), 귀신(鬼神), 제사(祭祀)를 언급한 문장이 적지 않지만, 단지

12) 위의 책, ｢祭義｣, 813∼814쪽. 재아가 말하기를 “저는 귀신이라는 말을 들었읍니다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하니 공자가 말하였다. “기라고 하는 것은 신이 성한
것이요, 백이라고 하는 것은 귀가 성한 것이므로, 귀와 신을 합해서 말해야만 가르침이
완전할 것이다.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고, 죽으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일러 귀라고 한다. 사람이 죽어 뼈와 살은 땅 속에서 썩어 산야의
흙이 되고, 기는 하늘 위로 떠올라서 밝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밝은 존재가)강한
향기를 뿜어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이는 온갖 것의 정(精)으로서 신이 나타나
는 것이다. 사물의 정기로 인하여 가장 존귀한 성질을 만들어 귀와 신의 이름을 높여,
백성들의 법으로 삼게 한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것
을 따르는 것이다.” (“宰我曰 :｢吾聞鬼神之名, 不知其所謂.｣子曰 :｢氣也者, 神之盛也. 魄也
者, 鬼之盛也. 合鬼與神, 敎之至也. 衆生必死, 死必歸土, 此之謂鬼. 骨肉斃于下, 陰爲野土.
其氣發揚于上, 爲昭穆, 焄蒿․悽愴, 此百物之精也, 神之著也. 因物之精, 制爲之極, 明命鬼神,
以爲黔首則, 百衆以畏, 萬民以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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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들은 모두 현실적인 인륜도덕으로 귀결시켰을 뿐이었다. 즉｢예(禮)｣를
논한 것이며 결코 천신(天神)과 귀신 등 괴이함을 논한 것은 아니었다.
귀신에 대한 설은 예로부터 있었다. 예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공자가 말 하였다. “하나라 사람들의 도는 명을 존중하여 귀를 섬기고 신을 공
경 하였으나 그것을 멀리 하였고, 사람을 가까이 하여 충성하게 하여 녹을 먼저
하고 위엄을 뒤로 하였으며 상을 먼저하고 벌을 뒤로 하여 (백성이 그 윗사람
을)친하기는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았다. 그 백성들의 폐단은 둔하고 어리석었
으며, 교만하고 거칠었으며, 소박하고 꾸미는 일은 없었다. 은나라 사람들은 신
을 존경하여 백성을 이끌어 신을 섬기게 하고 귀신을 먼저 하고 예를 뒤로 하였
으며, 벌을 먼저하고 상을 뒤로 하여 (백성이 그 윗사람을)존경은 하되 친하지
는 않았다. 그 백성들의 폐단은 방탕하면서 조용하지 않았으며, 이기려고만 하
여 부끄러움이 없었다. 주나라 사람들은 예를 존중하고 베푸는 일을 숭상 하였
으며, 귀를 섬기고 신을 공경하였으나 그것을 멀리 하였고, 사람을 가까이 하여
충성케 해서 그 상과 벌을 벼슬의 차례(고하)로 하여 (백성이 그 윗사람을)친하
기는 하되 공경하지는 않았다. 그 백성들의 폐단은 이로움을 구하고 간교하였
으며, 꾸미는 일이 많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남을 해롭게 하여도 덮어두는
것이다.”
(子曰 :｢夏道尊命事鬼敬神而遠之, 近人而忠焉. 先祿而後威, 先賞而後罰, 親而不尊.
其民之敝, 惷而遇, 喬而野, 朴而不文. 殷人尊神, 率民以事神, 先鬼而後禮, 先罰而後
賞, 尊而不親. 其民之敝, 蕩而不靜, 勝而無恥. 周人尊禮商施. 事鬼敬神而遠之, 近人
而忠焉, 其賞罰用爵列, 親而不尊. 其民之敝, 利而巧, 文而不慚, 賊而敝.｣)13)

상문은 하상주(夏商周) 3대의 귀신에 대한 태도를 잘 설명하고 있다. 비록
귀신에 대한 태도에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귀신을 섬기고 공경하였다.
하(夏)의 정치방침은 귀신을 섬기고 공경하였지만 귀신의 이치를 백성교화
에 참여시키지는 않았다. 반면 은(殷)대의 방침은 귀신을 숭배하고 중시하
며 예교(禮敎)를 비교적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주(周)대는 예법을 추존하
13) 뺷禮記․表記뺸, 앞의 책, 915∼9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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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귀신을 공경하였으나 귀신의 이치를 백성 교화에 가담시키지는 않았
다. 하(夏)와 주(周)는 서로 귀신을 섬겼으나 멀리하였으며 이것은 인도(人
道)에 충실한 것이고 인도에 충실하다는 것은 곧, 백성을 위해 힘을 쏟는다

는 의미이다. 유가는 주 문화의 가치를 계승하여 인간중심의 사고를 더욱
강조하였다. 따라서 인도(人道)의 입장에서 귀신을 공경하면서 이를 멀리
한 것이다. ｢표기｣에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요즘 아버지가 아들을 친하게 여기는 기준은 현명하면 친히 하고 무능하면 멀
리하며, 어머니가 아들을 친하게 여기는 기준은 현명하면 친히 하고 무능하면
불상하게 여긴다. 어머니는 친하기는 하되 존경하지는 않고, 아버지는 존경은
하되 친하지는 않다. 물은 백성에게 있어 친근하되 존경하는 대상은 되지 않고,
불은 존경하는 대상은 되지만 친하지는 않다. 땅은 백성에게 있어 친근한 대상
이기는 하되 존경할 대상은 되지 않고, 하늘은 존경하는 대상이지만 친근하지
는 않다. 정령은 백성이 친하게 여기지만 존경하지는 않고, 귀신은 존경하지만
친하게 여기지 않는다.
(今父之親子也, 親賢而下無能 ; 母之親子也, 賢則親之, 無能則憐之. 母親而不尊,
父尊而不親. 水之於民也, 親而不尊, 火尊而不親. 土之於民也, 親而不尊, 天尊而不
親 命之於民也, 親而不尊, 鬼尊而不親.)14)

상문은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 존중할 수는 있지만 친근(親近)하기는 어렵
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상술한 예기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주
대시기 귀신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즉 귀신을 공경하면서 멀
리하는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유가(儒家)는 원시
신앙의 귀신을 논하기를 꺼려하였지만15) 인간의 생명이 사후(死後) 저승세
계의 생활보다 더 소중함을 철저히 긍정하고 있으며, 또 인간의 생명적 의
14) 뺷禮記․表記뺸, 앞의 책, 915쪽.
15) 뺷論語뺸를 보면 원시신앙의 귀신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述而｣편의 “子不言
怪力亂神.”, ｢先進｣편의 “季路問事鬼神. 子曰: 뺷未能事人, 焉能事鬼?뺸曰: 뺷敢問死!뺸曰: 뺷未
知生, 焉知死?뺸”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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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더욱 잘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예기는 귀신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
니었다. 예를 들면 ｢중용｣편에서 귀신에 대해 상세히 논술하고 있다.
귀신의 덕됨이 지극하도다!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지만 사물의
본체가 되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로다.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재계하고
깨끗이 하고 의복을 성대히 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니 洋洋하도다! 마치 그 위에
있는 듯 하며 마치 좌우에 있는 듯하다.
(鬼神之爲德, 其盛矣乎! 視之而弗見, 聽之而弗聞, 體物而不可遺. 使天下之人, 齊
明盛 服, 以承祭祀, 洋洋乎如在其上, 如在其左右.)16)

상술한 내용에 따르면 귀신은 보이지도 않으며 들리지도 않는다. 단지 ｢위
에 있는 듯 하며 마치 좌우에 있는 듯하다｣고 하였다. 즉 있는 듯 하다는
것이다(｢如在｣). 따라서 공자가 병이 들었을 때 그의 제자 자로는 기도하기
를 청했다.
공자가 말 하였다. “그러한 방법이 있느냐?” 자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있습
니다. 뇌에 뺷그대를 위하여 상하 신지에게 기도하옵니다.뺸라고 하였습니다.” 그
러자 공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런 것이라면 나도 기도해온지가 오래 되었
다.”
(子曰 :｢有諸?｣子路對曰 :｢有之, 誄曰 :뺷禱爾於上下神祗.뺸｣子曰 :｢丘之禱也久矣.｣17)

이상 상술한 바에 의하면 귀신에 대한 태도는 그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인
정하지도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화의 의미에서는 오히려 귀
신의 존재를 믿는 경향이 있다. 논어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자는) 제사에 임해서는 그 선조가 계신 듯이 하고, 신에게 제사지낼 때도

16) 뺷禮記․中庸뺸, 앞의 책, 884쪽.
17) 뺷論語․述而뺸, 뺷十三經注疏뺸, 臺灣, 藝文印書館, 1985,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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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신이 있는 듯이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참여하지 아니한
제사는 마치 제사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
(祭如在, 祭神如神在, 子曰 :｢吾不與祭, 如不祭.｣)18)

｢如｣자의 자의(字義)적 해석을 보면 귀신은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 예학자들은 제례(祭禮)의 정신을 논할 때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태
도를 견지하였다. ｢옹야｣편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으로서 의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면 지혜롭다 할 수 있다.
(務民之義, 敬鬼神而遠之, 可謂知矣.)19)

이 역시 예기에 기록된 ｢죽은 사람을 보내는 데에 있어 완전히 죽은 사람
으로 대하는 것은 어질지 못한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죽은 사람
을 보내는 데에 있어 완전히 산 사람으로 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
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20)의 또 다른 한 견해이다. “귀신을 공경하지
만 멀리한다.”는 것은 귀신의 존재를 믿지만 귀신을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
는다는 뜻이다. 고인들은 사람이 돌아가는 바를 귀(鬼)라고 하였으며 천신
(天神)은 만물을 생성 할 수 있는 자이여서 신으로 여겼다. 따라서 귀신은

인간에게 화복(禍福)을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행(僥倖)과
분수에 맞지 않는 부정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귀신을 신봉하고 귀신에게
아첨하였기 때문에 ｢귀신을 공경하나 그를 멀리한다.(敬鬼神而遠之)｣는 명
제를 제기 하여 인본주의(人本主義)적 인문교화(人文敎化)로 삼았다.
또 예기에서 귀신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귀신을 예악정교(禮樂政敎)의
근본으로 여기는 태도를 볼 수 있다.
18) 위의 책, ｢八佾｣, 28쪽.
19) 위의 책, ｢雍也｣, 54쪽.
20) “之死而致死之, 不仁, 而不可爲也; 之死而致生之, 不智, 而不可爲也.”, 뺷禮記․檀弓上뺸, 앞의
책,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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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까닭에 예는 반드시 하늘에 근본을 두며, 땅을 본받으며, 귀신의 도에 따라
제사를 지내고, 상사, 제사, 활쏘기, 말 몰기, 관례, 혼례, 조례, 빙례에까지 미친
다. 그러므로 성인은 예를 행함으로써 모범을 보였으니, 그렇게 해서 천하 국가
의 정치를 바로잡으려고 하였다.
(是故, 夫禮必本於天, 殽於地, 列於鬼神, 達於喪․祭․射․御․冠․昏․朝․聘,
故聖人以禮示之, 故天下國家可得而正也.)21)

그렇기 때문에 예는 반드시 그 근본을 태일(천지의 근원)에 두는 것이다. 그
원기가 나누어져서 하늘과 땅이 되고, 옮겨져 음양이 되고 변하여 사시가 되고,
벌려져서 여러 귀신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천도로써 아래에 내리는 것을 명이
라 하는데 그것은 천도를 본받는 것이다.
(是故夫禮, 必本於大一, 分而爲天地, 轉而爲陰陽, 變而爲四時, 列而爲鬼神. 其降
曰命, 其官於天.)22)

훌륭한 음악은 천지와 더불어 화합의 작용을 하고, 중대한 예는 천지와 더불어
조절(규제)하는 작용을 한다. 화합의 작용을 하므로 만물이 각기 그 개성을 잃
지 않고, 조절의 작용을 하므로 천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리하
여)현실의 세계에는 예악이 있고 유계(幽界)에는 귀신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공경하고 함께 사랑하게 된다.
(大樂與天地同和, 大禮與天地同節. 和, 故百物不失 ; 節, 故祀天祭地. 明則有禮樂,
幽則有鬼神. 如此, 四海之內, 合敬同愛矣.)23)

귀신은 천지의 작용이며 자연의 화절(和節, 화합과 조절)이다. 그리고 예악
(禮樂)은 성인의 작용이며 동화(同和, 화합작용), 동절(同節, 조절작용)이다.

따라서 선유(先儒)들은 귀신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예악을 근본으로 여겼으
며, 또한 예악을 정교(政敎)의 근본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정교 역시 귀신에
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였다.
21) 뺷禮記․禮運뺸, 앞의 책, 414쪽.
22) 위의 책, 438쪽.
23) 위의 책, ｢樂記｣, 6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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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에 대해 논하자면, 유가의 예악정교의 핵심은 사람들이 주동적으로
귀신의 덕을 체증(體證)하는 데에 있고 기도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귀신의
화복(禍福)을 바라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가가 귀신을 공경하는
최종 목적은 귀신을 통하여 생활의 안착(安着)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현
실세계에서 생활의 안착을 위해 객관적인 외왕(外王) 정치를 창조하는 것
이다. 귀신에 대한 경건함과 신중한 태도를 예의(禮義), 인문교화(人文敎化)
로 전이되도록 하는 것이다.
원시신앙에서 귀신의 존재는 다양한 초자연적인 숭배대상이자, 사망 후
영혼의 귀착점을 말한다. 그들은 저승세계에서도 사람의 의식과 감정을 소
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자의 한계를 초월한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
다. 심지어 사람을 결정하고 제어할 수 있으며 사람에게 길흉과 수명을 결
정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지혜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의 발전을 따라
귀신의 능력은 산 사람이 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사후의 중요
성을 더욱 확신하고 긍정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생전의 가치는 약화되었고
귀신의 지위는 이처럼 산 사람을 압도하였다. 만약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귀신을 무한시(無限視)하고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인 결정력과 제한력을 행
사한다고 여긴다면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상례․제사․기도를 통하여 귀신의 무한능력으로 인간의 유한함을
보완하여 현실생활이 순조롭게 되기를 바라게 되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
신들의 정신적 무장을 벗어 버리고 생명 그 자체의 창조성과 존엄성을 잃
어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원시 관념은 주(周) 문화 건립 시 점차 도태되기 시작하였으며
공자는 주 문화의 정신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유학에서는 ｢괴력난신(怪力亂
神)｣의 언급이 없다. 따라서 예기에서 언급한 귀신은 대부분 병용하여 일

컬은 것이며 대체로 천지자연과 조상의 귀신을 말한다. 그러나 결코 종교
의 미신적 태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며 천도․귀신 그리고 인정(人情)이
합일된 인문정신으로 간주하였다. 이것이 바로 예기 귀신관의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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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특징이다. 유가는 산 사람 섬기는 것을 중시하였으며 귀신에 대해서는
존재는 하나 논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다. 독립적으로 귀신 그 자체의 개
념을 토론하지 않았으며 ｢제사｣를 통해서 귀신을 사람과 연계하였다. 그리
고 삶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태도는
귀신을 공경함으로 복상(福祥)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도덕상의 성경(誠敬)
을 추구하는 것이다. 귀신의 유무와 존재 여부에 대해서 유가는 사람의 성
과 경에 달려 있다고 여겼으며 주변에 있는 듯 한 경험과 느낌은 모두 ｢자
신의 정성과 공경을 다 하는 것(致其誠敬)｣이다. 특히 ｢예(禮)｣관념을 더 하
여 예로써 귀신 섬기는 것을 관철하였다. 즉, ｢살아 계실 때에는 예로써 이
를 섬기도, 돌아가시게 되면 예로써 장례를 지내며, 제사를 예로써 모셔야
한다.｣24)는 인도(人道)사상의 특색이 나타난다.

2. 뺷墨子뺸의 鬼神觀
중국인은 오래전부터 귀신을 믿어왔다. 상(商)대 사람들이 귀신을 숭상
한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춘추시기에 이르러 원시
종교의 관념이 점차 인문화 되면서 사인(士人)들의 의식 속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유가는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면
지혜롭다 할 수 있다.｣25)는 태도를 보였다. 더욱이 유가의 말류(末流)들은
형식을 더욱 중시하고 허례허식만을 숭상하며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으
나 오히려 상례(喪禮)와 제사(祭祀)는 중요시하였다. 이에 묵자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귀신은 없다고 말하면서 귀신을 제사하는 예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손님은 없으나 손님 접대의 예절은 배워야 한다는 말과 같다. 또 이것은

24)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뺷論語․爲政뺸, 앞의 책, 16쪽.
25) “敬鬼神而遠之, 可謂知矣.”, 위의 책, ｢雍也｣,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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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는 없으나 어망을 만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모순된 말이다.
(執無鬼而學祭禮, 是猶無客而學客禮也, 是猶無魚而爲魚罟也.)26)

라고 비판하였다. 심지어 묵자는 귀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 바로 세상
을 혼란케하는 원인이 된다고 여겼다. 그리고 묵자는 하나의 인격신이 인
간사회와 자연계를 주재한다고 단정하였기에 귀신의 존재 역시 당연히 확
신하였다. 아울러 귀신이 천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심판하는 강하고 힘이 있는 구속력을 소유한 존재로 생각하였다.27) 그르므
로 그는 전력을 다해 역사상의 실증으로 귀신의 존재를 증명하였다. 묵자
는 귀신의 존재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믿으면 경외취상(敬畏取祥)
할 수 있고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으며 국가의 황음무도
(荒淫無道)를 치료하는 처방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이 바로 묵자가
｢명귀(明鬼)｣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明鬼下｣에서 묵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

하고 있다.
묵자가 말하였다. 옛 삼대 성왕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천하는 의로움을 잃고
제후들은 하느님을 배반하는 힘의 정치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군주와 신하,
상하가 은혜롭고 충성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이 자애롭고 효성스럽지 못하며
형제가 우애․공경․충정․선량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지도자는 정사를 다스
림에 힘쓰지 않고 서민들은 종사하는 일에 힘쓰지 않게 되었다. 이로써 민중은
음란하고 난폭하며 침략하고 도적질하며 무기와 독약과 물과 불을 들고 백주에
도로에서 죄 없는 사람을 가로 막고 무리를 이끌고 수레와 말과 옷을 약탈하는
등 제 이익만 차리는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같이 천하가 어지러
운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별
에 의혹이 생겨 귀신이 능히 어진 자에게 상을 주고 포악한 자에게 벌을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만약 천하 사람들이 모두가 귀신
이 어진 자에게 상을 주고 포악한 자에게 벌을 준다는 것을 믿는다면 천하가
26) 뺷墨子閒誥․公孟뺸, 앞의 책, 419쪽.
27) “子墨子曰: 뺷其事上尊天, 中事鬼神, 下事愛人.뺸”, 위의 책, ｢天志上｣,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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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어지러워지겠는가?
(子墨子曰 : 逮至昔三代聖王旣沒, 天下失義, 諸侯力正, 是以存夫爲人君臣上下者
之不 惠忠也, 父子弟兄之不慈孝弟長貞良也, 正長之不强於聽治, 賤人之不强於從
事也. 民之 爲淫暴寇亂盜賊, 以兵刃毒藥水火, 退無罪人乎道路率徑, 奪人車馬衣
裘以自利著並作, 由此始, 是以天下亂. 此其故何以然也? 則皆以疑惑鬼神之有與
無之別, 不明乎鬼神之 能賞賢而罰暴也. 今若使天下之人, 偕若信鬼神之能賞賢而
罰暴也, 則夫天下豈亂哉!)28)

묵자가 본 역사적 사실은 삼대이후의 것들이다.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의심하였기 때문에 귀신을 경외(敬畏)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사회와 정
치․윤리의 불안을 초래한다고 여겼다. 따라서 묵자는 귀신관념을 제창하
고 더 나아가 하늘을 받들고 귀신을 섬기는 것은 귀신의 신비한 역량을 빌
려 천하의 모든 혼란과 재앙을 제거하고 태평성세를 실현하려는 주장을 하
였다. 그는 또 ｢明鬼下｣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귀신의 밝음은 숨길 수 없다. 아무리 넓은 호수나 숲 속이나 깊은 골짜기라도
귀신은 반드시 그것을 안다. 귀신의 벌은 부귀와, 다수의 힘과 용기와 완력, 강
한 군대, 갑옷, 병기도 어찌할 수 없으니 귀신의 벌은 반드시 그것들을 이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옛날 하나라 걸왕은 귀하기로는 천자
요, 부하기로는 천하를 소유하였지만 위로 하늘과 귀신을 모욕하고 업신여겼으
며 아래로는 천하 만민을 해치고 살육하면서 상제를 대신한 양 속이고 상제의
도를 위태롭게 했으니 그 원인은 귀신을 부인한데 있었던 것이다. 하늘은 이에
탕임금으로 하여금 이를 밝혀 벌을 내리도록 했던 것이다. 탕임금은 겨우 아홉
량의 전차로 새처럼 진을 치고 기러기처럼 진격하여 한걸음에 대찬산을 점령하
고 걸왕의 군사를 물리쳐 성 밖까지 진격하여 천하의 용사인 추치와 대희를
사로잡았다. 하나라 임금인 걸은 고귀한 천자였고 천하를 소유한 부자였으며,
거느린 천하의 용장인 추치와 대희는 코뿔소와 호랑이를 산 채로 찢고 손가락
으로 사람을 죽이는 장사였으며, 인민들이 많기로는 억조창생으로 천하에 그득

28) 뺷墨子閒誥․明鬼下뺸, 위의 책, 200∼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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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나 이것으로도 귀신의 벌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말한 귀신
의 벌이니 부귀와 다수의 힘과 완력과 강한병사, 견고한 갑옷과 날카로운 병기
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鬼神之明, 不可爲幽閒廣澤, 山林深谷 : 鬼神之明必知之. 鬼神之罰, 不可爲富貴
衆强, 勇力强武, 堅甲利兵, 鬼神之罰必勝之, 若以爲不然, 昔者夏王桀貴爲天子, 富
有天下, 上詬天侮鬼, 下殃傲天下之萬民, 祥上帝伐元山帝行, 故於此乎, 天乃使湯
至明罰焉. 湯以車九兩, 烏陳雁行, 湯乘大贊, 犯遂下衆人之쩝遂, 王乎禽推哆大戲.
故昔夏王桀, 貴爲天子, 富有天下 : 有勇力之, 人推哆大戲, 生列兕虎, 指畫殺人 ;
人民之衆兆億, 侯盈厥澤陵, 然不能以此圉鬼神之誅. 此吾所謂鬼神之罰, 不可爲富
貴衆强․勇力强武․堅甲利兵者, 此也.)29)

묵자는 귀신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디를 도주하든 시비(是非)를 명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부귀와 지위, 권력과 무력에 의지하
는 사람도 귀신이 징벌 할 수 있다고 여겼다. 하(夏)나라 걸(桀)왕은 천자가
되어 천하를 소유하고 백성들도 많았으나 그는 천제(天帝)와 귀신을 모욕
하고 폭정을 행하여 백성들을 재앙에 빠트렸기 때문에 천제가 탕(湯) 임금
으로 하여금 징벌케하여 결국 나라가 망하고 귀신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귀신은 항상 인간 주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징벌
을 면할 수 없고 귀신이 선행에 상을 주고 악행에 벌을 주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묵자가 귀신의 존재에 대한 고찰을 통해보면 그가 진심으로 귀신의 존재
를 믿는 것을 알 수 있다. 귀신이 선행에 상을 주고 악행에 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들은 청렴결백 할 수밖에 없고 백성들 역시 두려운 마음을 갖
게 되어 그들의 행위는 자연히 구속을 받게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
게 할 수 있게 되어 그 결과로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다. ｢明鬼下
｣에서 그의 주장에 의하면,

29) 위의 책, 220∼222쪽.

290 東아시아古代學 第 39 輯 (2015. 09) 東아시아古代學會

그러므로 묵자가 말했다. 일찍이 귀신이 어진 자에게 상을 주고 포악한 자에게
벌을 준다는 것을 나라와 만민에게 펴는 근본취지는 그것이 실로 나라를 다스
리고 만민을 이롭게 하는 도리이기 때문이다. 만약 귀신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
하면 이런 관리들이 관청을 다스리면 청렴하지 않고 남녀가 유별하지 않으며
백성이 음란하고 포악하여 침략과 혼란을 일삼고 도적질하고 해치며 병장기와
독약과 물과 불로 무고한 백성들의 길을 막고 마차와 의복을 강탈하는 등 제
이익만 챙길 것이다. 반면 귀신이 있어 지켜본다고 생각하고 이로써 관리들이
관청을 다스리면 감히 청렴결백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고 착한 것을 보면
상을 주지 않을 수 없으며 포악한 자를 보면 감히 죄를 묻지 않을 수 없고,
백성들이 음란하고 포악하며 침략하고 어지럽히며 도적질하고 해치며 무기를
들고 독약과 물과 불로 죄 없는 사람의 길을 막고 마차와 의복을 강탈하며 제
이익만을 차리는 짓은 이로 말미암아 그치게 될 것이다.
(是故子墨子曰 : 嘗若鬼神之能賞賢和罰暴也, 蓋本施之國家, 施之萬民, 實所以治
國家 利萬民之道也. 若以爲不然, 是以吏治官府之不潔廉, 男女之爲無別者, 鬼神
見之 ; 民之爲淫暴寇亂盜賊, 以兵刃毒藥水火, 退無罪人乎道路, 奪人車馬衣裘以
自利者, 有鬼神見之.是以吏治官府, 不敢不潔廉, 見善不敢不賞, 見暴不敢不罪. 民
之爲淫暴寇亂盜賊以兵刃毒藥水火, 退無罪人乎道路, 奪車馬衣裘以自利者, 由此
之.30)

묵자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명귀(明鬼)의 설을 창도(倡導)한 것은 위로는
천(天)의 의지에 근원하고 아래로는 정치적 혼란의 이해(利害)를 관찰하여
천리(天理)가 순환되고 선악(善惡)에 상응하는 대가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
을 이루기 위해서다. 따라서 묵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신이 진실로 존재
함을 권유하고 의심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묵자의 주장에 따르면 명귀의 기본적인 동기는 천하의 혼란을 구제하는
데 있다. 그는 세상의 혼란, 군신간의 은혜로움과 충성스럽지 못함, 부자간
의 자애롭지 못함, 관리들의 불성실한 정사, 백성들의 노력하지 않는 삶과
음란하고 난폭한 생활, 침략과 도적질 등은 귀신의 존재를 불신하는데서
30) 위의 책, 219∼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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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된 결과라고 여겼다. 따라서 반드시 귀신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고 하
였다. 귀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공리주의(功利主義)에 근거하는 사상이다.
따라서 묵자는 상례(喪禮)에 대해 박장단상(薄葬短喪)을 주장하여 절용(節
用)의 목적을 드러내려는 것은｢이(利)｣의 입장에서 사물을 형량(衡量)하려

는 것이며 이 역시 공리주의 태도의 표현이다. 즉 묵자의 상장관은 명귀(明
鬼)를 통하여 공리주의에 입각한 사상이며 절용(節用)의 목적으로 박장단

상(薄葬短喪)을 주장 하였다. 그러나 예(禮)는 본시 정(情)에 부합되고 이
(理)에 부합된 것이어서 결코 단순히 외재적인 형식과 의식(儀式)에 의존하

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묵자사상은 모두 공리(功利)와 실용(實用)의 층면
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그 효용만을 추구하고 문화생활의 내적인 가치를 이
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순자(荀子)는 ｢묵자는 실용에 가려져 문식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31)고 비판하였으며 문식(文飾)의 의의를 알지 못하는
것은 곧 공리주의가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이다.32)

Ⅲ.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양가(兩家)의 귀신관을 알 수 있었다.
예기에서 언급한 귀신은 대부분 병용하여 일컬은 것이며 대체로 천지

자연과 조상의 귀신을 말한다. 그러나 결코 종교의 미신적 태도로 바라보
는 것이 아니며 천도․귀신 그리고 인정(人情)이 합일된 인문정신으로 간
주하였다. 이것이 바로 예기 귀신관의 한 가지 큰 특징이다. 유가의 예악
정교(禮樂政敎)의 핵심은 사람들이 주동적으로 귀신의 덕을 체증(體證)하
는 데에 있고 기도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귀신의 화복(禍福)을 바라는 데 있
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가가 귀신을 공경하는 최종 목적은 귀신을 통하
31) “墨子敝於用而不知文”, 뺷荀子․解蔽뺸, 뺷荀子集解뺸, 淸․王先謙, 北京, 中華書局, 1996.
32) 蔡仁厚, 뺷墨家哲學뺸, 臺灣, 東大圖書公司, 1978, 6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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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생활의 안착(安着)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에서 생활의 안착
을 위해 객관적인 외왕(外王) 정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귀신에 대한 경건함
과 신중한 태도를 예의(禮義), 인문교화(人文敎化)로 전이되도록 하는 것이
다.
묵자의 상장관은 명귀(明鬼)를 통하여 공리주의(功利主義)에 입각한

사상이며 절용(節用)의 목적으로 박장단상(薄葬短喪)을 주장 하였다. 묵자
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명귀(明鬼)의 설을 창도(倡導)한 것은 위로는 천(天)
의 의지에 근원하고 아래로는 정치적 혼란의 이해(利害)를 관찰하여 천리
(天理)가 순환되고 선악(善惡)에 상응하는 대가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을 이

루기 위해서다. 따라서 묵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신이 진실로 존재함을
권유하고 의심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유가와 묵가는 모두 귀신 관념을 함께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는 ｢敬鬼神
而遠之｣와 산사람 섬기기를 귀신 섬기는 것 보다 중시여기는 인본주의(人
本主義)를 강조한 반면, 묵가 사상체계에서는 일 방면 귀신이 선행(善行)에

상을 주고 악행에 징벌을 주는 권위성(權威性)을 유지하면서 선귀신(先鬼
神) 후인간(後人間)의 견해로써 성인(聖人)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상장(喪葬)과 제사(祭祀)에 관하여 유가의 입장은 보본반시(報本反始),
신종추원(愼終追遠)의 기능 이외에 도덕교화의 기능도 있다. 그러나 묵자는
이러한 층면의 의미를 경시하고 후장구상(厚葬久喪)을 반대하며 단순히 국
가와 백성의 공리(功利)의 입장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그의 귀신관은 다소
편향적이며 불완전한 경향이 있어 결국 ｢실용에 가려져 문식의 의미를 알
지 못한다.(敝於用而不知文)｣는 비판을 초래하였다.
귀신관념은 인류역사상 인간의 생활에 중대한 작용을 하였다. 특히 상례
문화의 변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이러한 관념은 여전히 인
류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간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귀신관념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것은 과거 상례문화를 이해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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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필수적이며 현재와 미래의 상례문화 발전에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2015년 7월 28일에 접수되어,
2015년 8월 13일에 심사를 의뢰하여 8월 28일에 심사 완료되었으며,
2015년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수정하여
2015년 9월 16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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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iewpoint of A Departed Soul in 뺷Yeki(禮記)뺸
and 뺷Mookja(墨子)
-The Perspective of a Funeral CeremonyKong, Byung-suk
In this article, I discuss the viewpoint of a departed soul described
in two books, 뺷Yeki (禮記)뺸와 뺷Mookja (墨子)뺸, both of which deal with
the perspectives concerning the funeral ceremony during the period
of the pre-QinDynast. The Warring States period in ancient China,
the era of the great evolution in terms of Chinese society and history,
was very active philosophically. The result was academic prosperity
and competition among various schools, giving rise to the era of the
Contention of a Hundred Schools of Thought (百家爭鳴). Knowledge of
this phenomenon has been passed down to the current generation
through many vicissitudes. Concerning ideas about the funeral
ceremony during the Warring States period, each school argued that
various aspects of the funeral ceremony contained important factors
for living. Their theories had an enormous effect on manners and
customs, religion, and social systems. The Confucianists and Mòzǐ
school stood opposed to one another, showing clear differences
viewpoints regarding the funeral ceremony. Therefore, I discuss these
two viewpoints on a departed soul separately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perspectives on the funeral ceremonies described in
뺷Yeki (禮記)뺸와 뺷Mookja (墨子)뺸.
Key Words : pre-QinDynast(先秦), Yeki(禮記), Mookja(墨子), viewpoint of funeral
ceremony(喪葬觀), viewpoint of a departed soul(鬼神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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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기대 木氏를 중심으로 한 百濟와 倭의 고찰
33)洪性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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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紀角宿禰 관련 기사
2. 紀生磐宿禰 관련 기사
Ⅳ. 맺음말

【국문초록】
5세기대에 뺷三國史記뺸, 뺷日本書紀뺸와 중국의 사료에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백제
木氏의 존재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군으로서 본고는 木氏를 중심으로 하여 5세기대

백제와 왜의 실상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木羅斤資의 아들로서 5세기대에 활약했던 木滿致의 경우가 백제 木氏의 대
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구이신왕 치세에 백제에서 활약했던 木滿致가 비유왕의 등극 이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왜국에 갔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당시 구이신왕이 모종의 정
변으로 서거한 이후 백제와 왜 왕실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木
滿致는 비유왕의 치세가 끝난 이후에 돌아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木滿致의 행적은 5세기대 전남 지역에 木氏와 姐氏에게 작호가 제수되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양교육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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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정황과 이를 통해 영산강 유역에 前方後圓形 古墳이 조성되었던 배경을 추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紀氏의 경우도 백제의 木氏의 범주에서 고찰할 수 있는데, 紀生磐宿禰의
반란 기사를 통해 木滿致 이후 가야에 木氏 관련 씨족에 의한 백제의 영항력이 지
속되었던 정황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紀生磐宿禰의 반란과 관련한 爾林의 지명에 대해 소백산맥 일원 단양의 독
락산성에 비정하였다.
木氏의 경우, 뺷日本書紀뺸의 번국사관으로 윤색되어 왜왕에 의해 소환되거나 왜

인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5세기대에 가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왜
와 통교했던 백제의 귀족이었다. 백제 木氏는 당시 백제가 고구려와 대항하는 상황
에서 백제와 왜가 교류하는 데에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주제어 : 木滿致, 木劦滿致, 紀角宿禰, 紀生磐宿禰, 爾林, 영산강 유역

Ⅰ. 머리말
고대한일관계사에 있어서 5세기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관한 연구는 많은
논쟁이 되었던 시기이다. 우선 5세기의 한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당대의
사료로서 七支刀1)와 廣開土王碑文 및 중국의 사서인 宋書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고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5세기 영산강 유역에 대
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다. 이러한 5세기의
한일관계는 모두 백제와 왜의 밀접한 관련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5세기
대 백제와 왜 관계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주제가 되고 있다.

1) 石上神宮의 七支刀 명문에 의하면 七支刀는 408년에 제작된 것으로서 5세기대에 위치시
킬 수 있다. 洪性和, ｢石上神宮 七支刀에 대한 一考察｣, 뺷韓日關係史硏究뺸34, 2009, 3～3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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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와 왜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
겠지만, 우선적으로 당시 백제 측에서 활동하면서 왜와 관계를 가졌던 인
물을 중심으로 이들의 활동을 고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5세기대에 三國史記, 日本書紀와 중국의 사료에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백제 木氏의 존재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군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때문에 5세기대 이들의 활동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당시 백제
와 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백제 木氏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사료에도 大姓八族 중의 하나로 등장하
고 있으며2) 우선 木羅斤資의 아들로서 5세기대에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木
滿致가 주목된다.

三國史記에는 木劦滿致라는 인물이 보이고 있는데 日本書紀에서는
木滿致로 등장하고 있다. 日本書紀에 나타나는 木羅와 木刕의 경우 음이

비슷하고 木刕과 木劦은 모양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 동일한 씨족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木劦滿致와 木滿致의 경우도 백제에서 사용
하던 複姓이 점차 木氏로도 씌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紀氏에 대한 사료이다. 紀氏와 관련해서
는 日本書紀에 등장하는 紀角宿禰가 古事記 孝元段에 建內宿禰의 후예
씨족으로 木臣의 선조인 木角宿禰로 기록되어 있다. 新撰姓氏錄 左京皇別
에서 紀朝臣이 建內宿禰의 아들 紀角宿禰의 후예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3)
木角宿禰와 紀角宿禰는 동일인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木과 紀는 음상

사로 서로 통하고 있어 이를 통해 木氏가 紀氏로 변화되었던 것으로 추론
해볼 수 있다.
따라서 紀氏 또한 백제 木氏의 범주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大姓八族은 沙氏, 燕氏, 劦氏, 解氏, 眞氏, 國氏, 木氏, 苩氏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李弘稙, ｢百濟人名考｣, 뺷서울대학교 論文集뺸, 1954, 21～39쪽 참조.
3) 뺷新撰姓氏錄뺸 左京皇別
紀朝臣 石川朝臣同祖 建內宿禰男 紀角宿禰之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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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세기에는 紀角宿禰, 紀小弓宿禰, 紀大(生)磐宿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기사를 통해 당시 백제와 한반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함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Ⅱ. 木(劦)滿致의 활동
1. 木滿致와 木劦滿致
日本書紀 應神紀에 등장하는 목만치 관련 기사와 三國史記 개로왕조

의 목협만치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 뺷日本書紀뺸 卷 第10 應神 25年
百濟直支王薨. 即子久爾辛立爲王. 王年幼. 大倭木滿致執國政. 與王母相婬. 多
行無禮. 天皇聞而召之【百濟記云. 木滿致者是木羅斤資討新羅時. 娶其國婦而
所生也. 以其父功專於任那. 來入我國往還貴國. 承制天朝執我國政. 權重當世.
然天皇聞其暴召之】
㈁ 뺷三國史記뺸 卷 第25 百濟本紀 蓋鹵王 21년 秋9월
文周乃與木劦滿致祖彌桀取【木劦祖彌皆複姓 隋書以木劦爲二姓 未知孰是】
南行焉】

㈀의 기사는 전지왕 사망 이후 구이신이 유년에 왕이 되었고 따라서 木
滿致가 국정을 잡아 백제의 王母와 간음을 하는 등 無禮하였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그를 소환한 것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분주에 나오는 百濟記에서
는 木滿致라는 인물이 木羅斤資가 신라를 토벌할 때 그 나라의 여인을 취해
낳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공으로 ‘專於任那’했으며 왜국에 왕래하고 제도를
왜에서 배우고 백제의 정사를 집행하면서 권세가 성하여 포악한 것 때문에
천황이 소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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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 기록은 전체적으로 日本書紀에 나타나는 임나 지배 사관에
의해 씌어졌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無禮하였다는 표현이나 貴國이라는
표현 등을 통해 日本書紀의 찬자에 의한 번국사관에 의거해 씌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기사는 야마토 정권이 백제를 복속하고 있다는 전
제 하에 任那를 전담했던 木滿致의 권력 배경도 야마토 정권의 것으로 서
술하고 있다. 이는 야마토 정권이 백제와 임나를 모두 복속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百濟記에 나오는 표현도 원래의 모습인 아닌 후대에
윤색된 것임을 알 수 있다.4)
하지만, 후대의 윤색을 거둬내면 ㈀의 기록 중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파
악할 수 있고 당시의 실상을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百濟記에 기록되어 있듯이 木滿致가 ‘專於任那’했던 것은 아버지
인 木羅斤資의 공 때문이었다. 이는 日本書紀 神功 49년조에서 木羅斤資
가 加羅 7국을 평정했다는 사실과 神功 62년조에서 木羅斤資가 加羅를 구
원했던 사실을 통해 목만치가 가야 지역에 대해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百濟記에 가야를 도맡으면서 백제에도 왔
다는 표현으로 인해 木氏의 세력이 加耶 지역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지역
에서 오랫동안 활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木滿致의 경우는 실제 구이신왕의 王母와의 친분으로 인해 백제 중
앙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백제 大姓八族 중에 하나인 木羅斤資와 木滿
致가 백제의 중신으로 백제왕권의 정책결정을 주도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木滿致와 간음을 했다는 王母는 三國史記에 의하면 八須夫人으로 그녀

는 腆支王이 왜국에 체류했을 때 혼인관계를 맺었던 왜인으로 판단된다.5)
4) 뺷백제기뺸가 후대에 윤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기사는 뺷日本書紀뺸
應神紀 8年 春3月條 분주에 나오는 “百濟記云 阿花王立无禮於貴國 故奪我枕彌多禮 及峴南
支侵 谷那 東韓之地 是以 遣王子直支于天朝 以脩先王之好”의 기사이다.
5) 김기섭, ｢5세기 무렵 백제 渡倭人의 활동과 문화전파｣, 뺷왜 5왕 문제와 한일관계뺸, 한일관
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2005, 227-229쪽 ; 盧重國, ｢5世紀 韓日關係史-뺷宋書뺸倭國傳의
檢討｣, 뺷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1분과편)뺸, 2005, 186-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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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支刀 명문에 의한 신해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八須夫人은 백제와

왜의 화친 관계 속에서 혼인한 왜왕의 혈족임을 알 수 있다. 전지왕이 왜국
으로 갔을 때 왜왕의 혈족과 혼인을 했던 사실은 408년 구이신이 태어났을
때 이를 기념하여 백제 전지왕이 왜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하였던 목적을 통
해서도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6)
그런데, ㈀의 경우 日本書紀의 기년을 2주갑 수정해서 보면 414년의 기
사가 된다. 하지만 三國史記에는 전지왕이 죽고 구이신왕이 즉위했던 연
도에 대해 420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쪽의 연대가 타당한 것인
가.
우선 당시 중국의 사료인 宋書를 보면 少帝 景平 2년조(424년)에 전지
왕의 파견기사가 보이는 등7) 416년, 420년, 424년, 425년에 전지왕 관련 기
사가 보인다. 이처럼宋書에는 久爾辛王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전지왕 이
후에 비유왕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렇지만, 三國史記와 日本書紀 모두
久爾辛王의 관련 기록이 보이므로 久爾辛王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

을 것이다.
이에 대해 구이신왕의 재위 기간을 424년 이후에서 427년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8) 중국이 구이신왕을 전지왕으로 오해를 했을 것이라는 견
해,9) 그리고 권력이 약했던 구이신왕이 先王 전지왕의 이름으로 중국과 외
교교섭을 하였다는 견해10)가 있다.
일단 비유왕은 宋書에서도 430년에야 확인되므로 중국 사료에 나타나
는 420년 이후의 전지왕 기사는 구이신왕의 기사로 볼 개연성이 높다. 이러
한 현상은 유년에 즉위한 구이신왕의 취약한 권력기반과 관련이 있을 듯하
6) 洪性和, 앞의 논문, 2009, 29쪽 참조.
7) 뺷宋書뺸 卷 97 少帝 景平 2年
映遣長史張威詣闕貢獻
8) 盧重國, 뺷百濟政治史硏究뺸, 一潮閣, 1988, 138쪽
9) 이기동, 뺷百濟史硏究뺸, 一潮閣, 1996, 150-151쪽
10) 三品彰英, ｢日本書紀所載の百濟王曆｣, 뺷日本書紀硏究뺸1, 1964,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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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木滿致의 생존연대를 통해서도 구이신왕의 즉위를 짐작할 수 있다.
기존 설에 의하면 그동안 ㈀의 기사에 나오는 木滿致를 ㈁의 三國史記에
서 高句麗에 의해 漢城이 함락당할 때 문주와 같이 남으로 피신한 인물 중
에 보이는 木劦滿致와 동일인물로 추정할 경우 모순이 생긴다는 견해가 있
었다. 즉, 日本書紀에 의해 木滿致는 木羅斤資가 新羅를 공격하던 해에 新
羅女性을 취하여 낳은 아들이라는 기록을 참고하여 볼 때 木滿致가 神功 49
年(통설에 의해 369년)에서 멀지 않은 때에 태어났다면 漢城百濟 멸망 시
100세가 넘는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11)

그러나 木羅斤資의 기사가 神功 49년조에 처음으로 나타나지만, 神功 62
년조에 대가야를 구원하는 주체로 나타나고 있고 있으며 三國史記 아신
왕 12년조(403년)에도 전후 60여 년간 백제의 유일한 신라 침략 기사가 나
타나고 있다.12) 이를 통해 木羅斤資가 400년대까지 활동했으며 木羅斤資가
신라를 공격하던 시기를 400년을 전후한 기간으로 상정한다면 木羅斤資가
신라여성을 취해 낳은 아들이 木滿致라는 사실과 논리적으로 부합할 수 있
다. 결국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三國史記 蓋鹵王 21년(475년)에 나타난
기록에서처럼 문주와 같이 남쪽으로 피신한 인물이 老軀의 木劦滿致임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369년에 활동했던 목라근자가 30 여년 후에 한반도에서 활동하면서 신

라를 침공했다는 것이 전혀 의외의 사건은 아니며 목만치가 75세 이상 살
았다고 가정하는 것도 고구려 장수왕이 90살 넘어 생존했고 김유신의 경우
도 79세까지 생존했던 정황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日本書紀의 기록과 같이 414년에 久爾辛王이 즉위를 했다면 400년을
11) 이 때문에 木羅斤資의 활동시기를 2주갑이 아니라 60년을 더해 百濟 毗有王 己巳年(429
년)의 사실로 보아야 한다는 3주갑설이 주장되었고(山尾幸久, 뺷古代の日朝關係뺸, 塙書房,
1989, 119-125쪽), 목만치와 목협만치가 다른 인물이라는 견해도 있었다.(盧重國, ｢백제의
귀족가문 연구 -木劦(木氏) 세력을 중심으로-｣, 뺷대구사학뺸48, 1994, 24-25쪽.)
12) 金鉉球, 뺷任那日本府硏究뺸, 一潮閣, 1993, 60-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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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로 한 시기에 태어난 木滿致가 유소년이었을 때 백제의 정사를 집행하
고 권세가 높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가 된다. 하지
만, 三國史記의 왕력에 의거해 420년에 久爾辛王이 즉위를 했다면 木滿致
가 한창 청년이었을 때 백제의 정사를 집행했다는 사실이 더 타당할 수 있
다. 목만치의 이야기가 日本書紀 應神 25年에 한꺼번에 기술되고 있지만,
실은 구이신왕대 8년 동안의 사건을 한꺼번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
에 목만치의 20대에 있었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는 日本書紀의 414년보다도 420년 무렵
에 구이신왕이 즉위했다는 三國史記의 기사가 보다 타당할 것이다.

2. 木氏와 영산강 유역
木滿致의 기사를 통해 주목해야 하는 것은 5세기에 있어서 백제와 왜의

관계이다. 구이신왕의 경우 三國史記에 의하면 ‘腆支王의 장자로서 腆支
王이 돌아가자 즉위하였다. 그리고 8년 12월에 왕이 돌아갔다’는 즉위 기사

밖에 없기 때문에 백제와 왜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구이
신왕이 왜왕과 인척관계였던 것으로 추측되어 전지왕 때 행해졌던 왜와의
우호관계는 구이신왕 때까지도 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비유왕 이후 백제와 왜의 관계에 대해서는 三國史
記, 日本書紀에서 공히 기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三國史記에는 毗有王 2년(428년)에 2월 왜의 사신과 從者 50명이 왔다

는 방문 기록13)이 있지만 비유왕 시기에 백제와 왜의 관계가 경색되었기
때문에 이때의 사신은 2개월 전 갑자기 서거한 구이신왕의 조문사절일 가
능성이 농후하다.14)
13) 뺷三國史記뺸 卷 第25 百濟本紀 第3 毗有王 2年 春2月
倭國使至 從者五十人
14) 홍성화, ｢5세기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倭｣, 뺷동아시아 속의 한일관계사뺸上, 고려대학교
일본사연구회 편, 2010,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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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支刀의 명문에 의거하여 볼 때 구이신왕은 408년에 태어나 즉위 시기

의 나이는 12세로서 서거시의 나이는 20세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만약
비유왕이 구이신왕의 장자였다면 많아야 5세 전후의 어린아이였을 것이다.
그런데 三國史記에는 비유왕에 대해 ‘外貌가 아름답고 口辯이 있어서 사
람들에게 推重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5세 전후의 어린아이에게 이러
한 표현을 썼을 리 없다. 따라서 비유왕이 구이신왕의 아들이 아닌 전지왕
의 서자일 가능성이 크다.15) 따라서 비유왕이 전지왕의 서자라고 한다면
비유왕의 모계는 왜계가 아닌 백제계16)이기 때문에 구이신왕은 모종의 정
변으로 서거하고17) 백제계인 비유왕이 推重을 받아 왕위에 올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비유왕이 등극하게 되면서 당시 왜와의 관계가 경색 국면에 들어갔
던 것을 통해 이러한 정황은 더욱 명확해진다.18) 이 때 팔수부인의 권세를
통해 국정을 잡았던 목만치의 상황이 위태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마
구이신왕이 정변으로 사망할 때 팔수부인도 함께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고 한다면 목만치는 위태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피신의 대상으로
왜국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목만치가 왜국에 갔던 상황이 日本
書紀에서는 천황이 불러서 갔던 것으로 왜곡되어 나타났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百濟記에서 유의해야 할 대목은 목만치가 왜국에 왕래
하였다는 표현이다. 應神 25年條의 百濟記에서는 목만치의 일대기를 간
략하게 적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통해 목만치가 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백제와 왜의 관계가 알력관계에 있었던 비유왕 시대가 지나고 개로
15) 이기백, ｢백제왕위계승고｣, 뺷역사학보뺸11, 1959, 20-21쪽; 이도학, ｢한성말 웅진시대 백제
왕계의 검토｣, 뺷한국사연구뺸45, 1984, 7쪽; 盧重國, 앞의 논문, 2005, 186-187쪽.
16) 盧重國, 위의 논문, 244쪽.
17) 大橋信弥, 뺷日本古代の王権と氏族뺸, 吉川弘文館, 1996, 126쪽.
18)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왜왕이 송에 도독제군사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홍성화,
｢5세기 百濟의 정국변동과 倭 5王의 작호｣, 한국고대사연구60, 2010, 75～1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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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즉위 이후에는 곤지가 왜국에 파견되는 기사가 日本書紀 雄略 5년 4월
조에 보이고 있어19) 백제와 왜의 관계가 다시 복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개로왕대에 이르러 목만치는 다시 백제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짙다. 이는 ㈁의 기사에서와 같이 개로왕 말년 남쪽으로 피신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로왕대에 다시 백제로 돌아와 중신의 입장에 있었
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개로왕대에 목씨가 다시 등장하는 상황은 宋書에 의하면 458년 개로왕
이 宋에 사신을 보내 작호의 제수를 요청하고 있는 인물 중에 龍驤將軍을
제수받은 沐衿이라는 인물이 보여 비유왕대에 밀려났던 목씨의 복귀를 짐
작할 수 있다.
또한 南齊書에 의하면 東城王 이후 실시되었던 王侯制에 의해 495년에
는 木干那가 面中侯로 제수된 것을 알 수 있다.
대개 面中, 弗中, 辟中, 八中 등으로 나타나는 지명에서 中의 경우는 일정
한 지명을 나타내는 漢語로서 역대 중국의 지리지를 참조하면 반수에 가까
운 지명이 江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20) 때문에 面中의 경우 面
中의 원래 음가는 面에 있었을 것으로 보면, 三國史記 地理志를 통해 이

와 비슷한 음가가 武珍州(광주), 武尸伊郡(전남 영광), 未冬夫里縣(전남 나
주 남평), 勿阿兮郡(전남 무안), 勿居縣(전북 진안) 등 다수 보인다.21) 이들
중에 江이 흐르는 지역을 추려보면 대개 광주 및 전남 나주 일대의 영산강
유역으로 비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木干那의 경우 5세기 후

19) 뺷日本書紀뺸 卷14, 雄略 5年 夏4月.
百濟加須利君【蓋鹵王也】飛聞池津媛之所燔殺【適稽女郎也】而籌議曰 昔貢女人爲采女
而既無禮 失我國名 自今以後 不合貢女 乃告其弟軍君【崑支也】曰 汝宜往日本以事天皇 軍
君對曰 上君之命不可奉違 願賜君婦 而後奉遺 加須利君則以孕婦 嫁與軍君曰 我之孕婦 既當
産月 若於路産 冀載一船 隨至何處速令送國 遂與辭訣 奉遣於朝
20) 石和田 秀幸, ｢隅田八幡神社人物画像鏡における｢開中｣字考｣, 뺷同志社国文学뺸45, 1996,
64-65쪽.
21) 末松保和, 뺷任那興亡史뺸, 吉川弘文館, 1956,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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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영산강 유역에 제수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22)
현재 영산강유역은 5세기말～6세기초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나타난 前
方後圓形 古墳으로 인해 여러 논란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실제 문헌의

분석을 통해서는 이들 고분의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문헌과 관련시켜서는 한반도의 前方後圓形 古墳을 倭系百濟官僚
의 무덤으로 보거나23) 479년 동성왕과 함께 온 九州의 왜병으로24) 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前方後圓形 古墳의 조성연대가 5세기말∼6세기
초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에서 문헌상 倭系百濟官僚는 6세기초보다 대체적
으로 6세기중반 이후에 집중되고 있어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九州의 왜병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전방후원형 고분 보다는 공주

단지리 유적과 같이 횡혈묘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
운 점이 있다.
일단은 한반도 서남부 지역의 고분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백제의
威勢品과 신덕고분에서 보이는 금동관의 파편 및 함평 마산리고분에서 출

토된 시유도기 등을 통해 이들 고분에 대한 백제의 영향력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왜국에 갔다가 5세기 중반에 백제로 다시 돌아왔던 목만치를 고
려한다고 하면 이때 백제로 함께 돌아왔던 백제인들에 의해 일부 전방후원
형 고분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이들 영산강 유역의 고분은 九州式의 횡혈식석실로 이루어져 있다.
북부 구주에서는 4세기말 한반도의 영향으로 횡혈식석실묘가 나타나며 5
세기까지는 북부 구주의 지리적 환경을 배경으로 한 교류의 결과 주로 횡
혈식석실묘의 주조만 수용되어 일본 열도 고분의 한 유형으로 정착된 것으
22) 洪性和, ｢古代 榮山江 流域 勢力에 대한 검토｣, 百濟硏究51, 2010, 69～102쪽 참조.
23) 朴天秀, ｢榮山江流域における前方後圓墳の被葬者の出自とその性格｣, 뺷考古學硏究뺸49-2,
考古學硏究會, 2002.
24) 朱甫敦, ｢百濟의 榮山江流域 支配方式과 前方後圓墳 被葬者의 性格｣, 뺷韓國의 前方後圓墳뺸,
忠南大學校出版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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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 있다.25) 아직까지 한성기의 석실묘에서 계보를 이은 것으로 볼 만
한 실체가 분명하지 않아 九州의 횡혈식석실에 대한 계보가 파악되지 않았
지만, 일단 4세기말～5세기 동안 백제와 왜의 교류가 왕성했던 상황 속에서
백제를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러한 구주의 횡혈식석실
이 다시 5세기 중엽 경부터 한반도의 남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특히 南齊書에는 490년에 面中王이었던 姐瑾을 都漢王으로 제수할 것
을 요청하고, 495년에는 木干那를 面中侯로 제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기
록이 보인다.
南齊書에 보이는 姐氏에 대해서는 통상 姐彌, 祖彌로 보아 ㈁의 祖彌桀
取와 같은 씨족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姐(祖)彌氏의 경

우 南齊書의 姐瑾, 三國史記의 祖彌桀取, 日本書紀계체기에 姐彌文
貴26)가 등장하는데, 모두 木氏와 동일한 지역 내지 동일한 사건에 등장한

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姐(祖)彌氏와 관련해서는 眞氏의
訓인 ‘참’과 연관시켜 진씨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기도 했지만27), 오히려 이

보다는 목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姓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
각된다.
이처럼 5세기 중반 木羅斤資의 아들인 木滿致가 백제로 다시 돌아왔고
5세기 후반 姐瑾과 木干那가 백제의 간접 지배지인 영산강 유역의 수장이

되었다면, 5세기 중반경에 왜국에 갔다가 돌아와 영산강 유역에 정착한 사

25) 김낙중,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에서 횡혈식석실묘의 수용 양상과 배경｣, 뺷한국고고학
보뺸85, 2012, 60쪽.
26) 姐彌文貴가 伴跛를 공격으로 신라를 통해 입국하자 木刕不麻甲背가 伴跛를 섬멸하고
있다.
뺷日本書紀뺸卷 第17 繼體 10년 夏5月
百濟遣前部木刕不麻甲背 迎勞物部連等於己汶 而引導入國. 群臣各出衣裳斧鐵帛布 助加國
物 積置朝庭. 慰問慇懃. 賞祿優節.
27) 今西龍, 뺷百濟史硏究뺸, 京城近澤書店刊行, 1934, 297-298쪽; 李弘稙, 앞의 논문, 3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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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일시적으로 전방후원형 고분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Ⅲ. 5세기 紀氏의 활동
1. 紀角宿禰 관련 기사
日本書紀에는 紀角宿禰에 관한 기사가 4세기말 아신왕의 즉위 및 仁德
紀에 보이고 있다.
㈂ 뺷日本書紀뺸卷 第10 應神 3年
是歳 百濟辰斯王立之失禮於貴國天皇 故遣紀角宿禰 羽田矢代宿禰 石川宿禰
木菟宿禰 嘖譲其无禮状 由是 百濟國殺辰斯王以謝之 紀角宿禰等 便立阿花爲
王而歸
㈃ 뺷日本書紀뺸卷 第11 仁德 41年
春三月 遣紀角宿禰於百濟 始分國郡壃場 具録郷土所出 是時 百濟王之族酒君
无禮 由是 紀角宿禰訶責百濟王 時百濟王悚之 以鐵鎖縛酒君 附襲津彦而進上
爰酒君來之 則逃匿于石川錦織首許呂斯之家 則欺之曰 天皇既赦臣罪 故寄汝
而活焉 久之天皇遂赦其罪

우선 紀角宿禰는 古事記 孝元段에 建內宿禰의 후예씨족으로 木臣의 선
조인 木角宿禰와 동일인물로 추정된다.28) 木角의 경우 角의 訓인 ‘뿔’이 木
羅 중 羅의 訓인 ‘벌’과 상통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29) 木角은 木
羅, 木劦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또한 紀氏가 남긴 고분군의 성격 및 紀氏의 神社를 통해서도 紀氏가 한
반도에서 건너간 씨족임을 알 수 있다.30) 이러한 상황은 紀朝臣淸人이 國史
28) 千寬宇, 뺷加耶史硏究뺸, 一潮閣, 1991, 35쪽.
29) 노중국, 앞의 논문, 1994,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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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편찬하기 시작했다는 속일본기의 기사를 통해 日本書紀에 있어서
紀氏 관계 기사를 고찰하는 데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

다.31)
㈂ 기사의 경우 진사왕이 무례하였기 때문에 紀角宿禰, 羽田矢代宿禰, 石
川宿禰, 木菟宿禰를 보내 책하였고 이에 백제국이 진사왕을 죽여 사죄하자
紀角宿禰 등이 아신왕을 옹립하였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日本書紀에 나오는 無禮는 앞서 木滿致가 왕비와 간음을 하여
無禮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서 일본으로 소환당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

는 것과 마찬가지로 日本書紀의 상투적인 표현으로 역사적 사실로 보기
어렵다.
三國史記에는 진사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행궁에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일단 진사왕의 죽음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
지만, 그 이유가 일본에 無禮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紀角宿禰
를 비롯한 4인은 모두 建內宿禰의 자식들로서 전승적인 성격이 강한 인물
이므로 이를 역사적 사실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紀角宿禰의 활동이 ㈃의 仁德紀에도 등장하고 있다.
仁德 41년조의 기사를 근거로 근초고왕이나 개로왕 시기에 백제의 지방

통치조직이 편제되었던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32) 웅진천도와 관련한 목
씨 집단에 의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보는 견해33)도 있었다. 하지만 日本書
紀가 응신기 이후의 기년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면이 있어 일단 仁德紀
30) 紀氏의 본관지인 和歌山縣의 岩橋千塚고분, 大谷고분 등이 도래계이며 紀氏의 日前神社
의 神이 ‘가라쿠니카라키타神(한국에서 간 神)’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통해 紀氏가 한반
도에서 건너간 씨로 보고 있다.(金鉉球, 뺷大和政權の對外關係硏究뺸, 吉川弘文館, 1985,
99-108쪽)
31) 千寬宇, 앞의 책, 35쪽.
32) 노중국, 앞의 책, 234쪽; 김영심, ｢5～6세기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뺷韓國史論뺸22, 서울大國
史學科, 1990, 85쪽.
33) 백승충, ｢뺷일본서기뺸 木氏․紀氏 기사의 기초적 검토 -신공～현종기를 중심으로-｣, 뺷한
국민족문화뺸54, 2015, 79-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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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년 조정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의 기사에는 酒君이 무례하게 행동하였으므로 紀角宿禰가 백제
왕을 질책하여 주군을 쇠사슬에 묶어 일본으로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일단 日本書紀에서는 구이신왕과 개로왕 치세의 중간에 해당하는 ㈃
의 기사에 酒君이 無禮하여 왜왕이 소환했다는 기사가 등장하면서 백제왕
족으로 보이는 酒君이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기사가 나타나고 있다. 日本
書紀에는 酒君이 無禮하여 왜왕이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酒君의 소환

기사에서는 無禮의 구체적인 사유가 나와 있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앞서
목만치와 같이 다른 이유에서 왜국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크다. 후속 기
사에서 酒君이 石川錦織首許呂斯의 집에 숨었다가 일본에 의지하여 살고
싶다라는 기록이라든지 이후 43년조에서 매사냥과 관련하여 왜왕과 함께
하는 기사 등을 통해 보면,34) 일단 주군이 왜국으로 망명했거나 쫓겨왔던
정황으로 판단된다.
앞서 구이신왕이 정변을 당해 목만치가 왜국으로 왔던 정황과 같이 주군
의 경우도 이러한 백제의 상황 변화에 따라 왜국으로 도피했던 것이 아닌
가 추측된다. 따라서 백제왕실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왕위에 오르지 못한
구이신왕의 장자 또는 전지왕의 또 다른 서자를 酒君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지만35) 당시 구이신왕과 같은 입장에 있다가 정변으로 인해 왜국으로 왔
다고 한다면 구이신왕과 친연 관계가 있는 인물일 것으로 추측된다. 혹 팔
수부인의 또 다른 아들로서 비유왕의 등극 이후에 왜국으로 도피했던 인물
은 아니었을까.
어쨌든 紀角宿禰와 관련한 행동이 사실로 보기는 어렵지만, 모두 백제의
34) 뺷日本書紀뺸卷 第11 仁德 43年
秋九月庚子朔 依網屯倉阿弭古 捕異鳥 獻於天皇曰 臣毎張網捕鳥 未曾得是鳥之類 故奇而
獻之 天皇召酒君 示鳥曰 是何鳥矣 酒君對言 此鳥之類 多在百濟 得馴而能從人 亦捷飛之掠
諸鳥 百濟俗號此鳥曰倶知【是今時鷹也】乃授酒君令養馴 未幾時而得馴 酒君則以韋緡著
其足 以小鈴著其尾 居腕上 獻于天皇
35) 金英心, ｢百濟의 ‘君’號에 대한 試論的 考察｣, 뺷百濟硏究뺸48, 2008, 5쪽.

312 東아시아古代學 第 39 輯 (2015. 09) 東아시아古代學會

왕족과 관련된 기사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러한 사실은 紀
氏가 원래 백제 목씨로서 백제의 중심에 있었다가 왜국으로 건너갔던 도왜

인이라는 것을 실증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紀生磐宿禰 관련 기사
1) 雄略, 顯宗紀의 紀氏
日本書紀 顯宗紀에는 紀生磐宿禰라는 인물이 任那에서 활동을 하다가

반란을 일으키는 기사가 있다.
㈄ 뺷日本書紀뺸 卷 第15 顯宗 3年
是歳 紀生磐宿禰 跨據任那 交通高麗 將西王三韓 整脩宮府 自稱神聖 用任那
左魯那奇他甲背等計 殺百濟適莫爾解於爾林【爾林高麗地也.】 築帶山城 距
守東道 断運粮津 令軍飢困 百濟王大怒 遣領軍古爾解 内頭莫古解等 率衆趣于
帶山攻 於是 生磐宿禰進軍逆撃 膽氣益壮 所向皆破 以一當百 俄而兵盡力竭
知事不濟 自任那歸 由是 百濟國殺佐魯那奇他甲背等三百餘人

㈄의 기사는 紀生磐宿禰가 임나의 左魯那奇他甲背 등의 계책에 의해 百
濟의 適莫爾解를 爾林에서 살해하고 帶山城을 쌓아 東道를 봉쇄하여 군량

을 나르는 나루를 끊으려하자 백제왕이 이를 공파했다는 기록이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紀生磐宿禰는 日本書紀 雄略紀 9년 3월에서 신라를
공격했다는 紀小弓宿禰의 아들로 등장하는 紀大磐宿禰와 동일 인물로서 이
인물은 雄略紀 9년 5월에 신라 정벌을 위해 출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뺷日本書紀뺸 卷 第14 雄略 9年 3月
天皇欲親伐新羅 神戒天皇曰 無往也 天皇由是不果行 乃勅紀小弓宿禰 蘇我韓
子宿禰 大伴談連【談 此云箇陀利】小鹿火宿禰等曰 新羅自居西土 累葉稱臣
朝聘無違 貢職允濟 (중략) 紀小弓宿禰等即入新羅 行屠傍郡【行屠 並行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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撃】新羅王夜聞官軍四面鼓聲 知盡得喙地 與數百騎馬軍亂走 是以大敗 小弓
宿禰追斬敵將陣中 喙地悉定 遣衆不下 紀小弓宿禰亦收兵 與大伴談連等會 兵
復大振 與遣衆戰 是夕大伴談連及紀崗前來目連皆力而死 談連從人同姓津麻呂
後入軍中尋覓其主 從軍覓出問曰 吾主大伴公何處在也 人告之曰 汝主等果爲
敵手所殺 指示屍處 津麻呂聞之踏叱曰 主既已陷 何用獨全 因復赴敵 同時殞命
有頃遣衆自退 官軍亦随而却 大將軍紀小弓宿禰値病而薨
㈆ 뺷日本書紀뺸 卷 第14 雄略 9年 5月
紀大磐宿禰 聞父既薨 乃向新羅 執小鹿火宿禰所掌兵馬 船官及諸小官 専用威
命 於是 小鹿火宿禰 深怨乎大磐宿禰 乃詐告於韓子宿禰曰 大磐宿禰 謂僕曰
我當復執韓子宿禰所掌之官不久也 願固守之 由是 韓子宿禰與大磐宿禰有隙
於是 百濟王 聞日本諸將 縁小事有隙 乃使人於韓子宿禰等曰 欲觀國堺 請 垂
降臨 是以 韓子宿禰等 並轡而往 及至於河 大磐宿禰 飮馬於河 是時 韓子宿禰
從後而射大磐宿禰鞍几後橋 大磐宿禰愕然反視 射堕韓子宿禰 於中流而死 是
三臣由前相競 行亂於道 不及百濟王宮而却還矣 於是 采女大海 從小弓宿禰喪
來到日本 遂憂諮於大伴室屋大連曰 妾不知葬所 願占良地 大連即爲奏之 天皇
勅大連曰 大將軍紀小弓宿禰 龍驤虎視 旁眺八維 掩討逆節 折衝四海 然則身勞
萬里 命墜三韓 宜致哀矜 充視葬者 又汝大伴卿與紀卿等 同國近隣之人 由來尚
矣 於是 大連奉勅 使土師連小鳥 作冢墓於田身輪邑 而葬之也

㈅은 紀小弓宿禰가 蘇我韓子宿禰, 大伴談連, 小鹿火宿禰 등과 함께 신라

를 정벌하려다가 병으로 죽었다는 기사이고, ㈆은 紀大(生)磐宿禰가 신라로
갔지만 기존 장수들과 다툼이 있어 蘇我韓子宿禰를 죽였고 이로 인해 백제
왕궁에 이르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기사이다.
㈅과 ㈆의 기사는 日本書紀의 기년으로 보면 465년인데, 이때 신라가

고구려의 조공을 가로막고 백제의 성을 병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백제와 신라가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고구려에 대항하는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실과는 모순된다. 따라서 이들 기사는 ㈄의 顯宗
3년 是歲條와 연결되는 기사로서 紀小弓宿禰의 사후 그의 아들인 紀大(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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磐宿禰가 부친의 뒤를 이어 任那에 주둔하면서 신라와 대치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기 위해 설정한 기사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들 기사 이후에
㈄에서와 같이 결국 倭의 군대가 紀生磐宿禰의 지휘를 받아 任那에 주둔하

다가 그가 삼한의 왕이 되려고 백제와 충돌하여 난을 일으켰다는 내용과
연결시키려 했던 것이다. 日本書紀의 撰者가 야마토 정권의 任那 지배를
전제로 하고 加耶 지역에서 倭의 역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설정한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 ㈆의 경우 당시의 역사적 사실로 보기 어렵다. 이는 紀小弓
宿禰와 紀大(生)磐宿禰의 부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아마 이들의 영웅담을 중심으로 한 紀氏의 가전을 통해 나온 것으로 보인
다.
반면 ㈄의 경우 삼한의 왕, 관부와 같은 용어 등에서 日本書紀 찬자의
윤색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領軍, 内頭라고 하는 백제의 관직명이 나오
고 古爾解, 莫古解라는 전형적인 백제인의 이름이 등장하며 후에 欽明紀의
백제본기에 등장하는 那奇他甲背가 나와 이 기사는 백제계의 사료에 근

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紀生磐宿禰의 出自와 관련해서는 야마토 정권이 파견한 왜인설,36) 서일

본 세력설,37) 가야계 인물설,38) 백제장군설39) 등이 있다.
일단 紀生磐宿禰는 日本書紀 欽明 5년 2월조 聖王의 말 중에 나오는 有
非岐와 같은 인물로 볼 수 있다.40) 또한 紀氏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36) 末松保和, 앞의 책, 105-106쪽; 山尾幸久, 뺷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뺸, 岩波書店, 1983,
221-224쪽.
37) 大山誠一, ｢所謂‘任那日本府’の成立について｣(中), 뺷古代文化뺸32-11, 1980, 33쪽.
38) 李永植, 뺷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뺸, 吉川弘文館, 1993, 41쪽, 311-312쪽.
39) 千寬宇, 앞의 책, 48쪽; 金鉉球, 앞의 책, 1993, 61-79쪽; 洪性和, ｢4～6세기 百濟와 倭의
관계-뺷日本書紀뺸 내 倭의 韓半島 파병과 百濟․倭의 인적교류 기사를 중심으로｣, 뺷韓日關
係史硏究뺸36, 2010, 15쪽; 백승충, 앞의 논문, 2015, 85쪽.
40) 뺷日本書紀뺸 卷 第19 欽明 5年 2月
別謂河內直【百濟本記云 河内直․移那斯․麻都. 而語訛未詳其正也.】自昔迄今 唯聞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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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書紀 應神 3년과 仁德 41년에 나오는 紀角宿禰가 古事記에서는 木
角宿禰로 나오는 등 紀氏를 木氏로 기록한 근거가 있으므로 倭에서 파견된

것이 아니라 加耶 지역과 관련해서 활약한 백제계 木氏 세력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紀生磐宿禰를 倭人으로 설정한 것 또한 日本書紀의 찬자가
야마토 정권의 任那 지배를 전제로 하고 加耶 지역에서 倭의 역할을 부각
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대체적으로 간계를 꾸민 左魯那奇他甲背는 日本書紀 欽明紀에서 언급
한 那奇陀甲背와 동일인물인 것으로 보아 그의 후손인 河內直과의 연령을
고려해 볼 때 대체적으로 5세기 후반에서 500년을 전후했던 시기에 벌어졌
던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爾林에 대한 고찰
㈄기사의 분쟁 지역에 등장하는 爾林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전라북도 김

제,41) 임실,42) 진안,43) 충남 예산 대흥44)이라는 견해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爾林을 전라북도나 충청남도 부근으로 비정한 것은 초기
일본학자들의 지명 비정에 근거한 것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
히 鮎貝房之進이 爾林을 홍성 부근에 명칭이 유사한 任存城으로 보고 대흥
으로 비정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임실설로 이어졌으며 帶山城을 전북 태인
惡. 汝先祖等【百濟本記云 汝先那干陀甲背․加獵直岐甲背 亦云那奇陀甲背․鷹奇岐彌. 語
訛未詳.】俱懷奸僞誘說. 爲歌可君【百濟本記云 爲哥岐彌 名有非岐】專信其言 不憂國難 乖
背吾心 縱肆暴虐. 由是見逐. 職汝之由.
41) 末松保和, 앞의 책, 1956, 76-77쪽.
42) 鮎貝房之進, 뺷雜攷뺸7 下卷, 1937, 25-27쪽; 全榮來,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뺷千寬宇先生還
曆紀念韓國史學論叢뺸, 1985, 145쪽; 李根雨, ｢熊津時代 百濟의 南方境域에 대하여｣, 뺷百濟
硏究뺸27, 1997, 58-59쪽; 延敏洙, 뺷고대한일관계사뺸, 혜안, 1998, 167-170쪽.
43) 郭長根, 뺷湖南 東部地域 石槨墓 硏究뺸, 서경문화사, 1999, 266-273쪽.
44) 鮎貝房之進, 앞의 책, 上卷, 1937, 163-168쪽; 金泰植, 뺷加耶聯盟史뺸, 一潮閣, 1993, 245-24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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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명이 大尸山인 것을 근거로 태인에 비정했던 것에 기인한다. 末松保和
의 경우 甘羅城을 咸悅에 비정한 鮎貝房之進에 따르면서 爾林城은 함열에
인접한 金堤郡 利城縣의 고명인 乃利阿로 보아 현 金堤郡 靑蝦面 東之山里
로 비정하였다.
그러나 日本書紀에서 紀生磐宿禰가 백제장군 適莫爾解를 살해한 爾林
을 고구려의 영토라 하면서 東道라고 한 기술이 주목된다. 이를 근거로 최
근에는 충북의 음성 또는 괴산설,45) 청주, 청원설,46) 대전, 옥천설47)이 제기
되고 있지만, 應神紀에서는 爾林이 東韓之地 중에 한 곳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東韓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爾林은 日本書紀에서 ㈄ 외에 다음과 같은 기사에 등장한다.
㈇ 뺷日本書紀뺸 卷 第10 應神 8年(397년) 春3月
百濟人來朝【百濟記云 阿花王立无禮於貴國 故奪我枕彌多禮 及峴南,支侵,谷
那,東韓之地 是以 遣王子直支于天朝 以脩先王之好.】
㈈ 뺷日本書紀뺸卷 第10 應神 16年(405년)
是歲 百濟阿花王薨 天皇召直支王謂之曰 汝返於國以嗣位 仍且賜東韓之地而
遣之【東韓者 甘羅城,高難城,爾林城是也.】
㈉ 뺷日本書紀뺸 卷 第19 欽明 11年(550년) 夏4월
因獻高麗奴六口. 別贈王人奴一口.【皆攻爾林 所禽奴也.】

45) 李鎔賢, 1997, ｢五世紀におけるの加耶の高句麗接近と挫折-顯宗三年紀是歲條の檢討｣, 뺷東
アジア古代文化뺸90, 1997, 81-83쪽.
46) 양기석, ｢5世紀 後半 韓半島 情勢와 大加耶｣, 뺷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뺸,
2007, 54-56쪽; 여호규,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高句麗와 百濟이 국경 변천｣, 뺷百濟文化뺸
48, 2013, 143-144쪽.
47) 김영심, ｢백제의 지방지배 방식과 섬진강유역｣, 뺷백제와 섬진강뺸, 2008, 307-308쪽; 정재
윤, ｢백제의 섬진강 유역 진출에 대한 고찰｣, 뺷백제와 섬진강뺸, 2008, 247-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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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應神 8年(397년)과 ㈈의 應神 16年(405년)에 등장하는 爾林은 東韓
之地 중에 한 곳으로서 廣開土王 시기부터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각축을

벌였던 접점인 동쪽 지역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48)
日本書紀에서는 應神 8年 分註 百濟記에서 백제의 枕彌多禮, 峴南,
支侵, 谷那 및 東韓之地가 왜국에 의해 침탈당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應神 16年의 기록에서는 腆支를 돌려보내면서 東韓之地를 돌려준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廣開土王碑文이나 三國史記의 기록을 통해 당시 전투의 실상을
살펴보면 倭가 백제의 땅을 침탈했다는 어떤 역사적 사실도 발견할 수 없
다. 고구려의 공세에 견디지 못한 백제에게 원군을 파견하는 것은 고사하
고 오히려 백제의 땅을 빼앗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기사는 후대의 찬자에 의해 윤색이 가해진 것으로 생
각되는데, 百濟記의 기록 중에 ‘无禮於貴國’은 찬자가 인위적으로 삽입한
문구이고, 奪의 주체인 고구려는 의도적으로 삭제가 되어 주체가 왜인 것처
럼 윤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히려 이 기사는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
으로 인해 東韓之地 등을 침탈당했고 405년 東韓之地가 회복되었던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하면 枕彌多禮, 峴南, 支侵, 谷那, 東韓
之地의 지역은 광개토왕비문에서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침탈당했던 58성
700촌의 지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현재의 황해도와 경기 일원, 강원도 등지

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광개토왕비문의 永樂 8년조(398년)49)에 나오는 帛愼土谷 지역에
대해서 대개는 帛을 息으로 보아 肅愼 지역으로 파악해왔다.50) 하지만, 옛
48) 洪性和, ｢뺷日本書紀뺸 應神紀 東韓之地에 대한 고찰｣, 뺷日本歷史硏究뺸30, 2009 참조.
49) 廣開土王碑文
八年戊戌 敎遣偏師觀帛愼土谷 因便抄得莫□羅城 加太羅谷男女三百餘人 自此以來 朝貢論
事
50) 李丙燾, ｢廣開土王의 雄略｣, 뺷韓國古代史硏究뺸, 博英社, 1976, 387-388쪽; 千寬宇, 앞의
책, 122-123쪽; 武田幸男, 뺷高句麗と東アジア뺸, 岩波書店, 1989, 115-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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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에 息 대신 帛을 쓴 경우가 없어 이를 肅愼으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 또한 이 기사는 廣開土王碑文에 전쟁에 대한 명분으로 항상 앞머
리에 등장하는 前置文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6년조의 기사와 연결
되는 기사로서 廣開土王이 백제를 토벌한 후 국경 지역을 재차 순시하면서
‘男女三百餘人’을 포로로 했던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51)

그렇다면 帛愼土谷 등의 지역은 한반도 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
단 이들 지역은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백제로부터 얻은 새로운 변경으로 백
제와 대치한 최전선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永樂 6년 百殘國을 토벌하여
58성 700촌을 취했다는 기사를 통해 고구려가 비문에 나오는 古牟婁城 등

으로 남한강 상류 지역에까지 다다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새로운 변경
인 남쪽의 최전선은 백제에게는 동쪽 변방일 수밖에 없다.52) 三國史記 광
개토왕 17년조에 禿山城 등 6성을 축성했다는 기사를 통해서도 고구려가
남한강 상류 및 소백산맥 일원까지 영역화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53)
三國史記 地理志를 살펴보면, 소백산맥 이남인 경북 봉화, 영주 순흥,

영주 부석, 안동 도산, 임하, 청송, 영덕, 포항 청하 등이 본래 고구려 땅이었
다는 기록을 다수 발견할 수 있는데, 地理志에서 고구려의 남쪽 접점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던 영주 지역(奈已郡)이 백제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54) 이때의 奈已郡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영역이 백제로 잘못
표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었다. 그러나 三國史記 伐
休尼師今條와 肖古王條에는 백제가 신라의 西境인 圓山鄕을 공격하였다는
51) 濱田耕策, ｢高句麗広開土王陵碑文の研究－碑文の構造と史臣の筆法を中心として－｣, 뺷朝
鮮史研究会論文集뺸11, 1974: 濱田耕策, 뺷朝鮮古代史料硏究뺸, 吉川弘文館, 2013, 38-40쪽;
王健群, 뺷好太王碑硏究뺸, 吉林人民出版社, 1984, 168-170쪽; 李道學, ｢永樂 6年 廣開土王의
南征과 國原城｣, 뺷孫寶基博士停年紀念韓國史學論叢뺸, 1988, 88-97쪽.
52) 李道學, 위의 논문
53) 木村誠, ｢中原高句麗碑立碑年次の再檢討｣, 뺷古代朝鮮の国家と社会뺸, 吉川弘文館, 2004,
361-362쪽.
54) 뺷三國史記뺸 卷 第35 雜志 第 地理2 朔州
奈靈郡 本百濟奈已郡 婆娑王取之 景德王改名 今剛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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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 백제가 경북 북부 일원에 일정 부분 세력을 뻗치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55) 또한 日本書紀 神功 49년조의 분석을 통해서도 369년에
木羅斤資에 의한 소위 加羅 7국의 평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5세기초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세력을 펼치고 있었던 백제가 경북 북부 지

역에서 고구려와 상쟁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에서는 ‘爾林이 고구려땅’이라고 명확히 명기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에서 ‘爾林을 공격할 때 얻은 奴’라고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爾林
이 지속적으로 백제와 고구려가 다투었던 장소였지만, 5세기 중반 이후 6세
기에 이르기까지 고구려의 영역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런데, 三國史記에 의하면 550년에 백제가 고구려의 道薩城을 공취하
였다는 기록이 주목된다.56) 550년 정월에 백제가 고구려의 道薩城을 빼앗
고 3월에 고구려가 백제의 金峴城을 빼앗았는데 신라의 이사부가 두 성을
빼앗았다고 기록하고 있다.57)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의 欽明 11년(550년) 4월에 백제가 보냈다고 하
는 고구려의 奴 7구는 道薩城 전투에서 취한 것으로 보인다. 道薩城에 대해
서는 천안,58) 보은 방면59) 등지로 보기도 하고 증평, 괴산의 淸安에 비정한
이후60) 증평의 이성산성이나 진천의 두타산성으로 비정하고 있다.61)
55) 뺷三國史記뺸 伐休紀와 肖古紀에 나오는 圓山鄕에 대해서는 낙동강 상류의 園山, 즉 예천군
용궁에 비정할 수 있다.(千寬宇, 앞의 책, 22쪽)
56) 뺷三國史記뺸 卷 第26 百濟本紀 聖王 28年
春正月 王遣將軍達巳 領兵一萬 攻取高句麗道薩城 三月 高勾麗兵圍金峴城
57) 뺷三國史記뺸 卷 第4 新羅本紀 眞興王11年
春正月 百濟拔高句麗道薩城 三月 高句麗陷百濟金峴城 王乘兩國兵疲 命伊湌異斯夫出兵擊
之 取二城增築 留甲士一千戍之
뺷三國史記뺸 卷 第19 高句麗本紀 陽原王6年
春正月 百濟來侵 陷道薩城 三月 攻百濟金峴城 新羅人乘間取二城
58) 李丙燾 譯註, 뺷三國史記뺸下, 乙酉文化社, 1983, 59쪽.
59) 津田左右吉, ｢眞興王征服地域考｣, 뺷朝鮮歷史地理뺸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104쪽.
60) 申采浩, 뺷朝鮮上古史뺸, 鐘路書院, 1948, 237-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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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道薩城은 백제 의자왕 무렵에 김유신의 거점으로서 백제와 신라
의 격전지로 나타나고 있으며62) 실제 진천, 증평 지역에서 고구려의 흔적
이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63)
더욱이 道薩城 전투 이후 신라가 竹嶺 이북과 高峴 이내의 10군을 점령
했으며64) 낭성에 순수했다는 기록을 통해 보면65) 도살성은 신라가 소백산
맥을 통해 한강 상류로 진출하는 방면에 위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신
라가 죽령을 넘어 적성 지역을 차지한 후 국원을 장악했을 것이고 진흥이
우륵을 국원에 안치한 연대가 551년 3월이므로 적성의 공략은 그 이전이었
을 것이다.66)
신라의 적성 진출 루트로는 영주에서 죽령을 통해 북서쪽으로 가는 코스
와 벌재를 통해 북으로 올라가는 코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소백산맥 일원의 단양과 문경, 예천을 가르는 벌재(伐嶺)를 중심으로 웅거
61) 閔德植, ｢高句麗의 道西縣城考｣, 뺷史學硏究뺸36, 한국사학회, 1983, 47쪽; 문안식, ｢의자왕
전반기의 신라 공격과 영토확장｣, 뺷慶州史學뺸23, 2004, 22-23쪽; 양기석, ｢三國의 曾坪地域
進出과 二城山城｣, 뺷중원문화연구뺸18,19,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12.
62) 뺷三國史記뺸 卷 第28 百濟本紀 義慈王 9년
秋八月 王遣左將殷相帥精兵七千 攻取新羅石吐等七城 新羅將庾信,陳春,天存,竹旨等逆擊
之 不利 收散卒屯於道薩城下再戰 我軍敗北
63) 강민식, ｢증평 이성산성과 道西, 都西, 道安縣｣, 뺷중원문화연구뺸21, 충북대학교 중원문화
연구소, 2013, 103-104쪽.
64) 뺷三國史記뺸 卷 第44 列傳 第4 居柒夫
十二年辛未 王命居柒夫及仇珍大角湌比台角湌耽知迊湌非西迊湌奴夫波珍湌西力夫波珍湌
比次夫大阿湌未珍夫阿湌等八將軍 與百濟侵高句麗 百濟人先攻破平壤 居柒夫等乘勝取竹
嶺以外高峴以內十郡
65) 뺷三國史記뺸 卷 第4 新羅本紀 眞興王12年
三月 王巡守次娘城 聞于勒及其弟子尼文知音樂 特喚之 王駐河臨宮 令奏其樂 二人各製新歌
奏之 先是 加耶國嘉悉王製十二弦琴 以象十二月之律 乃命于勒製其曲 及其國亂 操樂器投我
其樂名加耶琴 王命居柒夫等侵高句麗 乘勝取十郡
66) 일부에서는 적성비에 보이는 ‘□□夫智大阿干支’를 거칠부로 추론하여 건립연대를 545년
이전으로 보기도 하지만, 비문은 ‘夫’만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張彰恩, ｢6세기 중반 한강 유역 쟁탈전과 管山城 戰鬪｣, 뺷진단학보뺸111, 2011,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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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산성 중에 단양의 독락산성이나 문경의 할미성에서 고구려적인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이들 산성에서는 바깥 성벽에 수직으로 홈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고구려의 성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67)
상당 기간 고구려가 이곳에 주둔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 중에서도 道樂山
정상부에 있는 독락산성은 험한 산으로 둘러싸인 전략적 요충지로서 고구
려와 백제가 서로 공방을 벌였던 도살성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결국 소백
산맥 일원을 중심으로 백제와 고구려가 쟁탈전을 벌였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독락산성의 남쪽 지역은 경북 예천의 圓山 지역으로 낙동강 상류와
바로 연결되는 곳이다. 따라서 ㈄의 배경이 되는 爾林은 독락산성으로 추정
되며68) 낙동강 상류의 나루를 이용해서 백제의 동쪽 루트인 東道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에 부합한다. 따라서 帶山城은 예천의 圓山城 부근으로 추정되
어 식량을 운반하는 나루는 낙동강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에서 보
듯이 임나와 고구려의 통교가 가능한 지점이라는 내용과도 부합하고 있다.
특히 5세기 후반의 상황은 479년 加羅王 荷知가 南齊와 교섭을 추진한
사례69)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加羅의 對南齊의 교섭에 대해서는 加羅
단독으로 교섭했다고 보는 설70)과 고구려의 후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설71)이 있지만, 百濟의 동조 및 묵인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72)이 크다. 당
67) 車勇杰, ｢竹嶺路와 그 부근 嶺路沿邊의 古城址 調査硏究｣, 뺷國史館論叢뺸16, 1990, 242-244
쪽.
68) 본고를 통해 그동안 爾林을 영주 부근으로 보았던 필자의 기존 설을 수정하고자 한다.
하지만 東韓之地 중에 甘羅城은 예천의 甘川面 일대로, 高難城은 뺷三國史記뺸 지리지의
鄰豊縣과 殷豊縣을 통해 예천 하리와 풍기 일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백제가 경북 북부
일원에 일정 부분 세력을 뻗치고 있었던 정황은 동일하게 고찰된다.
69) 뺷南齊書뺸 卷58 列傳 第39 東南夷 加羅國
加羅國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使來獻. 詔曰 量廣始登 遠夷洽化. 加羅王荷知款關海
外 奉贄東遐. 可授輔國將軍 本國王
70) 金泰植, ｢5세기 후반 大加耶 발전에 대한 硏究｣, 뺷韓國史論뺸12, 1985, 105-110쪽; 田中俊明,
뺷大加耶連盟の興亡と‘任那’뺸, 吉川弘文館, 1992, 131-135쪽.
71) 白承忠, ｢加羅國과 于勒十二曲｣, 뺷釜大史學뺸19, 1995, 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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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가야에 백제의 영향력이 있었음을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라의
경우도 법흥왕대에 들어와서 백제를 따라 남조의 梁과 교섭하는 내용(521
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73) 주목할 필요가 있다.
紀生磐宿禰의 반란은 任那의 左魯那奇他甲背가 계략을 써서 백제의 適莫
爾解를 爾林에서 죽였다는 ㈄의 기사를 통해 이 시기에 들어 左魯那奇他甲
背로 대표되는 加耶의 在地 수장층들이 막후에서 반란을 부채질했던 것으

로 추정된다. 백제는 이 사건에서 領軍 古爾解, 内頭 莫古解 등을 직접 파견
하여 반란을 진압하고 있다. 어쨌든 백제 출신인 爲哥岐彌 有非岐가 加耶의
在地 수장층들과의 관련 속에서 백제를 벗어나려 했지만 가야의 정치, 외교

적 일탈행위는 지속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백제의 木氏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5세기대 백제와 왜의 관
계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우선 木羅斤資의 아들로서 5세기대에 三國史記, 日本書紀에 모두 나
타나고 있는 木滿致의 경우, 백제 木氏의 활동을 짐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고의 분석을 통해 木滿致는 구이신왕 치세에 백제에서 활약
하다가 비유왕의 등극으로 백제와 왜 왕실에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왜국에
갔던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비유왕의 치세가 끝난 이후 백제로 다
시 돌아왔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영산강 유역에서 5세기말～6세기초
의 기간 동안 前方後圓形 古墳이 조성되었던 배경을 추론해볼 수 있다.
72) 權五榮, ｢竹幕洞祭祀의 目的과 主體｣, 뺷扶安竹幕洞祭祀遺蹟硏究뺸, 1998, 278쪽.
73) 뺷梁書뺸 卷 54 列傳 第48 諸夷 新羅
其國小 不能自通使聘 普通二年 王姓募名秦 始使使隨百濟奉獻方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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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紀角宿禰와 木角宿禰가 동일인인 것을 근거로 紀氏의 경우도 백제
의 木氏의 범주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紀生磐宿禰의 반란 기사를 통해 보
면 木滿致 이후 가야에 木氏 관련 씨족에 의한 백제의 영향력이 지속되었
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紀生磐宿禰의 반란과 관련한 爾林의 지명에 대해서는 소백산맥 일
원 단양의 독락산성에 비정하였다.
이처럼 木氏의 경우, 日本書紀의 번국사관으로 윤색되어 왜왕에 의해
소환되거나 왜인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5세기대에 가야에 영
향력을 행사하면서 왜와 통교했던 백제의 귀족이었다. 당시 木氏는 백제가
고구려와 대항하는 상황에서 백제와 왜가 교류하는 데에 중요한 고리 역할
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사료의 제약으로 인해 분석 과정에서 추측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다. 先學諸賢의 많은 질정을 바란다.

이 논문은 2015년 7월 31일에 접수되어,
2015년 8월 13일에 심사를 의뢰하여 8월 28일에 심사 완료되었으며,
2015년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수정하여
2015년 9월 16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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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Baekje and Wa (倭) Focusing on the Mok
Clan(木氏) in the 5th Century
Hong, Sung-hw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ncient Korea and Japan by focusing on the Mok clan (木氏) of Baekje
(百濟) and to re-establish knowledge of the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5th century.
Ilbonseogi (日本書紀) documents show that the Mok-Manchi (木滿
致), Gigak-skune (紀角宿禰), and Giseangban-skune (紀生磐宿禰)
worked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ese archipelago in
the 5th century.
First, we can observe, from the comings and goings of the
Mok-Manchi (木滿致) between Baekje (百濟) and Wa (倭), that there
were conflicts between the royal families of Baekje (百濟) and Wa (倭).
There is archeological data connected with the ancient Japanese in
the ancient Youngsan River (榮山江) area.
We also know because Baekje's people, the Giseangban-skune (紀生
磐宿禰), rebelled against Baekje (百濟) in the late 5th century.
The documents of the Giseangban-skune (紀生磐宿禰) are especially
helpful in revealing that Irim (爾林), Gokuryeo, and Baekje had been
fighting through the 5th and 6th centuries in the region of the Sobaek
Mountains.
Therefore, we can understand the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5th century properly only if we recognize the Mok clan (木氏)
and the Ki clan (紀氏) as belonging to Baekje, not Yam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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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内庁書陵部蔵 뺷春秋経
経伝集解
経伝 뺸 鎌倉中期点의
仮名音注에 대하여
74)申智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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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宮内庁書陵部蔵뺷春秋経伝集解뺸鎌倉中期点의 假名音注를 16攝으로 나누어 예외

자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단 지면의 제한으로 용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假摂․
遇攝․蟹摂․止摂․通摂․曾攝․臻攝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본 자료의 假名音
注가 나타내는 체계는 기본적으로 일본 漢音과 일치했다.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이하와 같다.
* 히로시마대학 교육학연구과 문화교육개발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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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자료는 誤記․誤讀例가 적은 편이다. 뺷經典釋文뺸이라는 확실한 의거 자료

를 가지고 清原家累代의 訓讀法에 근거하여 규범적으로 가점한 결과로 생각된다.
2) 魚韻開口3等乙類는 원칙적으로 일본 漢音에서 ㋑ヨ形으로 拗音形 표기인데,
歯音2等字에는 [ソ]로 直音形이 되는 例가 많다. 歯音2等字에서는 呉音처럼 [ソ]로

읽는 습관이 남아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呉音에서는 [ソ]였지만, 漢音에서는 乙
類의 甲類에의 합류를 반영하여 [シヨ]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魚韻開口3等乙類
歯音2等字는 [ソ]로 呉音讀되는 字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反
切을 쓰고 이에 따라 [シヨ]로 읽을 수 있도록 교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3) 뺷春秋뺸는 기원전 5세기 공자로부터 시작되어 ‘春秋三傳’과 뺷杜預集解뺸를 거쳐

본 자료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伯ハ] [汰タツ] [稅タイ] 등 일본한자음에서 일
반적이지 않은 音과 용법이 散見된다.
4) 止攝合口字의 경우 牙喉音字 이외에도 [イ/ヰ] 兩表記가 混在되어 있다. [ス

ヰ] [ツヰ] [ルヰ] 등은 중국원음의 介音w를 표기하려고 한 흔적으로 생각되며 일
부 學識者 사이에서 시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5) 諄韻合口甲類의 경우는 混記가 많은 韻으로 院政期․鎌倉時代에 들어 체계적

으로 정비되기 시작되었지만, 본 자료에서는 대부분 合口表記되어 있다. 이러한 표
기는 원음의 合口性을 충실히 표기하려고 한 표기법상의 초기적 단계에서의 混記
이지만, 본 자료는 鎌倉中期点으로 前代 底本의 移点에 의해 형태로 남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제어 : 春秋経伝集解, 漢音, 假名音注, 反切, 經典釋文

Ⅰ. 序論
1. 연구 자료
유교의 경전을 ‘經書’라 하며, 여기에는 5가지 종류 즉 ‘五經’이 있다. 五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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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인 春秋는 最初의 편년체 역사서이다. 원래 공자가 태어난 魯國
(山東省)의 연대기의 명칭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기원전 5세기 공자가
魯에 전해지고 있던 史官의 기록을 스스로의 역사의식과 가치관에 의해 새

롭게 編修한 것이 오늘날의 春秋이다1). 공자가 筆削하기 이전에도 魯에
는 이미 春秋라고 불리는 史官의 기록이 전해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데, 공자의 編修에 의해 一諸侯國의 연대기가 經書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되
었다2).
春秋는 춘추시대의 魯의 隱公원년(722B.C.)부터 哀公14년(481B.C.)에

이르기까지 12公․242년간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가 約 1,800條, 約 16,500
字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1년의 條數는 가장 많은 것이 僖公28년의 28條,

가장 적은 것이 桓公4년의 2條로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으며, 평균 7.8條이
다. 따라서 여기에 기록된 것은 그 해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간주
된다3). 春秋는 명분에 따라 용어를 엄격히 구별하였으며, 간결한 서술로
인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그 때문에 학자들에 의해 의미
를 해석하는 주석서인 ‘傳’이 만들어지고, ‘春秋學’이 생겨났다. 春秋學 중에
서도 전국시대에 公羊高가 저술한 公羊傳, 穀梁赤(穀梁俶)의穀梁傳, 左
丘明의 左氏傳을 ‘春秋三傳’이라고 부른다.

春秋는 단독 문헌으로서는 현존하지 않는다. 春秋의 해설서인 三傳

에 부속되어 전승되어 왔다. 그로인해 三傳이 전하는 각각의 春秋의 문장
에는 약간의 異同이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同音에 의한 通假, 字形의 相
似에 의한 誤傳, 轉寫시의 脫文, 衍文, 誤寫등이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春秋에는 이와 같은 三傳의 작성자에 의한 여러 가지 加筆, 變改
가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4). 三傳 전승의 春秋의 異同을 고찰한

1)
2)
3)
4)

岩本憲司,
野間文史,
野間文史,
野間文史,

뺷春秋学用語集뺸, 汲古書院, 2011, 4쪽.
뺷春秋学-公羊傳と穀梁傳-뺸, 硏文出版, 2001, 7쪽.
뺷春秋学-公羊傳と穀梁傳-뺸, 硏文出版, 2001, 11～12쪽.
뺷春秋学-公羊傳と穀梁傳-뺸, 硏文出版, 2001,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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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左氏傳이 가장 오래된 형태를 남기고 있는 것이 定論이다5). 春秋
左氏傳(左氏傳左傳으로 略稱된다)은 前漢末에 左丘明이 주석을 단 것

으로 알려져 있으나 未詳이다. 더욱이 이 左氏傳에 晋의 杜預가 주석을
단 것이 春秋左氏経伝集解(春秋左氏傳杜預集解)이다.
宮内庁書陵部蔵春秋経伝集解文永六年点(1268) 전30권(이하 集解로
略稱한다)은 杜預가 주석을 단 春秋左氏経伝集解에 清原家 博士들에 의

해 가점된 漢籍訓讀자료이다. 保延五年(1139) 清原賴業의 加点本을 자손에
게 전하기 위해 清原賴業의 손자인 清原敎隆이 형 清原仲宣 所持의 相傳本
을 일부 書寫加点하였고, 자손의 證本으로 하기 위해 가점했다6). 集解는
그 奥書7)에 의해 保延五年(1139) 清原賴業의 加点本을 清原直隆과 清原俊
隆이 移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8).

集解에는 假名音注, 反切․同音字注, 声點의 漢字音注가 있다. 모두 상

당량 가점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漢字音史 및 鎌倉中期 한자음의 연구에 있
어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春秋에 관한 연구로는 岩本憲司(2001, 2006, 2011), 野間文史(2001, 2007,
2010) 등이 대표적인데, 주로 春秋學과 春秋의 문학적인 측면에 중점이 맞

춰져 있다. 集解에 관한 연구로는 佐々木勇(2002, 2009) 등의 논문과 연구
5) 岩本憲司, 뺷春秋学用語集뺸, 汲古書院, 2011, 11쪽.
6) 小林芳規, 뺷平安鎌倉時代に於ける漢籍訓読の国語史的研究뺸, 東京大学出版会, 1967, 1256
쪽.
7) 奥書는 일본어 표현이며, 이에 해당하는 국어표현은 刊記이다.
8) 그러나 연구 자료인 宮内庁書陵部蔵 原本의 広島大学蔵 컬러사진에 의한 조사에서 위의
두 가점자 이외에 3명의 가점자가 더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 한 바 있다 奥書의 말미에
清原直隆, 清原俊隆 이외에 金沢顕時, 清原宗尚, 清原良枝의 花押이 있다. 또한 권에 따라
筆跡의 차이, 合符 색깔의 차이, 補入符에 의한 수정 흔적 등에 의해 가점자는 최소 5명이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대조 확인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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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일부 개별자만이 다뤄졌을 뿐 假名音注 전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集解의 假名音注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集解의 가
점 양상을 고찰하고 예외자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
구 대상인 春秋経伝集解 鎌倉中期点은 宮内庁書陵部蔵 原本의 広島大学
蔵 컬러사진에 의한다. 集解의 音注가 반영하는 字音을 빠짐없이 파악하

기 위해서는 集解의 音注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일람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廣韻에 의해 알려진 중국 중고음의 체계에 의해 集解의 假名音
注를 분류하여 分韻表에 배치한다. 단 廣韻에 기재되지 않은 字音에 대해

서는 集韻에 의해 배치하며, 集韻에 의한 배치임을 표시해 둔다. 또한
別筆로 보이는 가점은 따로 표기하여 배치하되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分韻表에는 假名音注, 反切․同音字注, 声點과 함께 用例, 所在까지 표기

한다. 이와 같이 정리한 字音을 16攝으로 나누어 분석하며, 일본 漢音의 체
계에 일치하는 音注를 제외하고 일치 하지 않는 音注만을 대상으로 하여
해석한다. 단 假名音注만으로는 해석하기 힘든 경우는 反切․同音字注, 聲
點도 포함하여 고찰하도록 한다9).

Ⅱ. 本論
이하 중고한어 16攝의 순서로 분석내용을 제시하기로 한다. 지면의 제한
으로 용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假摂․遇攝․效摂․蟹摂․止摂․通摂․曾
9) 用例를 제시할 경우 한자의 위에 假名音注를 기입한다. < >는 反切․同音字注, ○숫자는
卷을 표시하며, 작은 숫자는 行數를 나타낸다. ( ) 속의 숫자는 割注를, [ ]는 行의
上下欄을, { }는 割注에 쓰여 있는 注를 나타낸다. ㋓는 エ列假名을 말한다. 뺷集解뺸의
가점은 字의 좌측에 反切을 우측에 假名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分韻表상에는 여백이
협소하여 반대편에 적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左)’ 혹은 ‘(右)’를 표기하여 반대편에
가점되어 있음을 표시하였다. 또한 假名音注․聲點의 경우는 合符 여부도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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攝․臻攝만을 그 대상으로 하며 일부 예외자를 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分韻表 역시 지면의 제한으로 생략한다.

1. 假摂
1) 麻韻開口2等
일본 漢音에서 ㋐形으로 나타난다. 예외는 [ハ]로 가점된 ‘伯’字이다. ‘伯’
은 廣韻에서 庚韻開口2等幇母(入声)에 속하는 字로 표기는 [ハク]이다.
그러나 集解에서 [ハク]외에 [ハ]표기도 나타난다. ‘伯’의 同音字注로서
麻韻開口2等幇母(去聲)의 ‘覇’字가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伯’字와 ‘覇’字가
通用字의 관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集解에서 ‘伯’字에 [ハ]가 가점되어

있거나 同音字注에 ‘音覇’가 쓰여 있는 경우 또는 ‘覇’字와 마찬가지로 去聲
点이 가점된 용례는 아래와 같다.
1) 十有七年, 春, 齊人執鄭詹. 齊桓始伯<音覇>去③(414).
2) 君唯不遺德刑, 遺, 失也. 以伯<音覇>入⑬611諸侯.豈獨遺諸敝邑.
3) 伯<音覇>⑭[580]業.
4) 八年, 春, 公如晉朝, 且聽朝聘之數. 晉悼復脩霸{本亦作伯<音覇>⑭{580}音覇又如字}業.
ハ․ハク

5) 王伯去⑳143之令也, 言三王․五伯去⑳(144), 有令德時.
6) 叔向謂宣子曰, 文之伯<音覇>去㉒149也, 豈能改物.
7) 費無極言於楚子曰, 晉之伯<音覇>㉔136也, 邇於諸夏.而楚辟陋.故弗能與爭.
8) 介在蠻夷而長寇讎, 以是求伯<音覇>㉔49, 必不行矣.

이상의 용례를 살펴보면, ‘伯’은 모두 ‘覇権․覇業․覇者’ 등 ‘권력을 가짐,
또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藤堂明保(1963:434)漢字

の語源硏究에 의하면,

“春秋の覇者という語は、さらに諸侯の長の意と

なった派生的用法である。覇は、全くの仮借字にすぎず、伯に当てたもの
である”10)라고 되어 있다. 또 台湾教育部国家教育研究院의 異体字字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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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古稱諸侯的盟主. 通[覇]”라는 설명이 있어, 예로부터 ‘伯’은 ‘盟主’라
는 의미에서 ‘覇’字와 相通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集解14권 注(580)을
보더라도 “伯業. 音霸. 又如字. 本亦作霸”라고 쓰여 있어 ‘伯’과 ‘覇’가 通用字
관계임이 표기되어 있다.
중국 방언을 조사해보면, 남부를 중심으로 ‘伯’字에 [pa]라는 표기가 있으
며11), 베트남한자음에서도 ‘伯’字의 표기는 [bá]이다12). 한국한자음에서도
‘伯’字에는 [백] 이외에 [패]에 해당하는 표기가 있는 등, 한자문화권 諸國에
‘伯’字에 [ハ]라는 표기가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漢書14권에는 “伯読
曰覇. 此五覇謂齊桓, 宋襄, 晉文, 秦穆, 呉夫差也.”라고 되어 있어 [伯ハク]를
[覇ハ]로 읽는 용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한어방언의 어음을 정리한

方言調査字表의 麻韻開口2等에는 ‘覇’字와 함께 ‘伯’字와 聲符를 같이 하

는 ‘怕․帕’字가 속해있는 것에서도 ‘伯’과 ‘覇’가 상통했었다고 생각된다. 이
상을 정리하면, 漢籍자료인 集解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아 ‘권력을 가짐,
또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경우는 ‘伯’을 [ハ]로 읽고 ‘覇’와 마
찬가지로 去聲을 가점했다고 판단된다.

2. 遇攝
1) 模韻開口1等
集解에는 [オ]와 [ヲ]표기가 混在되어있다. 模韻 이외에 東韻開口(드물

지만 山攝)에도 合口表記가 보인다. 이와 같은 표기의 혼동은 アイウエオ
중에서 オ段에 집중되어 있다.
模韻 등에 合口表記가 나타나는 것은 オ段에 일종의 合口性이 존재했었
10) “春秋의 霸者라는 말은 諸侯의 長이라는 의미의 파생적 용법이다. 覇는 假借字에 지나지
않으며 伯에 대응시킨 것이다”-필자역
11) 郭錫良編著, 뺷漢字古音手冊(增訂本)뺸, 商務印書館, 2010, 29쪽.
12) 江佳璐, 뺷越南漢子音的歴史層次硏究뺸, 国立台湾師範大学国文学系博士論文, 2011, 166～
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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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オ]의 발음이 [ヲ]와 혼동될만한 合口性을 가지고
있었다면 模韻에 合口介音w가 있었다는 것이 된다. 과연 이것이 開口인지
아니면 合口인지가 문제가 된다. 만약 合口였다고 한다면 어째서 オ段에만
표기의 혼동이 집중되어 있는지가 의문이다. 이것은 上代仮名와 中古音 模
韻․東韻의 開合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대답은 쉽지 않다. 上代仮名에서
‘烏’字는 [ヲ]의 표기로 模韻이 마치 合口처럼 보인다. 또 중국 측에서는 模
韻과 東韻을 合口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에 의하면 [ヲ]가 맞는 표기이며
[オ]는 開合에 의한 혼동이 된다. 그러나 韻鏡을 보면 東韻은 ‘開合’이라고

되어 있다. 開合의 구별이 없다는 것은 合口는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藤堂明保의 音注韻鏡校本에는 ‘開合なし’라고 되어 있다.
通摂冬韻開口1等 ‘沃’字를 보면, [オク/ヲク/ヨク] 라는 3개의 표기가 나

온다. 즉 ‘沃’는 冬韻影母字이면서 [オク]이외에 [ヲク/ヨク]의 표기가 출현
하고 있는 것이다. 呉音자료를 보면, 影母字가 [癰ヲウ/ヰヨウ] [擁ヲウ]로
표기되어 있는 점에서 표기의 혼동은 이른 시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
다13). 그러나 [ヨク]는 [ヲク]의 誤寫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ヨ]와 [ヲ]
의 誤記에 의한 표기가 상당수 존재한다. 般若経의 ‘憶’字に [ヲク/オク/

ヨク], 新訳華厳経의 ‘抑’字に [ヲク], 類聚名義抄에는 ‘抑’字에 [ヨク]라
고 표기 되어 있다14).
이 외에 ‘妖’字의 聲符에 의한 誤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沃’字
는 현재 일본에서 [ヨウ/ヨク]의 발음 밖에 없기 때문에 [オク/ヲク/ヨク]
가 모두 [ヨク]를 표기하려고 했던 흔적일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그러
나 3개의 표기가 모두 [ヨク]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漢和辞書15)에서 慣用音
13) 宋在漢, 뺷日本吳音의 韻類體系 硏究뺸, 東國大學校 博士學位論文, 2012, 146쪽.
‘癰’字의 [ヲウ] 표기는 뺷法華經뺸뺷般若經뺸, [ヰヨウ] 표기는 뺷法華經뺸뺷般若經뺸뺷新譯法華
經뺸뺷類聚名義抄뺸에 있으며, ‘擁’字의 [ヲウ] 표기는 뺷法華經뺸뺷般若經뺸에 있다.
14) 뺷般若經뺸은 김정빈(2003), 뺷新訳華厳経뺸은 榎木久薫(1998), 뺷類聚名義抄뺸는 沼本克明
(1995)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15) 조사 대상으로 삼은 漢和辭典은 이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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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처리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字

沃

辞書

漢音

呉音

備考

大修館

オク

ヨク(慣)

三省堂

オク

ヨク(慣)

小學館

ヨク

學硏

オク

講談社

オク

大漢和

ヨク․アウ

ヨク(慣)
ヨウ(エウ) ヨク(慣)
ヲク․オウ

ヲク․ワク

藤原定家(1162-1241)는 平安末期의 유명한 歌人으로 校定本뿐만 아니라

많은 自筆本 古典작품을 남기고 있다. 定家는 이러한 古典을 書寫할 때 平
仮名이나 한자의 용법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定家仮名遣い의

근간이 된 대표적인 著書가 下官集이다. 이에 따르면 [オ]와 [ヲ]의 구별
은 平安時代 말 즉 12세기경에는 완전히 발음의 구별이 없어졌다16). 같은
발음의 仮名文字를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단어에 따라 나누어 사용한 것은
‘악센트의 高低’가 그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 즉 ｢オ｣와 ｢ヲ｣의 구별은 당시

국어의 악센트의 高低에 의한 것으로 높은 음절을 ｢ヲ｣, 낮은 음절을 ｢オ｣
로 구별하여 적었다. ｢オ｣는 平聲, ｢ヲ｣는 上聲으로 이와 같은 악센트의 高
低에 의한 구별은 保延年間 경, 12세기 중엽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

으로 추측된다17).
鎌田正․米山寅太郎, 뺷漢語新辭典뺸, 大修館書店, 2001.
小林信明, 뺷新選漢和辞典뺸, 小學館, 2003.
竹田晃․坂梨隆三, 뺷漢和辞典뺸, 講談社, 1997.
藤堂明保․松本昭․竹田晃․加納喜光, 뺷漢字源뺸, 學習硏究社, 2003.
長澤規矩也․原田種成․戸川芳郎, 뺷新明解漢和辞典뺸, 三省堂, 1990.
諸橋轍次, 뺷大漢和辞典뺸, 大修館書店, 1984.
16) 築島裕, 뺷歴史的仮名遣い その成立と特徴뺸, 吉川弘文館, 2014, 30쪽.
17) 築島裕, 뺷歴史的仮名遣い その成立と特徴뺸, 吉川弘文館, 2014, 33～34쪽,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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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鎌倉中期 시대의 것으로 이 시대에는 이미 ｢オ｣와 ｢ヲ｣의 음
가구별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集解의 加筆年代로 보아 兩表記가 混在해
있는 것은 前代 底本을 옛 음대로 필사, 가점하는 과정에서 ｢オ｣와 ｢ヲ｣의
혼동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前代 底本을 필사, 가점하는 과정에서
표기의 혼동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2) 魚韻開口3等乙類
원칙적으로 일본 漢音에서 ㋑ヨ形으로 拗音形 표기인데, 歯音2等字에는
[ソ]로 直音形이 되는 例가 많다18). 集解에서 魚韻開口3等乙類 歯音2等字

의 용례는 아래와 같다.
ソ

ソ

1) 莊母 :詛<荘慮反>㉔408, 阻上④(189)
シヨ

2) 初母 :語助①(239)
シヨ

シヨ

シヨ

3) 牀母 : 強鉏平<仕魚反(右)>③396, 孔將鉏平<仕居反>⑥593, 鉏麑<仕居反․仕倶
シヨ

シヨ

シヨ

反>⑩113, 鉏平<仕居反․仕倶反>⑩226, 鉏任<仕居反>⑫467, 鉏將平<仕魚反․
0

在魚反>
シヨ

シヨ

シヨ․ソ

ソ․シヨ

⑬404, 鉏平<仕居反>⑬593, 鉏平⑬(663), 西鉏吾平<仕居反․在居反>⑬905, 西鉏吾平⑭
706

シヨ

シヨ

シヨ

シヨ

, 公鉏<仕居反>⑰(124), 隰鉏<仕居反>⑰476, 鉏平<士居反>⑱778, 公孫鉏<仕
シヨ

シヨ

ソ․シヨ

居反>㉑(784), 鉏<仕居反>㉓474㉔292, 鉏㉔320, 公孫鉏平<仕居反․仕魚反>㉕22,
シヨ

シヨ

ソ

ソ

ソ

公子鉏平<仕居反>㉙337,城鉏<仕居反>㉚642, 城鉏㉚685, 親踈②(128), 狼蘧踈平⑰
ソ

, 集踈㉚869

97

魚韻開口3等乙類의 呉音은 ㋔形, 漢音은 ㋑ヨ形이다. 그 중에서 歯音2等

에는 ‘且’를 聲符로 하는 字가 많다. 그렇다고 ‘且’를 聲符로 하기 때문에 이
18) 沼本克明, 뺷日本漢字音の歴史的研究뺸, 汲古書院, 1997, 349쪽 ; 佐々木勇, 뺷平安鎌倉時代に
おける日本漢音の研究 研究篇뺸, 汲古書院, 2009,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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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字에 모두 [シヨ]로 가점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歯音2等字에서는 呉
音처럼 [ソ]로 읽는 습관이 남아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呉音에서는 [ソ]

였지만, 漢音에서는 乙類의 甲類에의 합류를 반영하여 [シヨ]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魚韻開口3等乙類 歯音2等字는 [ソ]로 呉音讀되는 字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反切을 쓰고 이에 따라 [シヨ]로 읽을
수 있도록 교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佐々木勇(2007:209)에서도 群書治要鎌倉中期点에 [ソ]와 [シヨ]가 가점

되어 있는 경우, [ソ]가점에는 反切이 없으며 [シヨ]가점에는 反切이 있어
결국 反切의 영향으로 拗音形이 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集解의 용례를 살펴보면, ‘詛’字에는 反切下字로 甲類字가 쓰여 있어
[シヨ]로 가점되어야 하지만, 前代의 습관에 의해 [ソ]로 가점한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ソ]로 가점된 ‘踈’字에는 反切이 없다. [シヨ]로 가점 된 ‘鉏’
字에는 모두 反切이 있으며, [ソ]로 가점된 1例만 反切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シヨ]와 [ソ]가 함께 가점되어있는 용례가 3例 있는데, 이는 漢音에서
발음이 바뀌었지만, 呉音讀의 습관이 남아있어 兩表記를 모두 가점한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결국 反切에 의한 표기라는 점에서 佐々木勇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沼本克明(1997:349)에서는 長承本蒙求의 [庶ソ]와 같이 直音形, [黍ソ/

シヨ]와 같이 混記가 있는 形도 그 直音形은 呉音形의 혼입일 것으로 해석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魚韻開口3等乙類 歯音2等字가 聲符 ‘且’에 의
한 유추가 아닌 [ソ]였던 呉音讀 습관을 反切에 의해 바르게 수정했다는 傍
證일 것이다.

3. 蟹摂
1) 咍韻․泰韻開口1等
タツ

일본 漢音에서 ㋐イ形으로 표기된다. 異例로는 [汰<他末反>⑩284] [汰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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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字가 있다. ‘汰’字는広韻에서 泰韻開口1等透母에 속하며 표기는 [タ

(285)

0

正韻에 모두 ‘他蓋切’이라는 反切이 있으며
イ]이다. 広韻集韻韻會
0

이것은 [タイ]에 해당한다.0 그러나 正韻에는 ‘他達切’이라는 反切과 함께
‘音闥. 亦滑也’라는 同音字注도 적혀 있다. 이것에 의하면 ‘汰’字에는 [タイ]
0

이외에 [タツ]라는 音도 존재하는
것이 된다. 藤堂明保(1963:526)의 漢字の
0
語源硏究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 있다.
“<説文>には、｢泰は滑なり…｣とある。たっぷり水を使って両手で流すこ

と、つまり今日いう淘汰の汰の原字が泰であると考えてよい。…従って<説
文>の泰の字の解説に、｢泰とは滑なり｣とあるのが、たまたま達の意味を代弁

している。<広雅․釈訓>に｢達とは通なり｣とあるのも、その意味をよく表わ
している。…滑らかに通じる。それを達という。…転じて、行きつまらない
道を達という。…達はまた、ゆったりとゆとりがあって、渋滞しないことで

ある”

이것에 의하면 ‘泰’ ‘汰’ ‘達’은 ‘単語家族’19)에 속하는 字이다. ‘汰’字의 集
解 용례를 살펴보면 “伯棼射王, 汰輈及鼓跗, 著於丁寧。…汰, 過也”이다. 이

것은 ‘伯棼が将王を射したら、その矢先は輈を過ぎて(通じて)鼓に及び、そ

の下の丁に打たれる。…汰は<過ぎる>である’로 해석된다. 즉 ‘汰’字는 ‘(矢
先が)過ぎる․通じる’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タツ]로 읽는다는 의미이다.
韻書에 따라 [タツ]에 해당하는 反切의 유무가 있는 것은 [タツ]로 읽는 용

법이 일반적이지 않고 극히 예외적이며 한정된 의미로밖에 사용되지 않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만약 중국의 방언에서 이와 같은 용법이 많이 남아
있었다면 한국한자음 및 베트남․티베트한자음에서도 [タツ]에 해당하는
音이 남아있어야 하지만 [タツ]라는 音은 없다.
19) 藤堂明保에 의하면 単語家族(群)이란 서로 닮은 어형과 공통의 기본의미를 가진 형태소의
집합이며, 간단히 말해 ‘親類로 생각되는 단어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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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泰韻․灰韻合口1等
セイフク

일본 漢音
에서 [クワイ], ㋐イ形으로 나타난다. 異例는 [稅服<吐外反>⑱
0
]字이다. ‘税’字는 広韻에서 祭韻合口3等甲類에 속하며 [セイ]로 표기된

383

0

다. 説文에서는
‘税’字에 대해서 “租也. 从禾. 兌聲”이라고 적혀 있다. ‘税’
0
字는 形聲字로서 ‘禾’에서 왔으며 ‘兌’라고 읽는다는 의미이다.

集解에서는 “公喪之, 如稅服終身”라는 문장 속에서 사용되었다. ‘稅服’

라는 어휘는 [セイフク]가 아니라 [タイフク]로 읽어야 할 것이다. ‘稅服(タ

イフク)’는 喪期가 지난 후 喪中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 기간만큼 追服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인 音인 [セイ]로 가점하였지만 上欄에 ‘吐外反’이라는
反切을 적어 [タイ]로 訂正하여 바로 읽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稅<土活
反>③[202]]字의 경우는 經典釋文에 ‘土活反․失鋭反’으로 [タツ]와 [セイ]

에 해당하는 反切이 적혀 있지만, 集解에는 反切로 ‘土活反’만을 표기하고
있다. 이 역시 예외적인 音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音인 [セイ]에 해당하는
反切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3) 皆韻․佳韻․夬韻開口2等
일본 漢音에서 ㋐イ形으로 나타나며 異例로는 ‘差’字가 있다. ‘差’는 廣韻
에서 支韻開口3等乙類<楚宜反/平>, 佳韻開口2等<楚佳反/平․去>, 皆韻開
口2等<楚皆反/平>, 麻韻開口2等<初加反/平>에 속한다. 集解의 反切은 
經典釋文에 따르고 있으며, ‘初佳反․初宜反․初売反․七河反․初買反․
所宜反’이 反切로 사용되었다. 이 중에서 ‘初佳反․初売反․初買反’은 佳韻,
‘初宜反․所宜反’은 支韻, ‘七河反’은 麻韻에 속한다. 그러나 용례를 살펴보

면, 15권(710)의 경우 蟹攝과 止攝의 反切이 사용되었으며 [サ]가 가점되어
있다. 16권(616)의 경우 反切로서 支韻, 佳韻, 麻韻의 反切이 모두 적혀있으
며, 23권(394)의 경우는 蟹攝 反切과 함께 去聲点이 있기 때문에 蟹摂佳韻의
字音이 되어야 하지만 [サ]가 가점되어 있는 등 混在의 樣相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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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蟹攝字와 麻韻․止攝諸韻과 관련이 있으며, 蟹攝은 시대가 흐름
에 따라 止攝과 합류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蟹攝과 止攝의 反切을 함
께 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説文에는 假攝과 蟹攝의 反切만 있다. 그러
나 広韻集韻韻會는 모두 止攝의 反切만 있다. 이것은 字에 따라서는
止攝과의 합류가 있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한국한자음과 베트남한자음에도
3개 攝의 발음이 존재하는 점, 説文에는 止攝의 反切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混同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差’字는 3개 攝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그 구별이 어려웠을 것이다.

4. 止摂
1) 止摂開口字(支․脂․之韻開口3等甲乙類․微韻開口3等乙類)
ヒ

ヒ

일본 0漢音에서 ㋑形으로 표기된다. 예외로서는 [芋上濁<弥尓反>⑥283․芋
198
上㉓ ]字

가0 있다. 이에 대해서는 経典釈文의 反切에 의해 広韻에는 없

는 [ビ]라는 音注
가 가점되었다고 지적된 바 있다20). 그러나 ‘芋’字는 廣韻
0
에 平声과 去声의 声調밖에 없다. 集解에는 虞韻合口 ‘芋’로 보이는 字가
0

筆寫되어있으며, 해당 용례는 전부 上聲이 가점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0

‘羋’字를 쓰려고 했으나 類似에 의해 ‘芋’로 誤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止摂合口字(支韻․脂韻合口3等甲乙類․微韻合口3等乙類)
일본 漢音에서 ㋒イ形으로 표기된다. 牙喉音字의 경우는 ‘牙喉音四等의
合口性 약화’로 인해 [キ]와 [クヰ] 표기가 混在되어 있다. 集解의 止摂合
口字 용례를 살펴보면, 牙喉音字 이외에도 [イ]와 [ヰ] 兩表記가 출현하고

있다. 본 자료에서 [スヰ] [ツヰ] [ルヰ]로 가점된 용례는 아래와 같다.
20) 佐々木勇, ｢日本漢音における反切․同音字注の仮名音注․声点への反映について-金沢
文庫本뺷群書治要뺸鎌倉中期点の場合-｣, 뺷国語学뺸, 第53卷3号, 2002,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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スヰ․スイ

スヰ

スヰ

スイ․スヰ

1) スヰ : 衰<初危反>⑳(472), 炊鼻平<昌垂反>㉕540, 垂③55, 繠上濁<而捶反․而水
スヰ

スヰ

スヰ

スヰ

反>㉙1000,騅<音隹>③108․騅<音隹(右)>⑤548, 錐<音隹>㉑532, 睢<音雖․許
スヰ

スヰ

スヰ

スヰ

スヰ

惟反․音綏>⑬357․睢⑬363․睢⑮(423), 綏<須睢反>②351․綏<須睢反>(438)․綏
160
平㉙ ,

スヰ

蕤<人誰反㉔(441)
ツヰ

ツヰ

2) ツヰ : 縋⑦(413), 隊⑬(71)
ルヰ

ルヰ

ルヰ

3) ルヰ : 羸<力危反>⑳(371), 壘<力軌反>⑰(117), 誄<力軌反>㉚259

이들 용례는 대부분 反切․同音字注가 있는 점이 주목된다. [スヰ]등의
표기에 대해서 佐々木勇(2004:28)는,
“現在のところ、最古の例は、院政期のものである。院政期には、一般的に
｢イ｣と｢ヰ｣とが別の音を示す仮名として機能していた。したがって、スヰ等

の例は、いわゆる｢仮名遣いの混同例｣では無い。…止摂合口字をスヰ等とす
る例は、漢籍訓読資料および辞書に比較的多く指摘できた。そして、漢籍訓
読資料における例の内、古いものは、反切․同音字注を有する例が多かっ

た。止摂合口字を｢スヰ｣等とすることは、反切․同音字注に支えられた規範
的な表記であったといえるであろう”

라고 하였다.
또 본 자료에는 同一字라 하더라도 [スヰ/スイ]등의 표기가 混在해 있다.
沼本克明(1982)는 漢音자료에서 [スヰ] [シヰ] [シユ]등이 混在하고 있는 것

은 그 원음인 [swi-][siw-]를 바르게 표기하기 위한 결과였다고 논한 바 있
다. 佐々木勇(2004:31)도 止摂合口字에 있어 [スヰ]등의 표기는 중국어 원음
의 介音w를 표기하려고 한 흔적이라고 하였다. 또 [スヰ]등으로 표기하여
合口를 강조한 발음은 일부의 學識者 사이에서 시행한 것으로 일상적인 音

은 아니었다고 하였다.
한국한자음에서도 止摂合口字의 반영양상은 복잡하다. 支韻合口3等甲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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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 ‘吹’ ‘炊’字 등은 合口와 甲類를 같이 표기하기 위해 []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어 음운체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취]로 변
했다. []와 같은 표기는 일본한자음 [スヰ]등의 표기와 마찬가지로 한국
한자음에서도 중국어 원음에 보다 가깝게 표기하기 위한 흔적으로 볼 수
있다.

5. 通摂
1) 東韻開口3等甲乙類
일본 漢音에서 脣音字를 제외하고 ㋑ウ形(入声은 ㋑ク形)으로 표기된다.
スウ

シユ

ヒウ

異例로서는 [崇⑥(531)] [山戎③801] [酆舒平<芳忠反․敷空反>⑧488]字가 있다.
沼本克明(1997:347)는 東韻開口甲乙類의 예외는 2等牀母字로 直音形 [ス

ウ]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崇’字는 金沢文庫本群書治要, 蒙求
에는 [スウ]로 가점된 例가 있으며, 佐々木勇(2009:207)는 [スウ]를 일본 漢
音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논하였다.
シユ

[山戎③801]字는 大慈恩寺三蔵法師伝院政期点 및 鎌倉期点에는 [シウ]
0

로 가점되어
當韻의 원칙에 일치한다. 그러나 金沢文庫本群書治要, 久遠
0
寺蔵本朝文粋에는 [シユ]로 가점되어 있는 등 清原敎隆 개인의 표기법일
0

가능성도 지적되어
있다21). 본 자료에서는 [シウ] [シユ]의 兩表記가 나타
0
나는데 [シユ]0로 가점된 3卷은 奥書에 清原敎隆이 아들 直隆와 俊隆에게 전
수하였다고 되어있는 것에서 敎隆 개인의 표기법 영향도 생각할 수 있다.
ヒウ

다음 異例로서는[酆舒平<芳忠反․敷空反>⑧488]字가 있다. ‘酆’은 東韻開
로 일본 漢音에서 [ホウ] 표기가 일반적이다. [ヒウ]로 가
口3等乙類滂母字
0
점된 이유에 대해서는 佐々木勇(2002:97)에서는 “人為的漢音22)ヒウとす

21) 佐々木勇, 뺷平安鎌倉時代における日本漢音の研究 研究篇뺸汲古書院, 2009, 207쪽.
22) 人為的漢音이란 反切에 맞춰 流通漢音을 改変한 音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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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る。しかし、流通漢音
との差が大きいためか、宋韻(大宋重修広韻)の反
0
切を上欄に引用している”라고 해석하고 있다.

集解는 経典釈文에서 反切을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酆’
字에도 経典釈文의 反切이 적혀 있다. [ヒウ]라는 가점도 反切에 의한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被切字 ‘酆’은 乙類字이며 反切下字 ‘忠’는 甲類字이
기 때문에 이 점은 의문이다. 일본한자음에서도 3等은 [キウ/シウ/チウ/リ

ウ]처럼 –iu形으로 반영되어 甲類의 拗音形을 代弁하는데, 脣音은 軽脣音
化에 의해 直音으로 나타난다. ‘酆’字는 중국한자음에서 [phiʌuŋ]이다23).
[ヒウ]라는 표기는 중국원음 [phiʌuŋ]을 의식한 표기일지도 모른다. 集解

에서 [ヒウ]의 가점은 ‘酆舒’라는 人名에서 표기되었는데, 人名이기 때문에
좀 더 중국원음을 의식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3等인 것을 적
극적으로 표기하려고 한 흔적일 수도 있다.
集解의 원본사진을 보면 反切 ‘芳忠反’의 오른쪽에 무언가를 적은 후

지운 흔적이 보인다. 지워져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이진 않지만 [■ウ]라
고 적혀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酆’字의 漢音 [ホウ]를 적은 후, 중국원음을
의식하여 그것을 삭제한 후 [ヒウ]로 가점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단 지워져
있는 곳이 한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ホウ]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6. 曾攝
1) 蒸韻開口3等甲乙類
일본 漢音에서 ㋑ヨウ形, [ヨウ](入声은 ㋑ヨク形, [ヨク])로 표기된다.
예외로는

ヰキ․クヰキ

スヰツ

クヰキ․ヰキ

ヰキ

[田洫<況域反>⑮134․洫⑱74․封洫入<況域反>㉑524․溝洫<況域
ヰキ

反>㉖721]이 있다. ‘洫’字는 高山寺藏本朝文粋鎌倉期点에 [溝洫(七5)], 建武
23) 再構는 平山久雄에 따른다. 平山久雄, ｢中古漢語の音韻｣, 뺷中國文化叢書1 言語뺸, 大修館書
店, 1967, 112～166쪽의 번역인 李準煥, ｢중고한어의 음운(2)｣, 뺷구결연구뺸제31집, 구결학
회, 2013, 195～248쪽에 의한다. 번역에서는 著者의 요청에 의해 변경된 부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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ヰキ

本 論語에 [溝洫入<呼域反>(第四帖207)], 猿投神社蔵文選正安四年点에
ヰキ․クヰキ(左)

[城洫入輕]의 例가 있다. 文選의 가점 [ヰキ]는 假名音注의 통상 위치인 한
0

자의 오른쪽에
쓰여 있는 반면 反切과 일치하는 [クヰキ]가 한자의 왼쪽에
0
쓰여 있다. 본0 자료의 例는 經典釋文의 反切을 인용하고 있는데 反切과
일치하는 [クヰキ0]가 [ヰキ]보다 바깥쪽에 가점되어 있다. [ヰキ]가 당시의
일반적인 音形이었다고 생각되며 일본 漢音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24).
ヰキ․イク․オク

[棫林<位逼反․于目反․於鞠反>⑮635]字는 經典釋文의 反切을 인용하
0

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한자의 오른쪽에 0 [ヰキ]가 쓰여 있고 그 바깥쪽에
[イク]가 쓰여 있으며 한자의 왼쪽에 [オク]를 가점하고 있다. 이는 反切下
0

字로 東韻字인 ‘目’과 ‘鞠’이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ソウ

ソウ

ソウ

ソウ

다음으로 [繒縣<才陵反>③(179)] [鄫⑭385․3922
․鄫<才陵反>㉙458․鄫平衍
0
㉚464]字가 있다. 沼本克明(1997:361)는 長承本蒙求의 異例 표기인 [繒ソ
0

ウ]字에 대해서 音符의 類推形으로 처리하고 있다0 . 본 자료에서도 ‘繒’와
セウ

‘鄫’字의 [ソウ] 가점은 聲符 ‘曾’의 漢音形에 의한 類推로 판단된다. [升平陘
0

⑥216․254]字는 본 자료에서 [シヨウ]의 가점 例는 없다. 久遠寺蔵本朝文粋
0

에도 [セウ] 가점이 1例 있을 뿐 ㋑ヨウ形 표기는 보이지 않는다25).
ヒヨク

ヒヨク․ホク

[偪⑥(440)⑮51․<彼力反>⑧375㉔401․偪⑮7]字는 일본 漢音에서 [ヒツ]가 일
0

반적이다
. [ヒヨク]라는 가점은 反切 ‘彼力反’에 의한 人為的漢音形으로 판
0
단된다.

7. 臻攝
1) 文韻合口3等․諄韻合口3等甲乙類
24) 佐々木勇, 뺷平安鎌倉時代における日本漢音の研究 研究篇뺸汲古書院, 2009, 201쪽, 218쪽.
25) 佐々木勇, 뺷平安鎌倉時代における日本漢音の研究 研究篇뺸汲古書院, 2009, 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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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音
에서는 諄韻合口乙類와 文韻이 합류했다. 諄韻合口乙類에서는 용례
0

가 적지만
[スヰツ]로 合口表記되며, 文韻合口3等은 カ行에서도 대부분 [ク
0

ン/クツ0]로 표기된다. 影母․于母字 역시 [ウン], ハ行音도 [フン]으로 非合
クヰン

口表記되고 있다. 그러나 본 자료에서도 文韻에서 [訓去③599㉚859]과 같이 合
0

口로 표기되는 예도 있다.
文韻은 興福寺蔵大慈恩寺三蔵法師伝古点, 佛母大孔雀明王經久点 등에

서 [㋒ヰン] [ヰン] [㋒ヰツ]로 拗音介母를 표기한 例가 지적되고 있으며26),
일본 漢音에서 표기의 混記가 많은 韻이다. 그러나 鎌倉시대에 들어서 群
書治要鎌倉中期点 등에서도 이와 같은 표기는 없고 모두 [㋒ン] [㋒ツ]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鎌倉시대에 들어서 정리된 것으로 생각된다27).
諄韻合口甲類 역시 일본 漢音에서 混記가 많은 韻이다. 이것은 원음의 合
口性을 충실히 표기하려고 한 표기법상의 초기적 단계에서의 混記로, 일반

적으로 院政期․鎌倉시대에 들어서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カ․ワ行字 [ク

ヰン(クヰツ)] [ヰン(ヰツ)], タ․サ․ラ行字 [チン(チツ)] [シユン(シユツ)]
[リン(リツ)]에 점차 통합되어 간다고 되어 있다28). 그러나 群書治要鎌倉
中期点에서도 [スヰン/ツヰン/チヰン]등의 표기가 있으며, 이러한 가점의

이유로 “前代のものの移点によって形として残った”29)라고 지적된 바 있
다. 본 자료에서 カ行 용례는 [クヰン] 1例 뿐이며, ワ行 용례는 대부분 [ヰ

ン(ヰツ)]로 표기되어 있다. タ行은 [チツ] 1例를 제외하고 모두 [ツヰン(ツ
ヰツ)]으로 표기되었으며, サ行의 경우 [スヰン]과 [シユン] 兩表記가 비슷
한 비율로 나타나 諄韻合口甲類字가 대부분 合口表記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26)
27)
28)
29)

沼本克明, 뺷平安鎌倉時代に於る日本漢字音に就ての研究뺸, 武蔵野書院, 1982, 910쪽.
佐々木勇, 뺷平安鎌倉時代における日本漢音の研究 研究篇뺸汲古書院, 2009, 211쪽.
沼本克明, 뺷日本漢字音の歴史的研究뺸, 汲古書院, 1997, 353쪽.
佐々木勇, 뺷平安鎌倉時代における日本漢音の研究 研究篇뺸汲古書院, 2009, 212쪽.
“前代의 것(底本)을 移点하면서 형태로써 남은 것”-필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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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結論
이상 宮内庁書陵部蔵春秋経伝集解鎌倉中期点의 假名音注를 16攝으로
나누어 예외자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단 지면의 제한으로 용례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假摂․遇攝․蟹摂․止摂․通摂․曾攝․臻攝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본 자료의 假名音注가 나타내는 체계는 기본적으로 일본 漢音과 일
치했다.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이하와 같다.
1) 본 자료는 誤記․誤讀例가 적은 편이다. 沼本克明(1982:663)에 의해 經
書와 史書의 訓讀에서 참고자료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經
書의 依據資料는 經典釋文이라는 單一書이며, 史書는 複數書이다. 經書인

集解역시 經典釋文이라는 확실한 의거 자료를 가지고 清原家累代의 訓
讀法에 근거하여 규범적으로 가점한 결과로 생각된다.
2) 魚韻開口3等乙類는 원칙적으로 일본 漢音에서 ㋑ヨ形으로 拗音形 표

기인데, 歯音2等字에는 [ソ]로 直音形이 되는 例가 많다. 歯音2等字에서는
呉音처럼 [ソ]로 읽는 습관이 남아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呉音에서는
[ソ]였지만, 漢音에서는 乙類의 甲類에의 합류를 반영하여 [シヨ]로 바뀌었

기 때문이다. 즉 魚韻開口3等乙類 歯音2等字는 [ソ]로 呉音讀되는 字가 많
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反切을 쓰고 이에 따라 [シヨ]로
읽을 수 있도록 교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3) 春秋는 기원전 5세기 공자로부터 시작되어 ‘春秋三傳’과 杜預集解

를 거쳐 본 자료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伯ハ] [汰タツ] [稅タイ] 등 일
본한자음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音과 용법이 散見된다.
4) 止攝合口字의 경우 牙喉音字 이외에도 [イ/ヰ] 兩表記가 混在되어 있

다. [スヰ] [ツヰ] [ルヰ] 등은 중국원음의 介音w를 표기하려고 한 흔적으로
생각되며 일부 學識者 사이에서 시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5) 諄韻合口甲類의 경우는 混記가 많은 韻으로 院政期․鎌倉時代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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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정비되기 시작되었지만, 본 자료에서는 대부분 合口表記되어
있다. 이러한 표기는 원음의 合口性을 충실히 표기하려고 한 표기법상의 초
기적 단계에서의 混記이지만, 본 자료는 鎌倉中期点으로 前代 底本의 移点
에 의해 형태로 남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논문은 2015년 7월 31일에 접수되어,
2015년 8월 13일에 심사를 의뢰하여 8월 28일에 심사 완료되었으며,
2015년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수정하여
2015년 9월 16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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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anaonchu in the Middle of Kunaichoshoryobuzo
“Chun qiu jing zhuan ji jie” Kamakura
Shin, Ji-Youn
Kanaonchu (仮名音注) in the middle of Kunaichoshoryobuzo “Chun
qiu jing zhuan ji jie” (宮内庁書陵部蔵 “春秋経伝集解”) Kamakura (鎌倉)
was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division of 16 groups being centered
around exceptional instances. However, this study targets the group
of Jia (假)․Yu (遇)․Xie (蟹)․Zhi (止)․Tong (通)․Ceng (曾)․Zhen
(臻) owing to space limitations. The system represented in this
material is in basic agreement with Sino-Japanese Kan’on. Some of
the characteristics studied are as follows.
1) This material has just a few examples of mis-description and
misreading. These are thought to be the result of adding the points
normatively based on the Kunyomi (訓読み) of the Kiyoharas (清原)
for generations under the authority of “Jingdian shiwen” (經典釋文).
2) Rhyme yu kaikou division 3 medial-ï (魚韻開口3等乙類) is, in
principle, the ㋑ヨ type in Sino-Japanese Kan’on, which is yod. There
are many cases of So (ソ) of Chokuon in tooth sounds division 2. This
possible anomaly is because So (ソ) of Go’on became Syo (シヨ) with
the reflection of the interflowing medial-i of medial-ï in the Kan’on.
It is considered to have been corrected so that it can be written Fanqie
(反切) and read as Syo (シヨ), owing to a number of characters orally
read (Go’on yomi) as So (ソ) in the tooth sounds division 2 of the

rhyme yu kaikou division 3 media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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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un qiu” (春秋), starting from Kong zi (孔子) in the fifth
century B.C., has been brought into this material through “Chun qiu

san zhuan” (春秋三傳) and “Du yu ji jie” (杜預集解). This has caused
abnormal sounds and usages to be found sporadically in the
Sino-Japanese Kan’on such as Ha (伯ハ)․Tatsu (汰タツ)․Tai (稅タ
イ).
4) In the case of Group zhi hekou (止攝合口字), two different usages
of i/wi (イ/ヰ), other than the back tooth sounds and throat sounds,
are mixed. Suwi (スヰ), Tsuwi (ツヰ), and Ruwi (ルヰ) are considered
to designate the medial w of the original sound of the Chinese
character and was used among the learned.
5) Although the zhun rhyme hekou medial-i (諄韻合口甲類), full of
rhyme and having notation for a variety of sounds, were organized
systematically in the periods of Insei (院政) and Kamakura, most of
them are in the form of Hekou in this material. Although these are
in the early stages of the notation of a variety of sounds to attempt
to express faithfully the Hekou of the original sounds, it is
interpreted in this material that these are traces resulting from the
transition point of the draft from the previous generation in the
middle of Kamakura.
Key Words : “Chun qiu jing zhuan ji jie”, Sino-Japanese Kan’on, Kanaonchu,

Fanqie, “Jingdian shiw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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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재 한일 양국 국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상호인식이 악화된 배경에 양
국의 과거사를 둘러싼 역사 인식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
데 한일 간의 시간적 공간을 고대로 돌리면 근대 이래의 대립과 갈등보다는 교류
와 공존의 구조로 일변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 특히 내년인 2016년에는 무사시
(武蔵) 국에 ‘고마(高麗) 군’이 성립된 지 1300년이 된다.

이를 감안하여 7세기 후반의 동아시아의세계의 재편과 함께 한반도 제국의 멸
망과 함께 한반도 유민(遺民)이 발생했다. 이들은 나라(奈良) 조정에서 고구려, 백
* 본고는 2007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KRF-2007
–362-A00019)이다. 그리고 본고는 2015년 5월 16과 17일, 부여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서 열린 동아시아고대학회 제57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저본으로 삼아 대폭
수정을 가한 것으로, 당일의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이번 투고 과정에서 심사를 맡아주
신 선생님들의 고언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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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신라의 이름으로 지방 행정구역에 편제된다. 특히 고구려유민들은 동국(東國)
을 중심으로 고대일본의 변경 개발에 나선다.
그 결과 고구려유민들의 집단거주지로 고마 군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심에는 고
마약광이라는 인물이 존재했다. 다시 말해 고마 군 건군 1300년과 고마약광의 관
련성이 깊음을 여러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결국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유입된 도래인(渡來人)의 존재가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것임을 명백히
했다.
주제어 : 遺民, 한반도 유민, 高麗郡, 東國, 高麗若光

Ⅰ. 서
현재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 대해 한일 양국의 매스컴은 말할 것도 없
고, 양국의 국민들도 최악이라고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쉽게 말한다. 아마도
한일관계에 대해 이런 식으로 쉽게 내뱉어버리는 사회적 분위기는 유례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근자 행해진 양국의 여론 조사를 살펴보면 더욱 그 실
상은 적나라하다.1)
먼저 금년 초에 행해진 서울신문 의 조사에 의하면, 해방 이후의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와 한국의 일본인에 대한 호감도 조사는 다음과 같다.2)
먼저 전자에 대한 평가는 ‘별로 원만하지 않았다’가 24.5%로 가장 많고, ‘전
1) 졸고, ｢조선총독부 초등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에 대한 일고찰｣, 뺷일본연구뺸 23집,
2015, 제2장. 최근 한일 간의 정서, 126-128쪽 참조.
2) 서울신문과 에이스리서치 조사; 서울신문 2015. 01. 02.
반면 ‘매우 원만했다’는 1.9%, ‘대체로 원만했다’는 22.8%에 머물렀다. 부정적 의견이
42.6%로 긍정적 의견 24.7%보다 훨씬 많다. 후자를 보면, ‘호감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비율(36.9%)이 ‘호감도 있고 관심도 있다’는 비율(13.0%)보다 3배 가까이 많다. 호감이
안 가는 이유로서는 ‘일본 사회 일부에서의 우경화 움직임 때문에(46.2%)’가 가장 많았고,
‘과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때문에(33.1%)’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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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원만하지 않았다’도 18.1%나 됐다. 결국 한국인들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 해결(57.1%)’이라
는 것이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일본 국민의 66.4%가 ‘한국에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3) 일본내각부가 작년 12월 20일에 발
표한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에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
고 답한 이는 전체 응답자 중 66.4%로 지난해에 비해 8.4%포인트 증가했
다.

다시 말해 한일 양국 국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상호인식이 악화
된 배경에 양국의 과거사를 둘러싼 역사 인식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3)

日本内閣府世論調査 http://survey.gov-online.go.jp/h26/h26-gaiko/2-1.html(조사일
2014.12.24.); 한겨레신문 2014.12.21; 중앙일보 2014.12.22. 참조.
일본내각부는 1978년부터 해마다 같은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친밀감을 느끼
지 않는다’는 응답이 사상 최고였다. 한국에 친밀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이는 31.5%로
지난해 조사에 비해서 9.2%포인트나 줄었다. 1999년 이후 한동안은 ‘한국에 친밀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이가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보다 많았지만, 2012년부터 양자가 역전
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은 전했다. 덧붙여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친밀감이 낮아진
배경에는 좁혀지지 않는 역사 인식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時事)통신｣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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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있는 것이다.4)
그런데 한일 간의 시간적 공간을 고대로 돌리자면, 근대 이래의 대립과
갈등보다는 교류와 공존의 구조로 일변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은 예전에 한일 상호 간에는 상대방의 집단거주지(集團居住地)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거기에는 대립과 갈등보다는 교류와 공존의 질서가 존
재했음을 주장했다. 특히 고대일본에서의 구체적 사례로서 일본율령국가
시대의 ‘백제(구다라:百濟) 군’ ‘고려(고마:高麗) 군’ ‘신라(시라기:新羅) 군’
의 존재를 언급한 적이 있다.5)
내년인 2016년에는 무사시(武蔵) 국에 ‘고마(高麗) 군’이 성립된 지 1300
년이 된다. 이를 기념하는 사업을 ‘고마(高麗) 신사’의 책임자인, 즉 궁사(宮
司) ‘고마 후미야스(高麗文康) 씨’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또 무슨 인연

일까. 다시 말해 1300년 전의 역사적 인연을 지역 사회에서 교류와 공존의
형태로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 ‘고마 씨’ 일족의 도정은 현재의 한일 관계
를 생각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시사하고 있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6)
이상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제Ⅱ장에서는 7세기 후반의 동아시아의세
계의 재편 속에 한반도 제국의 멸망에 동반한 결과로서 한반도 유민(遺民)
4) 한일 관계가 복잡해지는 요인 중의 하나는 양국 내부의 국내적 문제를 국내의 문제로
한정하지 못하고, 이를 국제적 문제와 뒤섞어 처리하는 탓에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예를 들면 한일 양국 내에 어떤 문제가 국내적인 사정에 의해 생겨나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제문제로 변질되는 예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정치세력간의 역학관계의 조정이나 국민여론을 희석시키는 사례로 양국관계가 종종 이
용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졸고, ｢日本律令國家의 百濟郡․高麗郡․新羅郡에 보이는 交流와 共存｣, 김현구 외, 경인
한일관계연구총서 47 뺷한일 상호간 集團居住地의 역사적 연구-미래 지향적 한일관계의
提言-뺸, 경인문화사, 2011(처음 발표는 2009), 96-123쪽 참조.
6) 한편 미야자키(宮崎) 현 히가시우스키(東臼杵) 군 난고(南郷) 촌에는 ‘백제왕 전설’이
보인다. 이를 두고 백제계유민과의 일파로 보면서도, ‘백제왕씨’와의 연관성의 가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나중에 새로운 논고를 구상하고 싶다. 荒木博之 編, 뺷百済王族伝
説の謎-日向․百済․飛鳥はトライアングルだった-뺸, 三一書房,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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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성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나라(奈良) 조정에서의 고구
려유민의 존재를 동국(東國) 지방의 개발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고마 군 건군 1300년과 고마약광의 관련성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전체를 요약 서술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유입된 도래인(渡來人)의 존재가
다면적이고 중층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동아시아세계의 재편과‘한반도 유민(遺民)’
이전부터 고대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어떤 이유를 갖고서 건너온 사람
들을 ‘도래인’ 혹은 ‘귀화인’이라 부르는 오래된 연구사 정리가 있다.7) 이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따질 여유는 없기에, 전반적인 도래인의 도래가 집중된
중요 시기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종래의 도래인들의 도래 시점에 있어 중요한 획기가 되는 시기는 네 차
례였다고 말해진다. 그 첫 번째 시기는 기원전 200년경～기원 ３세기, 두
번째 시기는 오진(応神)․닌토쿠(仁徳) 조를 중심으로 하는 ５세기 전후,
세 번째 시기는 ５세기 후반～６세기 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７세기
후반의 특히 덴치(天智) 조를 전후한 시기이다.8)
그 중 마지막 ７세기 후반 특히 덴치(天智) 조를 전후한 시기가 ‘한반도
유민’의 시기와 겹친다. 이에 들어가기 전에 도래인 혹은 귀화인과 유민의
차이에 대해 언급해 보자. 앞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시기는 한반도
로부터 일본열도로 무슨 이유로든지 사람이 건너오더라도 그이들이 돌아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마지막 네 번째의 시기에 도래한 사람들은
7) 졸고, ｢일본 율령국가와 백제유민의 연구｣, 노태돈 외, 한일관계사연구논집 13 뺷고대
동아시아 재편과 한일관계뺸, 경인문화사, 2010, 103-107쪽 참조.
8) 上田正昭, 著作集 5巻 뺷東アジアと海上の交通뺸, 角川書店, 1999, 29-3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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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이유로 이를 앞의 세 시기와 구별하
여 도래인이나 귀화인으로 부르지 않고, 유민(遺民)으로 나누어 구별할 필
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9)
다시 말해 도래인이나 귀화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서
일본열도로 왔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다시 본적지인 한반도로 돌아
가기도 하였으며, 혹은 일본열도에 계속 머무르다 자손을 남기거나, 일본열
도에서 생을 마치는 경우마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갈 곳이 있는 사
람들이었다.
이에 비해 모국 혹은 조국이 멸망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종래의
도래인이나 귀화인으로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네 번째 시
기인 7세기 후반에 일본열도로 넘어온 사람들을 앞의 시기의 사람들과 구
별하여 ‘한반도 유민’으로 부르기로 한다. 그렇다면 ‘한반도 유민’ 중에는 백
제와 고구려의 멸망에 동반한 ‘백제유민’과 ‘고구려유민’10)이 있었을 것이
다.
그럼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중반까지의 일본열도에서의 한반도 유민들
의 동향은 어땠을까. 다음의 기사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백제와 고구
려의 멸망을 전후한 한반도 유민들의 일본열도에서의 이동과 배치, 그리고
재배치에 다름 아니다. (기사들의 출전은 일본서기 ①-⑨, 속일본기 ⑩
-⑭ 이다.)

① 660 백제 멸망
② 663 ‘백촌강(白村江)의 싸움’에서 일본의 구원군․백제부흥군의 연합군 대패
③ 666 백제인 ２천여 인을 동국(東國)으로 옮기다.
9) 앞의 논문, 107-109쪽 참조.
10)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과 더불어 중국의 당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한반도 유민으로 부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중국의 한반도 유민의 존재는 다루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의 고구려 유민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이 유익하다. 김인희, 뺷1300년 디아스포라
고구려 유민-그 많던 망국의 유민은 어디로 갔을까-뺸, 푸른역사,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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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668 고구려 멸망
⑤ 669 오우미(近江) 국 가모(蒲生) 군에 백제인 700여 인을 옮기다.11)
⑥ 676 신라의 통일
⑦ 684 백제인 23인을 무사시(武蔵) 국으로 옮기다.
⑧ 687 고구려인 56인을 히타치(常陸) 국, 신라인 14인을 시모쓰케(下毛野) 국

에 안치
⑨ 689 신라인을 무사시 국과 시모쓰케 국에 안치
⑩ 711 가미쓰케(上野) 국에 다고(多胡) 군 설치
⑪ 715 신라인을 옮겨 미노(美濃) 국 무시로다(席田) 군 설치12)
⑫ 716 동국의 7국에 흩어져 있던 고구려인 1,779인을 모아 무사시 국 고마(高
麗) 군 설치13)
⑬ 758 신라인 74인을 무사시 국으로 옮기고 신라군 설치14)
⑭ 760 신라인 131인을 무사시 국으로 옮기다.

이상의 기사에서 확인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다.
먼저 호령(戶令)의 정군(定郡) 조에 의하면 군의 규모는 대․상․중․
하․소(大․上․中․下․小)의 다섯 등급으로 나뉘고 있다.15) 대개 소군은
11) 시가(滋賀) 현 히노(日野) 정에서 히가시오우미(東近江, 이전의 가모(蒲生
蒲生)
蒲生 군) 시에 걸쳐
백제유민이 배치. 구 아이토(愛東) 정에는 유명한 백제(百済) 사(寺)가 있다.
12) 기후(岐阜) 현 모토스(本巣) 시에 무시로다의 지명이 남아 있다.
13) 사이타마 현 히다카(日高) 시부터 한노(飯能) 시의 미나미코마(南高麗) 부근이 옛 무사시
국 고마 군에 해당한다. 히다카 시에는 고마야마 쇼덴인(高麗山聖天院) 과 고마 신사,
ＪＲ의 고마가와(高麗川) 역, 세이부(西武) 선의 고마 역이 있다. 도쿄(東京)의 고마에(都
狛江) 시에는 부장자가 고구려계의 것이라고 보이는 가메즈카(亀塚) 고분이 있다.
또 가나가와(神奈川) 현의 오이소(大磯) 정의 고마 부근에는 다카쿠(高来) 신사가 있다.
사가미(相模) 제일의 궁이 있는 고자/다카쿠라(高座) 군은 고구려와 관련이 깊다. 야마나
시(山梨) 현의 고마(巨摩) 군과 도쿄의 고마에(狛江) 시도 동일하다. 또 고마에 시의 다마
가와(多摩川) 왼쪽 기슭에는 고마이(駒井) 정이 있다. 이상의 지명들은 모두 고구려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4) 사이타마(埼玉)의 니이자(新座) 시․와코(和光) 시․아사카(朝霞) 시․시키(志木) 시 주
변이 신라군에 해당한다. 나중에 시라기(新座) 군으로 표기되다가, 점차 니이자 군으로
불리게 되었다.
15) 뺷令集解뺸 卷9 호령2 정군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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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리(里)의 규모를 이야기되는데, 대략 1리가 50호(戶) 정도임을 감안한다

면 대략 1리 당 인구수는 1,000명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소군의 인구수
는 2-3,000명을 헤아리는 것이 되고, ⑫의 고마(高麗) 군과 ⑬의 신라군의
인구수만을 상정한다면 가장 밑 등급의 소군(小郡)의 규모거나 혹은 소군
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니 군일 가능성이 있다.16)
이로부터 왜 굳이 이런 작은 규모의 군을 두면서까지 한반도 유민을 고
대일본의 지방행정체제에 편입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대 일본율령국가에 있어 한반도 유민의 존
재는 일본인들만의 집단거주지와는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다시 말해 일본율령국가에 있어 한반도 유민이 몰려 사는 집단거주지는
율령국가의 이념, 즉 한반도의 새로운 패자인 신라에 대한 우위성을 주장
할 수 있는 장치로 존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자면 단지 한반도 유
민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유민을 율령국가 체제 하에 포섭
시키고 있다는 증거로서 한반도 제국의 이름이 들어간 군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백제 멸망과 ‘백촌강 싸움’의 패전 이후 대량의 백제유민이 발
생하고 있음이 ③과 ⑤를 통해 확인된다. 하지만 그들이 옮겨간 곳은 동국
만이 아닌 오우미 국(⑤)이 보인다. 오우미 국은 고대일본의 서울이 몰려있
던 중심지인 기나이(畿內)와 거의 필적할 정도의 중요한 요지라는 평가를
얻고 있는 지역이다.17)
더욱이 오우미에의 이주는 나중의 고구려유민과 신라계 이주민들의 이
주 혹은 이동의 예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
16) 졸고, ｢日本律令國家의 百濟郡․高麗郡․新羅郡에 보이는 交流와 共存｣, 김현구 외, 경인
한일관계연구총서 47 뺷한일 상호간 集團居住地의 역사적 연구-미래 지향적 한일관계의
提言-뺸, 경인문화사, 2011(처음 발표는 2009), 96-123쪽 참조.
17) 大津透, ｢近江と古代国家｣, 뺷律令国家支配構造の研究뺸, 岩波書店, 1993(첫 발표 1987)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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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마도 백제유민들의 신분이 다른 유민들의 그것과 달랐던 것이 그 배
경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18) 덧붙여 같은 백제유민이라지만 오우미 이외의
동국(③)과 무사시 국(⑦)으로의 이주 사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백제유민의 집단거주지는 지역적 차이가 많이 난다. 즉 덴치3년 3월조의
기사에 의하면 “百濟王善光王等 居于難波”의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
럼19) 백제왕선광을 포함한 다수의 백제유민은 지금의 오사카(大阪)에 해당
하는, 당시의 중심지인 나니와(難波)에 거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에도 ⑤의 오우미, ③의 동국과 ⑦의 무사시 국에의 거주가 확인되는 것이
다. 이로부터 백제유민은 당시의 핵심지역부터 변경지역까지 광범위하게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백제왕 클래스는 나니와에, 그 다음 백제유민의 계층은 오우
미에, 또 그 보다 못한 계층은 동국에 거주한다는 식의 계층 구분이 나니와,
오우미, 동국 지역에의 집단 이주와 거주의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
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는 백제 멸망 이전의 국내에서의 상하 계층의 구별
이 일본열도에서의 유민세계에도 투영되고 있음을 볼 때,20) 더더욱 그런
사실의 반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676년 신라가 백제의 영토와 고구려 영토의 일부를 포함한 통
일을 달성한 이후 ⑦부터 ⑭까지의 여덟 차례나 백제유민, 고구려유민은 말
할 것도 없이 ‘신라인’들이 이주와 배치를 반복하고 있다.
이 신라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백제나 고구려 같이 멸망의 처지가 아닌
신라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면에서 ‘신라계 도래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들은 한반도에서의 신라 중심의 통일전쟁 과정에
서 어떤 불만을 안고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러한 가정은
18) 졸고, ｢百濟王氏의 成立과 日本律令國家｣, 고려대학교 일본사연구회 편, 뺷동아시아 속의
한일관계사-반도와 열도의 교류-뺸 상, 제이앤씨, 2010, 349-365쪽 참조.
19) 뺷일본서기뺸 천지3년(664) 3월조 참조.
20) 졸고, ｢일본율령국가의 개․사성정책에 대하여-반도의 유민을 중심으로-｣, 뺷일본역사연
구뺸 22집,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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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사료의 ⑧ ⑨ ⑪ ⑬ ⑭의 다섯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백제
와 고구려유민들의 이주, 배치, 재배치와 거의 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준비하기로 한다.
그런데 676년의 신라 통일 이래 ⑦부터 ⑭까지의 8회의 사료 중, 백제유
민과 고구려유민, 그리고 신라인들의 이주와 배치를 나타내는 지명은 모두
열 차례 보인다. 그 10차례를 다시 구분하자면, 무사시 국이 5차례, 시모쓰
케가 2차례, 히타치, 가미쓰케, 미노가 1차례씩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무사시 지방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다. 더구나 무사시 국은 백제유민, 고
구려유민, 신라인을 가리지 않고 출현한다.
이는 다시 말해 무사시 국이 동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⑫의 고마 군의 성립 시 등장하는 기사21)에서도 확인이 가능
하다. 요컨대 무사시 국에서의 고마 군의 건군은 동국의 여기저기에 흩어
져 있던 고구려유민들을 편입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그 여기저기란 앞에서
나오는 시모쓰케, 히타치, 가미쓰케를 포함한 지역을 일컫는 것일 것이다.
그 외에도 이 사료에는 쓰루가(駿河, 현재의 시즈오카(静岡) 현), 가이(甲
斐, 현재의 야마나시(山梨) 현), 사가미(相模, 현재의 가나가와(神奈川) 현)

등도 언급하고 있기에, 7세기 후반 이래의 한반도 유민들의 활약 공간은 지
금의 간토(關東)지방22)과 거의 겹치는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7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정세의 혼란은 급기야 백제와 고구
려의 멸망과 함께 신라에 의한 통일을 가져왔고, 그 여파는 바다 건너 일본
열도에까지 미쳤던 것이다. 특히 일본열도와 오랜 관계를 갖고 있던 백제
와 고구려의 양국의 멸망은 양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찾아 왜
21) 뺷속일본기뺸, 원정(元正) 천황 영구(靈龜)2년(716) 5월조 참조.
22) 일본 혼슈(本州)의 동부에 위치하며 범위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도쿄 도(都), 이바라기(茨城) 현, 도치기(栃木) 현, 군마(群馬) 현, 사이타마 현, 치바(千葉)
현, 가나가와 현의 1도 6현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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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향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한반도 유민으로 부를 수 있
는 다수의 사람들의 존재가 일본열도에 출현한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당시의 왜국이 한반도 유민, 특히 고구려유민을 맞아들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려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Ⅲ. 나라(奈良) 조정과 ‘고구려유민’-동국(東國) 개발앞 장에서 7세기 후반의 동아시아정세의 격변과 함께 한반도 제국의 부
침은 결국 그 여파를 일본열도에까지 미치게 했으며, 그 여파의 결과는 한
반도 유민들의 이주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지견을 바탕으로 본고의 목표인 고마 군 건군과 이에 따른 다양
한 변화상의 의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고구려유민의 존재에 집중할 필요
가 있다. 그런데 일본열도에서의 고구려 관련의 지명은 동국 지방 이외에
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고마/고라이/고레이”라고 읽히면서 한자로는
“高麗/狛/巨麻/許麻” 등과 같이 쓰이고 있다.

○미에(三重) 현 이세(伊勢) 시의 ‘고라이비로(高麗廣)’
○교토(京都) 부 남부의 ‘가미코마(上狛)’ ‘시모코마(下狛)’
○오사카(大阪) 부 가시와라(柏原) 시, 구 와카에(若江) 군의 ‘고마(巨麻) 향’,

시부카와(渋川) 군의 ‘고마(許麻)’, 오가타(大県) 군의 ‘고마(巨麻) 향’
○나라(奈良) 현 사쿠라이(桜井) 시의 ‘고마(狛)’
○돗토리(鳥取) 현 오야마(大山) 정의 ‘고레이(高麗) 촌’ ‘高麗 소학교’ 공민관의
‘高麗 분관’
○가고시마(鹿児島) 현의 ‘고마(高麗) 정’

그럼, 지금부터는 동국 지방의 고구려유민의 존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앞장에서 고구려유민의 존재는 ‘⑧ 687년의 고구려인 56인을 히타치(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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陸) 국에 안치’ 했다는 것과 ‘⑫ 716년 동국의 7국에 흩어져 있던 고구려인
1,779인을 모아 무사시 국에 고마(高麗) 군을 설치’ 등에 보이는 바와 같다.

비록 이 사료가 716년에 동국의 7국에 흩어져 있던 고구려인 1,779인을 모
아 고마 군을 만들었다는 기사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딘
지 모르게 설명이 부족함을 느낀다.
이 아쉬움은 앞장에서 ⑫ 716년 사료를 설명할 때 언급한 사가미(相模,
현재의 가나가와(神奈川) 현)의 중부에 소재한 오이소(大磯) 정의 고마(高
麗)에 있는 다카쿠/고라이(高來) 신사의 설명에서 어느 정도 해소된다.23)

신사의 연기(緣起)에 의하면 에도(江戶) 시대 이전은 고마 사(寺), 메이지
(明治) 시대에 들어서는 고마 신사로, 이후 메이지 30년에는 다카쿠(高來)

신사로 변화했다고 한다.
또한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자 왕족 고구려의 왕족 약광(若光)이 오이소
에 와서 고구려의 문화를 전수하고, 716년에는 각지의 고구려유민들이 약
광을 우두머리로 삼아 무사시 국의 고마 군으로 옮겨 동국의 개발에 힘썼
다고 하는데, 이후 오이소쵸시(大磯町史) 에 의하면 그는 나중에 신으로
숭배되었다고 한다.24)
그런데 이상의 설명은 일본서기 나 속일본기 등의 관찬 사서의 기록
과는 차이가 있다. 다음은 관찬 사서의 기록을 나열한 것이다.
○덴치5년(666) 1월, 고구려에서 진조사(進調使) 파견(6월 귀국)
10월26일, 고구려에서 대사, 부사, 이위(二位) 현무약광(玄武
若光)이 진조
○대보3년(703) 4월4일, 약광을 종5위하에, ‘왕’ 성을 하사. 고마왕약광으로 불림
○영귀2년(716) 5월16일, 동국 7국의 고구려유민 1,799인을 모아 고마 군을 두다.

23) 間宮士信 等 編, 뺷新編相模国風土記稿뺸 (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 国立国会図書館), 第3
輯(大住․愛甲․高座郡), 鳥跡蟹行社, 1888 참조.
24) 高麗純雄, 高麗神社宮司 編, 뺷高麗神社と高麗鄕뺸, 高麗神社, 19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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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기와 관찬 사서를 종합하는 한, 약광은 일본에 체재한 이래 계
속 고마 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가나가와 현에 있는 오이소 정으
로부터 현 사이타마 현의 히다카(日高) 시로 이주한 것이다. 물론, 약광이
오이소를 떠나 이동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고마 군이 건군된 716년 5월이
될 것이다.25)
이러한 이해는 고구려유민들에 의한 동국 개발의 실상을 좀 더 구체적으
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7세기까지의 야마토(大和) 왕권
은 물론, 이후 8세기 이후의 일본율령국가에서도 한동안 동국은 에미시(蝦
夷)라는 이민족과의 경계에 해당되며, 변경의 이미지가 강한 곳이었다. 그

러한 척박한 동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군사력과 기술력이 갖춰
진 한반도 유민들, 특히 강인한 고구려유민의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닐
까.
본인은 이전에 한반도 유민들의 대표적 존재인 백제왕씨의 씨족적 특성
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실무 관료로서의 성격과 군사 씨족적
성격, 그리고 고도한 기술자 집단의 대동을 언급한 적이 있다.26) 이렇듯 한
반도 유민들이 갖는 실무 관료적 성격과 군사 씨족적 성격, 선진 기술자 집
단의 동반은 동국이라는 율령국가의 변경 개척에 유무형의 자산이 되었을
것임은 추축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 약광은 고구려유민들의 중심적 존재였을까? 이전에 한반도 유민
들의 세계 속에는 한반도에서의 질서가 온존되고 있음을 언급한 적이 있
다.27) 즉, 한반도에서의 신분질서가 반영된 우열의 인식이 일본열도로의 이
25) 今井啓一, ｢湘南大磯高麗寺․高麗神社をめぐって｣, 뺷芸林뺸17-6, 1960; 金任仲, ｢古代日
本と朝鮮渡来文化(一)高麗神社と聖天院をめぐって｣, 뺷文芸研究뺸109, 2009, 18-20쪽 참
조.
26) 졸고, ｢東아시아세계 속의 ｢백제왕씨｣의 성립과 전개｣, 뺷백제연구뺸 44집, 2006, 250-259쪽
참조.
27) 졸고, ｢일본율령국가의 개․사성정책에 대하여-반도의 유민을 중심으로-｣, 뺷일본역사연
구뺸 22집, 2005, 21-4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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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망국의 유민 세계에서도 강하게 온존되고 있음은 일본율령국가의 여
러 사료들을 통해 확인되는 바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비록 백제유민의 경우에서 확인되는 것이라지만, 같은
발상은 고구려유민들의 내부세계에서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정
이 바르다고 한다면, 고마왕 약광의 존재도 고구려유민 내부에서 그가 중
심적 존재로 기능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을 것임을 말해준다 하겠다.
하지만 의문이 남는다. 역시 고마약광이라는 인물과 현무약광이 동일인
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8) 덴치5년에 파견된
현무약광이 진조사라고 해도 평상시의 조를 바치는 단순한 외교사절은 아
니었을 것이다.
당시의 당의 고종은 고구려 원정을 결정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장군 이
적(李勣)을 요동행군대총관(遼東行軍大總官)에 임명하여 고구려 정벌군을
파견하고 있다. 한편 고구려 내부는 강력한 집권자 연개소문의 죽음과 함
께,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한 장남 남생이 남건 등의 동생들과 다투다 당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던 내분의 시절이었다.29)
때문에 이 시기의 현무약광의 임무는 같은 해 1월에 왜국에 왔다 6월에
귀국하고 있는 사신과 마찬가지로, 구원군을 요청할 목적으로 파견된 것이
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왜국의 내부 상황은 663년의 ‘백촌강 싸움’에서 백제
를 구원하러 나갔다 실패한 이후, 다시 한반도 정세에 개입할 수 있는 여력
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고구려 구원의 결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다 2년 뒤
인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만 것이다. 이후 현무약광이 귀국했다는 기
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703년의 고마약광은 현무약광과 동일인물이라고 해
도 무방할 것이다.

28) 加藤謙吉, ｢高麗若光과 高麗福信-高句麗系 渡來人과 東國-｣, 고려대학교 일본사연구회
편, 뺷동아시아 속의 한일관계사-반도와 열도의 교류-뺸 상, 제이앤씨, 2010, 321-347쪽
참조.
29) 뺷구당서뺸, 뺷삼국사기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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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고마약광이 오이소에서 활약하는, 더 나아가 무사시에서 활약
하는 그 약광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다이호(大寶) 초의 고마약
광을 동국 개발에 헌신하는 약광과 다른 인물로 보려고 하는 설은 연대적
인 차이는 물론, 후대 사료에 기반을 두기 쉬운 신사 연기 등의 사료적 성
격 등을 감안한 것이다.30)

Ⅳ. 고마 군 건군 1300년과 고마 약광(若光)
내년 2016년은 고마 군 건군 1300년이다. 또한 고마 군은 사이타마 현의
히다카 시에서 한노 시의 미나미코마 근방 까지가 해당한다. 고마 군에는
고마 신사가 존재한다, 고마 신사에 모셔지는 제신은 고마약광이다. 게다가
고마약광이 7세기 말의 동아시아세계의 격변기에 고구려유민의 한 사람으
로서 일본율령국가 시기에 현존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 그 위에 동국 개
발에 매진한 고구려유민들의 중심적 존재였다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고마약광이 현존하는 무사시 국 고마 군 소재의 고마 신사가 전하
는 고문서인 고마씨고계도(高麗氏古系圖)(도쿄대학 사료편찬소 소장)에
는 관찬 사서에 없는 내용들이 있다. 즉, 지금의 고마 신사의 궁사인 고마
씨가 고마약광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고마 군의 고마 신사와 고마약광이 직접 관련을 맺는 다기
보다는, 고구려유민의 또 다른 후예인 ‘고마복신(高麗福信)’과의 관계를 강
조하는 의견이 있다.31)
다음의 사료는 연력(延暦)8年(789)의 고마복신의 훙전(薨伝)이다.

30) 加藤謙吉, 앞의 논문 참조. 今井啓一, 앞의 논문과 金任仲, 앞의 논문, 15-20쪽 참조.
31) 加藤謙吉, 앞의 논문 참조. 뺷続日本紀뺸 2권, 보주7-15 참조. 그 외에 金達壽, 뺷日本の中の朝
鮮文化뺸, 講談社, 1970, 6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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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속일본기뺸 延暦8年(789) 10月 乙酉(17日)条
散位従三位高倉朝臣福信薨. 福信武蔵国高麗郡人也. 本姓肖奈. 其祖福徳属唐
将李勣抜平壌城. 来帰国家. 為武蔵人焉. 福信, 即福徳之孫也. 小年随伯父肖奈行
文入都. 時与同輩. 晩頭往石上衢, 遊戯相撲. 巧用其力, 能勝其敵. 遂聞内裏. 召令
侍内竪所, 自是著名. 初任右衛士大志, 稍遷, 天平中, 授外従五位下, 任春宮亮. 聖
武皇帝, 甚加恩幸. 勝宝初, 至従四位紫微少弼. 改本姓賜高麗朝臣, 遷信部大輔. 神
護元年, 授従三位, 拝造宮卿, 兼歴武蔵․近江守. 宝亀十年, 上書言, 臣, 自投聖
化, 年歳已深. 但雖新姓之栄, 朝臣過分. 而旧俗之号, 高麗未除. 伏乞, 改高麗以為
高倉. 詔許之. 天應元年, 遷弾正尹, 兼武蔵守. 延暦四年, 上表乞身, 以散位帰第
焉. 薨時, 年八十一.

위 사료를 바탕으로 대일본고문서(大日本古文書)의 사료를 더하여 고
마복신의 경력을 시기별로 알기 쉽게 나타낸 것이 다음의 표이다.
표 고마복신의 경력32)
연도(나이)
709
716(8세)
729
738
739
743(35세)
747
748
749(41세)
750
756
757
758
759

관련 내용
출생
고마군 건군
內竪所, 右衛士大志
종5위하
정5위하, 春宮亮
肖(背)奈王姓
정오위상
종4위하, 紫微中台少弼
고마 조신(朝臣)
미농국사解, 3‐390
동대사헌물장 4‐119
4‐177,179 13‐207,4‐187 4‐223
정4위하, 4‐239
신라 군 건군

32) 中村順昭, ｢武蔵国の国司と在地社会｣, 뺷シンポジウム古代武蔵国を考える뺸, 2003 참조;
졸고, ｢일본율령국가의 개․사성정책에 대하여-반도의 유민을 중심으로-｣, 뺷일본역사연
구뺸 22집, 2005, 25-26쪽의 표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이다. 표 속의 아라비아수자는
뺷대일본고문서(大日本古文書)뺸의 권-페이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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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52세)
762
763
765
767
770
771
773
776
779
781(73세)
783
785
789

무사시 국에서 은몰전 900정
信部大輔
4‐193
다지마(但馬) 수
종3위
造宮卿 다지마 수
조궁경 무사시 수(守)
무사시 국을 동해도로
조궁경
조궁경으로 오우미 수
다카쿠라(高倉) 조신
고닌(光仁) 천황의 山作司
彈正尹으로 무사시 수
종3위 무사시 수, 나이 81세로 사망

위 사료와 표로부터 알 수 있는 특징적 사항은 고마복신이 고구려유민계
씨족의 본거지인 무사시 국에서 지방관을 반복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 점
에 대해서는 이미 쓰치다 나오시게(土田直鎮) 씨의 연구가 있다.33) 반도계
유민이 자신들의 집단거주지에 있어서 일정의 정치적 역할을 반복해서 담
당하고 있었던 것은 흥미롭다.34) 요컨대 고마 군의 실질적 운용을 담담한
사람은 고마약광보다는 고마복신을 시조로 삼는 것이 논리가 부합하다는
말이다.
이상의 견해는 물론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복신의 훙전
과 경력표를 보는 한,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현무약광이 고려약광이고, 고
마약광이 고마군 건군의 중심인물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물리적인 나이로 보아도 가능하다. 복신의 경우가 81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을 볼 때, 666년에 현무약광이 약관의 나이로 왜국에 사신으로 파
견되었다고 한다면, 고마군 건군의 시기인 716년에 70세 전후일 것이다. 게
다가 약광의 연대기에 의하면 그가 사망한 시기는 천평20년(740)이므로 어
33) ｢武蔵の国司｣, 뺷古代の武蔵を読む뺸, 吉川弘文館, 1994(첫 발표는 1964) 참조.
34) 졸고, ｢일본율령국가의 개․사성정책에 대하여-반도의 유민을 중심으로-｣, 뺷일본역사연
구뺸 22집,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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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면 노익장을 과시할 수 있는 나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마 군의
건군 이전의 동국에서의 활동, 즉 오이소 지역에서 고구려유민의 중심적
존재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고마 군의 건군에 따라 이동한 것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더 나아가 고마 군의 건군 이후도 한동안 더 생존이
가능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고마 군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함께 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에 덧붙여 고마 군의 고마 신사와 백발(白髮) 신사의 관련도 있어, 약
광이 백발의 나이까지 생존했던 잔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35) 어찌
되었건 약광의 물리적인 나이를 이유로 약광이 고마 군의 건군을 전후한
시기와 부합하지 않는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복신은 처음에 본성이 세나(背奈, 肖奈라고도) 씨로 고마 씨가 아
니었다. 게다가 복신의 훙전에 의하면 그는 조부 복덕 때 고구려에서 건너
온 고구려유민의 후예로, 약광이 왜국에 건너온 사정과도 다르다. 게다가
복신은 나중에서야 고마 씨로 개성하고 있다. 또 이도 나중에 고마 성이 고
구려의 유제라는 이유로 다카쿠라(高倉) 씨로의 개성을 자원하고 있다.36)
이러한 몇 가지는 고마왕약광이라고 불렸던 사람과는 씨족의 성격상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복덕-행문-복신으로 이어지는 고구려유민 계열은 고마약광의
계열과는 다른 가계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복신 가계가 고마 군의 건군 단
계에서부터 고구려유민의 중심적 존재로 여겨졌다고 하기 보다는, 복신 대
에 이르러 비로소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
35) 馬場直也/高麗文康 著, 柳田敏司 監修, 뺷高麗神社뺸, さきたま文庫, 2000 참조. 이에 비해
金達壽씨는 ｢日本の中の高句麗文化｣, 뺷古代の高句麗と日本뺸, 学生社, 1988, 123-124쪽에
서 백발신사의 연원을 신라계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참조를 바란
다.
36) 이에 반해, 고마(高麗)보다 ‘高倉’을 ‘다카쿠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고쿠리’ 혹은 ‘고쿠루’
로 발음하는 것에 의해 이쪽이 훨씬 조국인 고구려에 가까운 발음이기에 사용한 것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金達壽, 뺷日本の中の朝鮮文化뺸, 講談社, 1970, 65-6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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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물론 복덕-행문-복신 계열도 무사시 국의 사람으로서 고마 군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음은 복신의 훙전을 통해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또 복신의 경력표에서 몇 번이고 무사시 국의 책임자로 부임하고 있는 것
에서도 입증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마약광과 고마 신사의 연관성을
직접 부정할 수 있는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과 같은 연유로 고마 군의 건군과 그 이후 고마 군의 실질적 운용에
있어 고마약광과 그를 따르는 세력이 무시될 여지는 그리 크지 않다고 생
각된다. 오히려 그 보다 고마약광과 그 후예들의 고마 군과의 관련성은 강
조되어도 좋은 것은 아닐까.

Ⅴ. 결
이상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7세기 말의 ‘한반도 유민’을 모국이 멸망해 다시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이전의 도래인이나 귀화인과는 다른 사
람들이라는 범주를 설정했다. 그리고 그 양태들을 백제, 고구려, 신라인의
흔적으로부터 찾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유민들이 집단거주지의
행태로 고대일본의 율령국가의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어가는 모습을 명백히
했다.
이러한 일본의 지방행정체제에의 편제 시 한반도에서의 신분질서가 무
시되지 않은 상태의 편입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한 백제유민들의 경우이
지만 구 백제에서의 신분에 따라 나니와, 오우미, 동국 등의 지역적 구별에
따른 이주가 보이기도 했다. 이상의 경우는 모두 일본열도로의 이주 이전
의 한반도에서의 질서가 아주 무시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 하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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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아울러 일본율령국가의 한반도 유민의 포섭은 한반도 3국체제의
붕괴에 따른 통일신라의 등장에 대응하는 대(對) 신라 우위관의 창출이라
는 인식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3국의
이름이 들어간 지방행정구역으로서의 군(郡)의 창군은 실제로 이주한 사람
의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유제(遺制)로서의 백제, 고
구려, 신라군이 필요했던 것이다.
Ⅲ장에서는 한반도 유민의 거의 다수가 동국에 배치되고 있는 이유로서

동국은 에미시(蝦夷)라는 이민족과의 경계에 해당되며 변경의 이미지가 강
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동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
을 필요로 하는 실무 관료로서의 성격은 물론이고, 군사 씨족적 성격이 필
요하며, 때로는 고도한 기술자 집단이 필요한 것임을 언급했다. 그리고 고
구려유민의 중심적 존재로서 고마약광의 출현과 사료상의 사례를 들어 현
무약광이 고마약광임을 보였다.
Ⅳ장에서는 고마약광이 고마군 건군의 중심인물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두 가지 들었다. 먼저, 후대의 예이지만 고마복신이 81세로 세상을
하직한 사례로 보아, 고마약광의 물리적인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불가능하
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령인 고마약광의 모습을 고마 군의 고마 신사가 백
발(白髮) 신사로 불리는 이유에 약광이 백발의 나이까지 생존했던 잔영이
라고도 보인다.
그 다음으로 복신은 본성이 세나(背奈, 肖奈라고도) 씨로 고마 씨가 아니
었던 점을 들어 약광이 왜국에 건너온 사정과도 다르다고 지적하고, 복신
은 나중에 고마 씨로 개성하고 있으며, 또 나중에는 고마 성이 고구려의 유
제라는 이유로 다카쿠라 씨로의 개성을 자원하고 있는 점 등은 고마약광과
같은 씨족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라고 생각한다. 덧붙여 고마 군의 건군
과 그 이후 고마 군의 실질적 운용에 있어 고마약광과 그를 따르는 고구려,
즉 고마의 세력이 무시될 여지는 그리 크지 않으며, 그런 점에서 고마약광
과 그 후예들과 고마 군과의 관련성은 강조되어도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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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고는 사료 부족에 기인한 논지의 보강 등에 다소의 미진한
과제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본고의 미진한 부분들에 대
한 보충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으며 많은 선현들의 가편(加鞭)을 바라마
지 않는다.

이 논문은 2015년 7월 21일에 접수되어,
2015년 8월 13일에 심사를 의뢰하여 8월 28일에 심사 완료되었으며,
2015년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수정하여
2015년 9월 16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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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300 Years Ago The Foundation of Goma (Goguryeo)-Gun
and Goma Yakgwang (ancestor of Goma Clan in Japan)
Song, Whan-bhum
The people in Korea and Japan understand that their mutual
recognition is deteriorating because of the inherent historical
awareness of hostilities between their countries throughout history.
However, if you examine the temporal spa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ncient times, a structure of exchange and coexistence
in not a few cases is more typical the confrontation and conflict of the
modern era. In particular, next year, 2016 will mark the 1,300th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of ‘Goma (Goguryeo) -gun’ in Musashi
Province.
When the East Asian world was reorganized in the late 7thcentury,
the empire of the Korean peninsula collapsed, generating migrants
from the Korean peninsula. These migrantsy were as signed to the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called Goguryeo, Baekje and Silla by the
royal court of Nara in Japan. In particular, migrants from Goguryeo
worked on the development and reform of the Province of East(東國)
in ancient Japan.
As a result, Goma-gun was formed as a residential community of
migrants from Goguryeo, led mainly by a person named ‘Goma
Yakgwang’. This paper explained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foundation of ‘Goma-gun’ 1,300 years ago ‘Goma Yakgwang’ in terms
of several characteristies. This research ultimately clarified that the
existence of those who came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the
Japanese Archipelago was multi-faceted and multi-lay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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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문은 가부키 무장형 연기 양식의 특징을 연극사의 내적 흐름에서 야쿠가라의
분화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에도 시대에 아사쿠사가 문화적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
는 과정에 주목하여 아라고토의 미에(荒事の見得)의 발상을 논의하였다.
일본에서는 몸의 움직임이 몇 백 년을 이어온 전통 양식, 즉 ‘가타(型)’을 중심으
로 하는 고전극의 양식은 스톡 캐릭터(stock character)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야쿠가라(役柄, role type)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유형화하여 표현하는 방법인데, 가
부키의 야쿠가라가 있다는 것은 배우의 소리와 몸의 연기훈련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논문게재 장려금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짐. 본 논문은
동아시아고대학회 춘계학술발표회(2015)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동국대학교 예술대 연극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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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키 배우는 동양의 다른 나라의 고전극과 마찬가지로 유년시기 입문해서 평
생 타자가 되어야 할 배우의 신체조건을 소리와 몸의 연기 훈련과정을 통해 변형
시킨다. 특히 무장형(武將型) 연기양식은 무타(武打)를 기본적인 연기 수단으로 한
다.
가부키의 무장형 연기는 무희(武戲)의 전통성 속에서 무대예술의 연기를 완성했
다. 특히 스펙터클한 이미지와 클로즈 업의 연출수법을 보여주는 가부키의 미에
(見得)는 초대 이치카와 단주로(市川團十郞,1660～1704)의 ‘아라고토(荒事)’ 스타일

에서 본격화되었다. 이치카와 단주로는 초인적인 힘의 상징으로 에도 서민의 수호
신인 신불(神佛)의 분신으로 등장하였다. 서민의 신이 된 단주로의 무장형 연기 양
식의 거칠고 힘 있고 아름다운 미적 감각이 서민의 예능으로서 에도의 특수한 시
대상을 배경으로 성장하였음을 시사한다.
에도시대 막부가 극장가를 환락과 퇴폐를 상징하는 아쿠쇼(惡所)로 규정하고 통
제하였지만 오히려 극장은 도시민의 자유공간이자 서민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처럼 근세 가부키가 상업성을 지닌 공연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각지
에 분산해 있던 흥행지가 몇몇 대도시에 몰리면서 극장가의 설립과 흥행제도가 발
전하게 된 데에 있다. 따라서 에도 삼좌(三座)와 에도의 주변지였던 아사쿠사(淺
草) 지역이 예능흥행장이자 문화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무장형 연기 양식의 특징인 아라고토 미에(荒事の見得)의 극술 배경과 아사쿠사의
가이초(開帳)흥행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에도 가부키, 가타(型), 구마도리(隈取), 아라고토(荒事), 미에(見得), 가이초

흥행(開帳興行), 다치마와리(立廻り), 아사쿠사(淺草).

Ⅰ. 머리말
새로운 무대 언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고전 혹은 전통의 현대화를 하
나의 고전의 계승으로 여겨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연극에는 몇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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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이어온 전통 양식, ‘가타(型)’가 있고, 그것이 그대로 현대에 살아있다.
1950년 전후로 살아있는 육체적 전승에 의해 기예능이 전해진다는 인식에

서 인간국보(living national treasure)’, 즉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지정
해온다. 그것은 결국 서양에는 극문학만이 고전으로 전해지는 데 반해 일
본에서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몸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예술 전체
가 고전 혹은 전통을 형성한다는 차이를 보여준다.1) 그러나 이 말은 고전
극의 양식 즉 가타(型)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 고전극의 양식은 스톡 캐릭터(stock character)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
다. 스톡캐릭터가 있다는 것은 배우의 소리와 몸의 연기훈련 체계가 완성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배우가 하나의 야쿠가라(役柄,
role type)를 전문으로 맡아 무대에 섰다. 이들은 유년시기 입문해서 평생

타자가 되어야 할 배우의 신체조건을 소리와 몸의 연기 훈련과정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는 데서 고전극의 양식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유지니오 바르바(Eugenio Barba)는 연기자의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한
원리가 평생 기술적인 습득을 통해 훈련을 쌓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
다. 이것을 중국에서는 공푸(功夫, Gong-fu)라고 한다.2)
신흥도시 에도(江戶; 도쿄의 옛 지명) 가부키(歌舞伎)에서 무장형(武將
型) 연기양식은 무타(武打)를 기본적인 연기 수단으로 한다. 그러나 느와르

액션 영화와 달리 무장형 연기는 가부키의 야쿠가라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정도로 분장의 형태와 색채 그리고 머리장식과 의상에 이르기까지 과장된
연기양식을 연결하여 인물의 성격을 외형적으로 시각화하고 있다.
필자는 가부키와 경극의 무장(武將)형 연기 양식을 구마도리(隈取り)와
리엔푸(臉譜)분장을 중심으로 논문을 쓴바 있다.3) 비교의 목적은 가부키의
1) 가와타케도시오 최경국 역, 뺷가부키뺸, 창해, 2006, 204-207쪽 참조.
2) 강춘애, ｢고전극을 바라보는 두 대가의 시각-경극배우 우싱꾸어와 느와르의 대가 서극의
조화｣, 뺷미르뺸, 7월호, 국립극장, 2009, 15쪽.
3) 강춘애, ｢가부키와 경극의 무장(武將)형 연기 양식- 구마도리와 리엔푸 분장을 중심으로｣,
뺷희곡문학뺸, 제19집, 2002, 267～3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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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타(型)와 경극의 청스(程式)라는 고전극 양식에 대한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무타(武打)연기를 특징으로 하는 무장형 연기양식은 야
쿠가라와 중국고전극의 각색항당(角色行當, role categories)의 분화를 통해
발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격렬한 신체동작 후에 순간 정지하
는 경극의 리앙샹(亮相)과 같은 가부키의 미에(見得) 등 양자 사이에 존재
하는 현저한 유사성은 두 장르 사이에 문화적 교류 내지는 영향관계가 있
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동시에 시대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배
경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드러났다.
에도 막부는 극장가를 유곽 요시와라(吉原)와 똑같이 환락과 퇴폐를 상
징하는 아쿠쇼(惡所)로 규정하고 통제하였지만, 오히려 도시민의 자유공간
이자 서민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근세 에도 가부키가 상업성을 지닌 공
연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각지에 분산해 있던 흥행지가 몇몇 대도
시에 몰리면서 극장가의 형성과 흥행제도가 발전하게 된 데에 있다.
가미가타(上方)와 다른 에도 신흥도시 중심지에 공인된 시바이쵸(芝居
町, 연극거리)를 만들어 흥행권을 독점하는 에도 삼좌(三座)체제가 확립되

었고, 상설화된 상업극장 주변은 시바이자야(芝屋茶屋)가 즐비하게 들어선
상권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신사나 사찰의 경내를 흥행장으로 이용하여 공
연하는 미야치시바이(宮地芝居), 혹은 임시 가설무대인 고시바이(小芝居)도
여전히 성행하였다.
1603년 막부 성립 후 막부의 통치제도에 따라 에도의 변두리 아사쿠사
(淺草)에 사회 혐오시설인 처형장, 천민 거주지, 유곽 요시와라(吉原), 사사
(寺社)를 이전시켰다. 이로써 종교성지와 유곽이 인접거리에 있게 된다. 17

세기 초기 간에이(寬永, 1624～44)연간에 에도 도시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에도명소도병풍(江戶名所図屛風)을 보면 아사쿠사는 새벽부터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관광코스가 되어 있다. 이는 극장가와 유곽, 목욕탕, 각종 찻집에
둘러싸여 환락의 공간이자 예능흥행장이며 문화중심지로 발전하게 된다.
본문에서는 서민의 신이 된 초대 이치카와 단주로(市川團十郞,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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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가 창안한 아라고토 미에(荒事の見得)의 극술 배경과 가이초(開帳)흥

행의 상관성을 통해 무장형 연기 양식의 발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에도 가부키의 무장형 연기 양식의 배경
1. 가부키 야쿠가라(役柄)의 분화
가부키(歌舞伎)의 야쿠가라는 신분, 직업, 연령, 성격을 나타내는 극중 캐
릭터의 유형에 따른 분류이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유형화 한 야쿠가라는
한 배우가 하나의 역할을 전문으로 해서 무대에 섰다.
쉬다오징(許道經)은 이를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이탈리아에서 유행
한 코메디아 델아르테(Commedia dell'arte)의 극중 스톡 캐릭터(stock
character)와 비교하며 보다 쉽게 설명하고 있다. 가면극인 코메디아 델아

르테의 극적 인물(dramatis personae)은 ‘가면’의 이름 이외에는 어떤 이름
도 지니지 않는다. 극적 인물은 보통 바뀌지만 배우와 그들의 캐릭터는 변
함없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는 영화의 경우에도 비슷해서 “게리 쿠퍼는 보
안관이고, 쥬디 할러데이는 그의 딸”이라는 식이다. 보안관이나 그의 딸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말이다. 코메디아 델아르테가 지닌 이러한 극
적인물의 표준화 덕택에, ‘가면들은 극적 캐릭터의 유형이 되며 이를 연기
하는 배우들을 분류화 함으로써 이들 또한 배우들의 유형이 되는 것이다.4)
이는 노(能)무대의 수많은 등장인물 가운데 주인공을 모두 시테(シテ)라
고 하고, 상대역을 와키(ワキ)라고 하는 것과 같다. 비근한 예로 분라쿠(文
樂)에서 나무로 만든 인형의 성격은 가시라(首: 인형의 얼굴)의 명칭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중년의 무사 역으로 미남자인 분시치 목(文七首)은 의

4) Tao-ching Hsu, The Chinese Conception of the Theater,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5, p.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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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무사 역에 사용되는데 시대거리에서는 무시무시하고 성적 매력이 강
조되며 악역으로 사용된다. 큰 단시치 목(大團七首)은 외형적으로 용맹이
강조된다. 부릅뜬 둥근 눈알, 툭 불거진 광대뼈와 턱이 매우 거친 느낌을
주지만 순진하고 외곬인 무장을 나타낸다. 긴토키(金時) 목은 우락부락하
고 거칠며 촌스러운 느낌을 주며, 안면 근육이 과장되어 괴이한 용모를 하
고 있다.
인형의 배역이 정해지면. 인형의 몸통을 종합한 다음 옷을 입히고 인형
조정자가 조종한다. 현재 후루조루리(古淨琉璃, 1686년 다케모토좌의 창단
공연 이전의 여러 유파의 조루리를 일컬음) 계통 인형의 가시라는 대략 130
점 정도이다.5) 오늘날 인형 가시라는 다치야쿠(立役)역이 약 30종, 온나야
쿠(女役) 역이 약 10종,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이치야쿠(一役) 역이 10
여 종이 된다.6)
일본예능에서 야쿠카라의 전문적인 분화가 완성된 것은 가부키이다. 칸
분(寬文,1661～73)시대의 가타키야쿠(敵役) 탄생은 그 상대역으로 대항하는
타치야쿠(立役)가 있었다. 겐로쿠(元祿)시기에 악인역은 가타키야쿠(敵役),
아쿠닌가타(惡人役), 이야가타(惡方) 등으로 불리다가 가타키야쿠(敵役)라
는 명칭으로 통일되면서 가부키의 야쿠가라는 17세기 말인 겐로쿠 시대에
9가지로 정리되었다.

겐로쿠 12년(1699)에 간행된 배우 평론지야큐샤구치자미센 役者口三味
線7)에 보이는 야쿠가라는 타치야쿠(立役, 남성 역), 가타키야쿠(敵役, 악인
5) 齊藤淸二郞, ｢現存하는 古淨琉璃의 가시라(首)｣, 뺷古淨琉璃正本集第六뺸, 角川書店.(諏訪春
雄, 뺷歌舞伎の源流뺸 吉川弘文館, 2000, 121쪽, 재인용.)
6) 이응수, 명진숙, 박전열, 니시도 고진, 뺷이야기 일본 연극사뺸, 세종대학교 출판부, 2011,
98쪽.
7) 키세키(江島其磧)와 하치몬지야 지쇼(八文字屋自笑)에 의해 겐로쿠기에 쓰여진 ｢야큐샤
구치자미센役者口三味線｣(1699年)은 연기에 대한 묘사를 위주로 하는 평판기의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 책은 교토, 에도, 오사카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배우에 대해 上上吉, 上上,
上, 中の上, 中과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문답 형식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후 에도시대
를 통해 같은 모양으로 매년 간행 되었고, 유신 이후 메이지 20년(1887)경까지 배우평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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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도우케가타(道化方, 골계적인 연기를 하는 남성), 한도오가타(半道
方, 광대역에 악인의 성격을 더한 역), 오야지가타(親仁方, 남성 노인), 와카

온나가타(若女方, 남자가 젊은 여성 역할 연기, 젊은 여성), 코도모(子供, 어
린아이), 와카슈우가타(若衆方, 소년 역), 카샤가타(花車方, 부인 또는 노녀
역) 등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 그리고 성격은 선악(善惡)에 따른 구분, 또는
성실한가, 우스운가 등 4가지로 조합되었다. 외형적으로 불분명한 야쿠가
라의 성격, 기질 등의 구분을 화장, 의상, 머리 스타일 등으로 시각화하여
배역의 본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어 이를 관객이 보는 것만으로 즉각 판단할
수 있도록 야쿠가라가 만들어졌다.8) 그러나 야로가부키(野郞歌舞伎)9)시대
가 되면, 극의 내용이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수십 종류의 역할로 계속
분화되어 갔다.10) 배우 평판기야쿠샤와카에비스役者若咲酒(1721년 1월)
의 기록을 보면11), 다음 표와 같이 배우의 평가도 역할로 분류하여 순위를
매기고 있다.

다치야쿠의 역 立役之部

극상상길極上上吉 이치카와단주로 市川團十郞

모리타극장森田座

철저한 악인 역實惡之部

극상상길極上上吉 야마나카 헤이쿠로山中平九郞

이치무라극장市村座

젊은여성 역若女形之部

상상길上上吉

아사오주로 淺尾十次郞

나카무라 극장中村座

젊은 미남 배우若男形之部

상상길上上吉

이치카와 몬노스케 市川門之助

모리타 극장森田座

(俳優評判記)로 간행되었다. 1656年에｢役者の噂｣이라는 야로 평판기（野郎評判記)가 나
왔지만, 현존하는 평판기는 용모에 중점을 둔 1660년의 ｢야로무시野郎虫｣가 제일 오래
된 것이다.
8) 諏訪春雄, 뺷歌舞伎の源流뺸, 吉川弘文館, 2000, 152～153쪽.
9) 1604년 오쿠니 가부키를 시작으로 1629년에 유녀가부키가 금지된다. 그 이후 23년이
지나 1652년 와카슈가부키(若衆歌舞伎, 소년 가부키)도 금지된다. 경안 5년(1652）6월
20일, 에도 막부가 와카슈가부키의 야쿠샤(役者)의 앞머리를 자르고 남색을 금지하고,
1661년 와카슈가부키도 금지한다. 그로부터 앞머리를 자른 성인남자배우가 모노마네쿄
겐(物眞似狂言, 사실주의적 작품)을 할 것을 조건으로 막부로 부터 허가를 받게 된다.
1664년 오사카에서 공연과 에도에서의 이치무라자(市村座)에서 다막물이 공연된다. 이로
써 성인 남자로 구성된 야로(野郞)가부키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른다.
10) 가와타케도시오, 최경국 역, 뺷가부키뺸, 창해, 2006, 170쪽.
11) 위의 책,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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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은 막부의 공인 대극장인 에도삼좌(江戶三座)에서 야쿠샤(役
者, 가부키 배우)에 대한 연기 평가이다. 연기를 평가하는 야큐샤효반키(役
者評判記) 가운데 1699년 간행된 야큐샤구치자미센 役者口三味線에는 상

상길(上上吉), 상상(上上), 상(上), 중의 상(中の上), 중(中)과 같은 부호로 평
점을 매기었다.
그러나 이때 가부키는 1720년대부터 1730년에 걸쳐 도쿠가와 막부의 정
치개혁 운동인 교호(亨保)개혁에 따른 엄격한 단속으로 침체기에 들어섰던
시기다. 가미가타(上方)의 와고토 가부키의 사카타 도주로(坂田藤十朗,
1647～1709)를 비롯한 명배우가 죽었고, 닌교조루리(人形淨琉璃)가 인기를

얻고 있었다. 또한 역할의 분화가 절정에 달한 호레키(寶曆, 1751～1764)에
서 간세이(寬政, 1789～1801)에 걸쳐 다른 역할을 겸한다든지 가야쿠(加役:
역할이 아닌 배역)를 하는 것이 더욱 성행했다. 두 가지 역할을 겸하는 명
배우를 배출하면서 분가 분세이(文化文政,1804～1830)시기에는 배역의 질
서가 어지러워졌고, 덴포(天保, 1830～1844)시기에는 주역, 악역, 여자역 등
으로 구별하기에 이르렀다.12)
지다이모노(時代物, 역사 소재) 소재의 가부키는 주로 영웅, 호걸 등 무
장형 인물이 등장한다. 무장형 연기에서 가장 돋보이는 시각적인 특징은
구마도리(隈取り: 흰색 분칠을 한 얼굴에 골격에 따라 선을 그리는 화장법)
분장이다. 구마(隈)란 음영부분을 뜻하며, 구마를 취(取)한다는 것은 음(陰)
을 만든다는 뜻이다. 즉 노여움, 용맹함, 늠름함, 집념, 악(惡) 등 내면에 있
는 것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구마도리 분장은 모든 배역이 하
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외형적으로 강한 성격이 드러나는 인물로 다치야쿠,
가타키야쿠, 기신(鬼神) 3계열에 한해서다. 이것은 경극에서 리엔푸(臉譜)
를 사용하는 항당(行當)이 정(淨)과 축(丑)에 한정되는 것과 같다. 정(淨)은
가부키의 가타키야쿠(敵役)에 해당되며 거칠고 난폭한 역할이고, 축(丑)은

12) 가와타케도시오, 앞의 책,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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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키의 도우게가타(道化方)와 같은 어릿광대 역이다.13)
가부키의 구마도리 성립에 관해 여러 설이 있지만, 초대 이치카와 단주
로가 창안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그는 본래 무가의 출신이다. 13세에
데뷔했을 때 배역은 <시텐노오사나다치四天王稚立>에서 초인 사카타 킨
토키(坂田金平)였다.(1673) 인형 조루리가 유행했던 사카타 긴피라를 가부
키로 들여와 인형을 모델로 붉은 색과 검은 색 구마도리를 시도했다. <후
도(不動)>와 <시바라쿠(暫)> 같은 극에서 그의 초인적인 영웅 스타일이
에도 사람들에게 숭배되었다. 그는 야고야(屋號; 가부키 배우 집안의 칭호)
를 나리타야(成田屋)로 할 정도로 나리타산(成田山)의 부동명왕(不動明王)
에 대한 신앙심이 깊었다.14) 특히 <시바라쿠> 에서의 아라고토 연기는 악
령보다 더 강인하고 잔인한 이미지를 부동명왕의 불상, 즉 부동존(不動尊)
에서 차용한 것 같다. 그는 미마스야 효고(三升屋兵庫)라는 필명으로 직접
작품을 쓰고, 출연하였는데, 대부분은 무용, 무사의 난투, 힘센 사람, 신불의
출현 등으로 대사보다는 무용이라든가 잡기(雜技; 서커스)와 같은 몸의 움
직임을 중심으로 관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구경거리를 제공하였다.15)
이 점에서 무희(武戱)와의 관련을 생각할 수 있다. 무희의 전통성이 아라고
토라는 스타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은 겐로쿠 가부키라는 한 시대의 양식
속에서 이를 완성한 일본 특유의 시대적 환경에 따른 것이다. 아라고토는
가타키야쿠(敵役)의 藝의 하나로서 문자 그대로 전투의 장에서 황당한 다
찌마와리(立廻り)의 괴력(怪力)을 보여주는 연기술임이 분명하다.
그는 불상이 지닌 분노의 모습을 받아들여 스지쿠마(筋隈)의 원형을 만
들었다. 2대 단주로는 보카시(暈し)를 더하여 이를 미화했다.16) 조우화빈
(周華斌)은 정항(淨行) 성격의 변화로 말미암아 비로소 특정인물과 특정 성

13)
14)
15)
16)

강춘애, ｢가부키와 경극의 무장(武將)형 연기 양식｣, 앞의 논문, 288～290쪽.
Samuel L. Leiter, Kabuki encyclopedia, Greenwood press, 1979, p.128.
諏訪春雄, 앞의 책, 119쪽 참조.
가와타케도시오, 앞의 책,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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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정항 리엔푸가 형성된 것은 대략 명․청대라고 보았다.17) 리엔푸는
평면적이며 도안적인 반면에 구마도리는 얼굴에 흰색 분칠을 하고 붓으로
그린 선을 손가락 끝으로 문질러 엷게 번지게 하는 ‘보카시(暈し)’수법과 메
바리(目張り)18)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구마도리를 하는 배역은 초인
적인 힘을 가진 호걸이며, 이에 대항하는 악역 역시 초능력을 가진 초자연
적인 존재라는 비일상적인 인물을 나타내는 배역들이다.19)
스와 하루오(諏訪春雄)는 가부키와 경극 사이의 현저한 유사성은 두 장
르 사이에 문화적 교류 내지는 영향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양자
간의 교류 가능성을 4가지 루트로 제시하고 있다.20) 이는 가부키와 경극의
영향관계를 증명해 보임으로써 양자 간의 유사성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양
자가 교류했을 직접적인 유통경로와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것은 아니다.
스와 하루오 보다 앞서 가부키와 경극의 유사성에 관심을 보인 군지 마
사카츠(郡司正勝)는 경극과 가부키의 무타(武打)라는 관점에서 연기방법,
예술정신과 풍격, 기법을 비교하였다. 무공(武功)과 동시에 가창을 하는 것
은 경극의 특징이자 독특한 스타일인데 가부키는 경극에 비해 가창이 점유
하는 부분이 적다는 것과 경극은 대체로 창 위주의 문장(文場)과 무타 위주
의 무장(武場)으로 분류하는데, 가부키는 이러한 분류를 하지 않는다는 것

17) 周華斌, ｢중국가면과 검보(臉譜)｣, 뺷동아시아가면극뺸 2002 국립민속박물관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45쪽.(강춘애, 앞의 논문, 306쪽, 재인용.)
18) 눈가에 아이 라인을 그려서 눈을 크고도 효과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화장법이다. 메바
리의 기본 색은 베니(紅, 연지색)이지만, 야쿠가라에 따라 보통 흑색, 혹은 흑, 적의 혼합색
인 갈색을 사용하기도 한다. 온나가타의 경우, 메바리의 원칙은 베니로, 눈꼬리 쪽만 약간
칠해 눈을 미화시킨다. 이때는 안쪽 구석에서 바깥쪽으로 선을 그린다.
19) 가와타케도시오, 앞의 책, 143～144쪽.
20) 첫째, 나가사키(長崎)에 와 있던 중국인에게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다. 둘째, 중국에서
건너온 서적을 통해 알았다. 셋째 나가사키의 인공섬 데지마(出島)에서 상연된 중국연극
에서 직접 배웠다. 넷째 조선통신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을 기회가 있었다. 諏訪春雄,
뺷歌舞伎の源流뺸 吉川弘文館, 2000, 158쪽(강춘애, 앞의 논문, 314～315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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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했다. 음악에서도 가부키의 무타는 츠케(付け)의 효시키(拍子木, 나
무막대기)가 있고, 싸우는 장면, 달리는 장면에서 동작과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 발동작에 맞추어 무대 상수에서 마룻바닥을 치며 긴장감을 고조시킨
다는 것과 이외에 다치마와리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비교하였다.21) 가부키
와 경극은 고전극이 가지고 있는 양식성으로 인해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
다.

2. 도시의 가부키 상설극장과 흥행제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1543～1616)가 1603년 에도에 막부를 세우
면서 도쿠가와 시대 260년은 전란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계속되었다. 막부
는 전체 인구의 76.4%나 되는 농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농공상(士農工
商)의 신분제도22)를 실시하여 신분에 따른 주거지역을 정하고, 최상계급인

무사들은 농민이나 조닌(町人)을 장악했으나, 상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 서
민 조닌이 문화 전면에 나서며 활약하였던 시기였다.
에도의 놀라운 속도의 성장은 정치. 행정의 도시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중앙의 바쿠후(幕藩)가 각 지방 번(藩)의 영주인 다이묘(大名)들이 중앙의
권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질적인 부(富)나 힘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1634년에 실시한 산킨고타이(參勤交代) 제도23)로 인해 에도는 물질적
21) 郡司正勝, ｢かぶきと京劇の立廻りについて｣, 뺷郡司正勝刪定集-第四卷 變身の唱뺸, 白水
社, 1991, 305～311쪽. 중국어 번역문은 郡司正勝, ｢歌舞伎和京劇武打｣, 뺷戲劇藝術뺸12期，
1985 참조 바람.
22) 에도시대 신분제도는 사농공상의 구분인데, 이 신분은 세습되었다. 이외는 천시되는 직업
에 종사하는 계층으로는 에타(穢多)계층은 가축의 도살, 형장의 사형 집행인, 피혁 가공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부라쿠민(部落民, 최하층에 위치해 있었던 불가촉천민)
대한 멸시감정이 담긴 표현이었다. 또 다른 계층은 히닌(非人)인데, 주로 사형 집행 보조인
및 그 관할하의 걸인, 죄인 및 시체 매장, 도로 청소, 사찰의 종자, 예능인 등이 속하였다.
23) 모든 다이묘들로 하여금 에도에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을 건설하도록 했고, 그들이 자신의
영지로 내려갈 때에 일종의 인질로 가족들을 남아 있게 하였다. 또한 정기적으로 에도를
방문한 전국 각지의 다이묘들과 그 수행원들은 일종의 공용어인 에도 말을 전국에 유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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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와 소비의 독보적인 중심지가 되었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에 걸친 겐로쿠시대(元祿時代, 1688～1704)에

이르러 에도와 가미가타(上方) 등 도시의 상공인이자 서민들인 조닌 계급
이 경제력을 갖게 됨으로써 서민문화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육성시킨 에도
시대의 가부키와 닌교조루리(人形淨琉璃)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닌교조
루리는 1716년경부터 1751년경까지 인기가 우세하여 가부키를 압도하였고
가부키는 닌교조루리의 장점을 섭취해 1740년대 들어서 다시 성행하게 된
다.24) 이렇게 약 5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닌교조루리의 그늘에 가려 명맥
만을 유지하던 가부키는 1804년부터 1830년에 이르는 분카 분세키(文化文
政期)를 지나며 다시 한 번 전성기를 맞는다.25)

예능 흥행은 중세까지의 종교적인 의도를 가진 간진(勧進)에서부터, 근
세의 일반대중 상대의 경제행위로 바뀌었다. 무로마치시대까지는 당탑(棠
塔), 교량 등을 보수, 신설하기 위한 수익금을 공출하는 흥행이었으나 에도

시대에 들어가는 단순한 영리 흥행으로 변질되었다.
근세 가부키가 상업성을 지닌 공연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대도
시에 시바이조(芝居町,극장가)의 설립과 함께 흥행제도의 발전에 있다. 가
부키의 흥행제도가 정비된 시기는 대개 칸분(寬文, 1661～73)에서 엔보(延
寶연간, 1673～81) 경으로 본다. 각지에 분산해 있던 흥행지가 거의 세카이

초(堺町)26), 고히키초(木挽町), 후키야초(葺屋町)에 몰려있게 된 것도 이 시
기다. 또한 많은 시바이고야(芝居小屋)와 경쟁하면서 에도 삼좌(三座)는 다
이시바이(大芝居)라는 지위를 확보하고, 에도 중심지에서 흥행권을 독점하
게 되었다.
근세일본의 도시문화는 에도의 아사쿠사와 요시와라, 교토의 시조가와
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폴 발리 지음, 박규태 옮김, 뺷일본문화사뺸, 경당, 2011년, 273-275쪽
참조
24) 김학현 편, 뺷歌舞伎뺸 열화당, 1997, 26쪽.
25) 이응수, 명진숙, 박전열, 니시도 고진, 앞의 책, 107～108쪽.
26) 현재 도쿄시 中央區 日本橋人形町 3丁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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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四條河原)강가와 사원 그리고 오사카의 도톤보리(道頓堀)의 남쪽과 난
바진치(難波新地)가 도시민의 자유공간이었다.
에도 막부가 흥행을 허가한 다이시바이는 오사카(大坂), 교토(京都), 에
도에 있었다. 이 세 도시는 풍토, 문화전통, 그리고 시민 대중의 기질이 달
랐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흥 도시 에도의 아라고토 스타일 가부키가 로망
(roman)적 경향과 과장된 양식미를 내세웠다면, 교토와 오사카 즉 가미가

타(上方)에서는 유곽의 유녀와 동반자살 하는 정사 거리가 성행하여 보다
사실적 경향을 나타내는 와고토(和事) 스타일의 가부키가 성장해갔다.27)
에도 막부이래 교토를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되었던 간진 흥행이 에도로
몰리게 되는 것은 게이죠(慶長,1596～1615)후기부터 겐나(元和,1615～1624)
시기이다. 에도 가부키는 간에이(寬永)원년(1624)에 사루와카 간자로(猿若
勘三郎)가 자모토(座元)로 에도 중심지 나카바시(中橋)에 사루와카극장(猿
若座)을 개장한 것이 가부키 상설 극장의 시작이다. 에도 최고의 전통과 최

고의 지위를 지닌 나카무라(中村) 극장은 이로부터 메이지 26년(1893)까지
약 270년간 존속하게 된다.28)
에도 시대의 시즌은 정기적인 연례행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전형적
인 시즌 오픈은 음력 10월에서 시작하여 음력 11월에 끝났다. 이 시즌 오프
닝 프로덕션(opening production)은 가오미세(顔見せ, kaomise; 극단의 배
우가 총출연하여 관객에게 얼굴을 보이는 극)였다. 에도에서 이 시기에 각
극장에서 공연되는 시바라쿠(暫; 잠깐만)의 새 버전을 위한 통상적인 것이
었다. 종종 조연 배우들을 주연으로 하는 짧은 연말 프로그램이 가오미세
의 끝과 다음의 주 제작물인 새해 상연물의 사이에 상연되었다. 새해 상연
물은 에도에서 하츠하루(初春) 교겐(狂言)이라고 불렸고 가미가타에서는
니노카와리(二の替り)라고 불렸다. 음력 3월의 봄 프로그램은 에도에서는
야요이(弥生) 교겐(狂言; 가부키에서는 대본을 뜻함)이라고 불렀고 가미가
27) 김학현 편, 앞의 책, 23쪽.
28) 須田敦夫, 뺷日本劇場史の硏究뺸, 相摸書房, 1957,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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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에서는 카와리(替り)라고 불렀다.29) 이런 식으로 정기공연에 흥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가부키 배우의 고용계약은 1년마다 있었는데, 매년 11월이 새해의 시작
이라 첫 흥행을 가오미세 흥행(Kaomise Kogyo performances)이라고 했다.
이는 각 극장의 전속배우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중요한 행사였다. 나카무
라 극장의 그림을 보면 야구라(櫓)가 설치된 극장 앞에는 술통, 쌀가마니,
숯가마니, 간장, 만두가 든 찜통 등이 후지산(富士山)처럼 쌓인다. 가부키의
후원자 히이키(贔屓:팬)들이 배우들에게 기부한 것이다. 극장 출입구에 걸
린 제등(提灯)은 각 단체의 도장이 찍혀 있고 가부키 관련 상품은 우키요에
(浮世絵, 풍속화 판화), 효반기(評判記 : 좌담회 방식의 비평책), 반즈케(番
附: 순위를 매긴 표), 관련 출판물, 히이키들이 입는 옷이나 수건, 또 배우가

유행시킨 색이나 문양의 옷감을 파는 포목전, 과제가게, 제등 가게 등 번화
한 거리가 조성되었다.30)
야구라(櫓)31)의 설치는 오쿠니(お國)가부키 무대에서부터 보이지만, 막
부의 통제가 닿게 되는 중기 이후에는 유흥과 환락을 조장하는 극단들의
난립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다이시바이에만 야구라32)를 설치하도록 했다.
야구라는 막부로부터 허가된 흥행권의 상징물이 되었다. 에도의 극장가는
그 극장의 대표 문장(紋章)이 그려진 막을 드리워 극장 지붕 위에 세웠는데
29) Samuel L. Leiter, op. cit., pp.174～175.
30) 다나카 유코(田中優子), ｢18세기 일본공연문화의 전반적 상황｣, 뺷18세기 동아사아의 공연
문화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06, 211～212쪽 참조.
31) 가부키 극장의 출입구의 작은 네즈미키도(鼠木戶, 작은 쪽문) 위에 흥행 단체의 문양을
염색한 다락막을 둘려 친 것이다. 다락막 안에는 창대를 밖으로 비스듬히 세워놓고 두
명이 번갈아가며 북을 두른다. 초기 오쿠니(阿國) 가부키나 유녀 가부키시대의 모든 극장
정면에 세워졌었다. 강춘애, ｢한국 정방형무대의 수용과 공간 특성｣, 뺷한국연극학뺸제31호,
2007, 35～36쪽.
32) 가부키 극장의 출입구의 네즈미키도 위에 흥행 단체의 문양을 염색한 다락막을 둘려
친 것이다. 다락막 안에는 창대를 밖으로 비스듬히 세워놓고 두 명이 번갈아가며 북을
두른다. 초기 오쿠니(阿國) 가부키나 유녀 가부키시대의 모든 극장 정면에 세워졌었다.
강춘애, 위의 각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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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막부로부터 공식적인 공연허가를 의미했다. 이러한 대형극장이 자금
난이나 화재 등으로 공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에도사좌(江戶四座)의 별
도의 극장인 히카에야구라(控櫓)를 허락하여 나카무라좌의 미야코자(都
座), 이치무라좌의 기리좌(桐座), 모리타좌의 가와라자키좌(河源崎座)가 대

신 흥행을 할 수 있었다.
에도 중심지에 공인된 시바이초(芝居町, 연극거리)를 만들어 흥행권을
독점하는 에도 삼좌 체제가 확립되었지만33), 신사나 사찰의 경내를 흥행장
으로 이용하여 공연하는 미야치시바이(宮地芝居), 혹은 임시 가설무대인 고
시바이(小芝居)도 여전히 성행하였다.
아사쿠사가 1662년 에도 시가지로 편입되면서 번화가로 문화의 중심지
가 되기 이전 아사쿠사는 에도의 주변지역에 위치했다. 막부는 에도의 신
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곽 밀집지역인 요시와라를 아사쿠사로 이전시
켰다. 1657년 이후 니혼바시(日本橋) 인근에 있던 많은 수의 사사(寺社)가
아사쿠사로 옮겨졌다. 본래 니혼바시 인근 아마다나(尼店)는 천민거주지였
는데 1645년 아사쿠사로 이전시켰고, 사회적 혐오시설인 처형장도 아사쿠
사로 옮겨졌다. 그러나 아사쿠사가 문화적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기
반에는 막부의 지리적, 사회적 주변지에 대한 관리, 통제 외에도, 아사쿠사
에 거주하고 있었던 하층민과 그들에 의한 각종 예능활동이었다.34) 그것은
사사가 가진 오락적 기능에 힘입은 것이다.
17세기 초기 간에이(寬永, 1624～44)연간에 에도 도시의 실상을 볼 수 있

는 이데미츠(出光)미술관 소장 8첩 1쌍의 에도명소도병풍(江戶名所図屛風)
에 보이는 센소지(淺草寺) 경내에는 빈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인왕문(仁王
33) 1714년, 야마무라 극장(山村座)의 가부키 배우와 쇼군의 시녀가 술과 음식을 먹었다는
염문으로 야마무라 극장은 파산 당했다. 이후 에도의 다이시바이는 삼좌(三座)로 한정됐
다. 이로부터 메이지 유신까지 150여 년 동안 에도의 공인 극장은 에도삼좌(江戶三座)가
되었다.
34) 장현아, ｢근세 후기 에도문화의 발전과 도시 하층민: 번화가 아사쿠사를 중심으로｣, 연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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門)을 향해 거미춤(蜘舞), 사자춤(獅舞)의 복장을 한 무리들이 걸어가고 있

다. 아사쿠사 다리에는 남자들이 미코시(神輿) 3대를 이고 가고 있다. 또 간
다묘진(神田明神) 경내에 설치된 무대 위에서는 진지노(神事能)를 흥행하
고 있고, 사지키(棧敷, 객석)에는 남녀노소가 앉아 노를 관람하고 있다. 강
을 건너온 관객이 야구라가 설치된 입구로 출입하여 무대 주변에 앉거나
행랑처럼 둘러친 건축 구조물인 1층 사지키에 앉아 관람하는 모습은 자유
분방해 보인다. 사이모쿠조(材木町)에는 다이도게이(大道芸 거리공연)를
하는 예인의 목에 인형이 있는 상자를 걸고 있는 구꾸즈(傀儡子)와 목재를
나르고 있는 남자와 장구와 피리를 부는 흰색 옷을 입은 타이가구라(太神
樂)거리 공연이 보인다.35)

다이도게이는 연공(年貢)징수를 위한 관리 때문에 신분에 따라 주변부로
거주지역이 정해졌다. 하층민인 에타(穢多) 혹은 히닌(非人)은 가코이치(囲

い地: 격리지역)나 에타마을(穢多村)에 살아야 했다.
천민은 사사에서 주체하는 간진 행사에서 가무를 담당했고 조루리(淨瑠
璃) 등 각종 예능에도 종사했다. 또한 요시와라 역시 매춘영업 뿐만 아니라,

각종 오락·예능흥행의 장소이면서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접할 수 있는 장
소였다. 또한 ‘미세모노(見世物, 마술, 서커스 공연장)’와 ‘요세(寄席, 만담이
나 조루리의 소공연장)’도 아사쿠사에서 폭넓은 사회계층으로부터 큰 인기
를 모았다. 가이초가 열리면 참배객뿐만 아니라 조닌과 예능 흥행자들도
사사로 몰렸다. 조닌은 사사 측에 영업세[冥加金]를 지불하고 참배객을 대
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이득을 획득했다. 사사 안팎에는
찻집, 기념품점, 음식점, 공연장 등이 늘어서 번화가의 면모를 드러내게 되
었다. 요시와라 중심부에 세워진 무대에서 노나 가부키 공연 및 각종 여러
공연이 이루어졌고 천민과 요시와라는 가구라(神樂) 뿐만 아니라 각종 예
능에도 종사했다.36)
35) 內藤正人, 뺷大江戶劇場の幕が開く-大江戶名所図屛風뺸, 小學館, 2003, 78쪽.
36) 박진한, ｢에도시대 상층농민의 여가와 여행｣, 뺷역사학보뺸 Vol.189, 역사학회, 2006, 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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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문화의 성립은 상층 조닌에 의한 참여로 시작되었지만 발전되면서
중하층 조닌들도 향유자 층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문
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요소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37)
에도 삼좌의 자모토는 가부키 배우의 신분도 조닌의 신분과 구별을 두어
야 하는데 그 차이가 사라지게 된 것 등 가부키가 사회풍속에 악영향을 끼
치는 관계로 덴포(天保) 개혁시기에 사카이초(境界)와 후키야초(葺屋町)에
있는 두 곳의 가부키 극장과 인형극 극장(操芝居座), 그 외에 이와 같은 분
야에 종사하는 극장은 철거 지시를 받는다. 2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터
를 잡고 있었던 곳에서 사카이초는 덴포 11년(1841)에, 후키야초는 덴포 13
년(1842)에 아사쿠사의 사루와카초로 강제 이전된다. 1842년 고비키초(木
挽町)의 가와라사키자(河源崎座)의 이전을 끝으로 아사쿠사로의 에도 삼좌
(三座 )이전은 마무리된다.

Ⅲ. 아라고토(荒事) 극술의 발상
군지 마사카츠는 겐로쿠 민중의 오락신앙과 가이초(開帳)가 가부키에 미
친 영향은 흥행정책에 있어서는 기업으로서의 겐로쿠 가부키를 확립시켰
다. 가이초는 평소 공개하지 않는 비불이라는 본존이나 경내 불의 불상함
의 비장을 열고 일정 기간 불보살을 참배자의 면전에 출현시켜 영험의 효
과를 강조한 종교적 행사이다. 신사나 사원의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열리는
임시개장에는 사원 내에서 열리는 거개장(居開帳, 이카이초)과 다른 지역
에 출행하여 열리는 출개장(出開帳, 데카이초)이 있다. 데카이초 쪽이 참배
인이 더 많이 몰려서 교토, 오사카, 남도(南都)사원의 비불(秘佛), 비보(秘

37) 폴 발리, 박규태 역, 뺷일본문화사뺸, 경당, 2011, 363～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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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가 활기찬 에도로 데카이초 되는 것이 근세의 일반적 상황이었다.

38)

에도 중심부를 남북으로 흐르는 스미다 강(隅田川) 하류에 있는 고쿠바
시(兩國橋)를 끼고, 그 동쪽에 있는 에코인(回向院)이 데가이초의 명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카이초의 중심은 센소지(淺草寺)에서 가장 많이
거행되었다. 센소지도 데가이초의 숙사(宿寺)가 되었다. 물론 양쪽 다 병행
하였다.39) 가이초 기간 중에는 신사나 사찰의 경내나 주변에 음식점이나
유희장, 가설 흥행장이 어김없이 들어섰다.
寶曆4년(1754) 봄, 에도의 에코인(回向院)에서 나라(奈良) 사대사(西大寺)의

비불(秘佛) 애염명왕상(愛染明王像)의 데가이초(出開帳)가 열렸다. 이때 이를
목적으로 <야노네(矢の根)>를 공연한 2대 째 이치카와 단주로는 애염존(愛染
尊)의 형태로 나타나 분신 야네고로가 되었다. 이 때 흥행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서대사에 봉납한 <야노네>의 훌륭한 에마(繪馬)가 오늘날에 전한다. 고
로(五郞)의 미에(見得)의 모습이 초봄의 악마를 쫓는 주술(除魔呪術)이었다. 그
러한 <야노네> 는 화폭에도 잘 그려졌고, 또 출판된 그림은 부적으로 되어 액
막이로서 문 입구에 부쳐졌다. 관객에게 있어서 그것은 신불로서의 확실한 변
신이었고, 신불의 확실한 시현이었다.40).

위는 에도의 에코인(回向院)에서 열린 데가이초에서 <야노네>를 올린 2
대 이치카와 단주로의 고로(五郞)의 미에(見得)의 모습을 그린 우키요에(浮
世繪)그림이 부적처럼 팔리고 문 입구에 부쳐지는 벽사물(辟邪物)이 될 정

도로 신불의 확실한 변신을 시현했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즉 아라고토의
38) 히루마(比留間尙)는｢에도가이초년표江戶開帳年表｣(뺷江戶町人の硏究뺸 제2권, 吉川弘文
館, 1973)에 에도에서 열린 가이초에 대하여 전기(承応3～元文5년/87년간), 중기(寬保元
年～天明8/ 48년간), 후기(寬政元年～慶応4/80년간)로 나누고 있는데, 전기에서 후기까지
1565회가 열렸고, 이가이초가 824회, 데가이초가 741회였다고 한다. 연대적으로는 간포
(寛保)에서 덴포(天保)에 걸친 시기가 가장 활발했는데 연 평균 13회 내지 14회가 열린
셈이다
39) 芸能史硏究會編, 뺷日本芸能史5뺸 法政大学出版局,1986, 346쪽.
40) 服部幸雄, 뺷大いなる小屋-江戶歌舞伎の祝祭空間뺸, 平凡社, 1994, 33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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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荒事の見得)의 발상이 신불의 시현이라는 배경에는 가부키가 사사의
간진 흥행과 가이초 흥행 정책을 활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실제로 배우들이 신불로 모셔지기 시작한 것은 분세이(文政,1818～30)부
터다. 명배우가 사망한 후 그들의 이름에 무슨 여래라는 이름을 붙여 그들
을 기리는 가이초가 유행할 정도였다. 가부키 평판기 등에서는 훨씬 이전
부터 배우를 신불로서 패러디하고 있었다.41)
군지 마사카츠는 가이초와 가부키가 이어진 또 하나의 기반에는 가이초
신앙을 이용한 조루리와 가이초의 향락을 이용한 가부키의 태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42) 그는 가이초모노(開帳物)는 대단원, 오오기리(大
切)의 장(場)에 농후하게 나타난 것을 상례로 하는 작품 특색이 있는데, 가

미가타에서는 오도리(踊, 수직적인 춤)로 표현한다면, 에도에서는 대개 신
불의 시현의 형태로 표시된다고 했다. 또 신령의 출현에 가라구리(機關,기
계인형)와 가루와자(輕業, 줄타기, 아크로바트 등의 기예)가 결부한 겐로쿠
기의 신불의 시현에 의한 대단원의 구성에서 공중제비[宙乘り] 극술을 발
생시킨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에도의 신불의 시현(presentation)이라
는 연출은 후에 가부키십팔번43)에 남아 부동(不動), 관우(關羽)혹은 종규
(鐘馗), 용신(龍神) 등의 신불의 상을 생신(生身)으로 보인다는 것과 주로

구마도리의 화장법과 미에(見得)라는 극술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보았다.44)
핫토리 유키오는 “미에라고 부르게 된 연기술은 밀교계의 명왕상(明王
41) 朝倉無聲, 뺷見世物硏究뺸 恩文閣出版, 1991. (최경국, ｢가부키의 도상(圖像) 및 패러디 연
구｣, 뺷명지대 예체능논집뺸 제8집, 1997, 125～126쪽 재인용).
42) 사원예능으로 ‘오토기조시(御伽草子), 고조루리(古浄瑠璃), 셋쿄(說經)이래 신불의 영험
담을 가지고 서민사이에 심어놓은 이미지와 사사(寺社)에 예속한 예능자의 무리, 민간신
앙에 의지된 힘과 양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조루리는 그 이야기 자체에 있었던
영험담(靈驗譚)에 안주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대하여 가부키는 이것을 흥행 정책에서
이용했다는 경향이 보인다. 郡司正勝, 뺷かぶきの發想뺸, 앞의 책, 168쪽.
43) 가부키십팔번(歌舞伎十八番, kabuki juhachiban)’이란 1832년 7대 이치카와 단주로가 초
대부터 4대까지 초연 한 아라고토 작품 가운데 18개를 골라 가예(家藝)로 정함을 뜻함.
44) 郡司正勝, 뺷かぶきの發想뺸, 앞의 책,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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像), 금강역사상, 신장상을 흉내 내고, 신으로 변신하여 시현하는 신령사(神
靈事)에 따른 것이다”고 했다.45) 나리다산(成田山) 신승사(新勝寺)의 부동

존(不動尊)에 대한 에도 데카이초가 겐로쿠16년(1703) 4월 17일에서 6월 17
일까지 거행되었는데, 이 시기에 4월 21일에서 7월 13일까지 <나리타산 분
신부동 成田山分身不動>을 모리타 극장에서 상연하였다. 이때 초대 단주로
가 금강계(金剛界)의 후도(不動)를 연기했다. <후도(不動)>46)는 정리된 각
본이기보다는 부동명왕의 자세를 연기해 보이는 것 자체에 착안한 것이다.
이때 객석에서 “成田屋(나리타야)! 成田屋(나리타야)!”라고 외친 고함이 단
주로가의 야고야(가문의 호칭)의 시작이라고 전한다.
18세기 말 분카분세이(文化文政)시대에 에도가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하

게 되었다. 당시 에도문화를 가리켜 가세이문화(化政文化)라고도 했다. 이
는 문화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 대형공연 다이
시바이는 경영난에 의해 흥행이 부진했는데 그 원인은 빈번한 화재와 배우
의 급료 인상 청구 등이 있으며 자모토(座元)와 배우가 대립하는 양상도 보
였다.47) 관람료도 비싸졌지만 다이시바이의 흥행부진으로 중견배우가 소
시바이에 출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막부는 번화가나 사사 경내의 임시
흥행장에 출연하는 가부키 배우 다비야큐샤(旅役者)의 공연을 금지하고 에
도 삼좌 가부키 배우의 제자로 들여보내는 것 등 가부키의 통제는 당시 크
게 유행하고 있었던 각종 문화적 요소 전반에 걸친 제재를 의미하는 것이
었다.

45) 服部幸雄, 앞의 책, 345쪽.
46) 겐로쿠10년(1697) 5월 5일 나카무라(中村座)에서 이치카와 단주로가 미마스야효고라는
이름으로 쓰고 출연한 <쓰와모노곤겐소가兵根元曾我>가 <후도(不動)>의 초연에 해당
한다. 고로오가 부친의 원수 쿠도오(工藤)를 만나고도 원수를 갚을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
을 슬퍼하여, 不動明王에 기원하는 중에 얼굴색이 새빨개지면서 아라고토를 행하는 장면
의 내용이다.
47) 守屋毅, 뺷近世芸能興行史の研究뺸, 弘文堂, 1985, 358～38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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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에(見得)와 다치마와리(立廻り)
가부키의 미에는 경극의 리양상(亮相)’과 같이 긴장의 정점에서 순간 조
각상처럼 정지하는 자세이다. 미에 연기는 정지하는 것과 머리를 리드미컬
하게 꺾고, 이때 번뜩이는 눈빛을 동시에 취하는 니라무(睨む: 쏘아보다, 흘
겨보다)의 눈 연기를 특징으로 한다.48) 난투 장면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강
조하고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다치마와리(立廻り)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
는 칼싸움이나 유도(柔道) 등의 양식성이 강한 동작이다. 이를 다테(殺陳)
라고도 한다. 다치마와리에는 싸우는 동작이나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 배우
의 발동작에 맞추어서 무대 상수에서 효시키(拍子木, 나무막대기)로 마룻
바닥을 두드리는 츠케(付け)가 반주되어 긴장감을 보탠다. 사무엘 라이터
(Samuel L. Leiter)의 가부키 사전(Kabuki Encyclopedia)에서 다치마와

리 즉 , 싸우는 동작은 미에 자세들과 하나의 무용 같은 움직임으로 뒤얽혀
있다고 하였다. 대개 검이나 창 그리고 짓테(十手)라고 불리는 손 무기가
선택되지만 때로는 맨손으로 싸우는 장면도 있다. 다치마와리의 가타(型)
들은 안무에 의한 것이고 다테시(たて師ㆍ殺陣師)라는 전문가가 배우들을
가르친다. 영웅이 적의 무리들의 공격을 물리치는 다치마와리의 가타는 좌
우에서 쳐들어오는 그들의 공격을 차례로 피하는 치도리(千鳥; 물떼새), 영
웅이 과장되게 앞으로 나가면 다른 모두가 참새우 형상을 연상케 하는 (선
자세에서 상체를 뒤로 젖혀 양손을 바닥에 대는 동작) 자세로 뒤로 넘어지
는 에비조리(참새우 형상), 행위자가 최대한 점프하고 내려오면서 다리를
벌리고 엉덩방아를 찧는 것으로 그가 패한 것을 나타내는 기바(ギバ), 한
무리의 사내가 영웅의 허리를 잡고 있을 때의 자카고(蛇籠)가타, 단마리(黙

り;무언) 판토마임에서 자주 보이는 허리 잡기 등, 이외에 다른 다치마와리
보다 더욱 정형화 되어 있는 쇼사다테(所作殺陳, 싸움 자세)등, 위아래에서
무기들이 교차할 때 검이나 창으로 보여주는 덴치(天地)기술 등이 있다. 다
48) Samuel L. Leiter, op. cit.,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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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와리에서 주로 많이 쓰는 돔보(宙還り; tonbogaeri의 줄임말)는 공격을
받거나 베이게 되는 순간에 재주넘기를 행한다. 야나기(柳)는 검이나 막대
기로 싸움을 하면서 비스듬히 받아넘기는 것으로 무사는 몸을 돌리지 않고
한쪽 어깨 너머로 뒤쪽의 공격을 받아넘긴다.49) 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아
크로바트의 종류의 수는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에도에서 보다 간사이(關西)에서 먼저 다치마와리의 명인을 배출했는데,
다치마와리의 기본적 양식은 안에이(安永)․덴메이(天明)(1772～88)년간에
완성되었다.50)
가부키와 경극 무타(武打)의 양식적 보법은 기본 양식이 있다. 성별, 연
령, 성격, 신분, 환경의 조건에 따라 인물의 보법이 달라진다. 가부키의 롯
포(六方)는 배우가 손발을 내저으며 위세 있게 걷는 걸음걸이를 말한다. 앞
으로 나갈 때 왼발과 왼손, 오른발과 오른손을 같은 쪽으로 내미는 걸음걸
이다.
미에는 한두 명 혹은 더 많은 배우가 동시에 연기할 때도 있으며 그 종류
도 아주 다양하다.51) 배우가 무대에 나왔을 때 왼손은 칼을 쥐고 오른손은
뒤로 뻗쳐서 높게 올리고 왼발을 앞으로 내딛는다. 이때 고켄(後見)52)이 양
49) Ibid., pp.385～387.
50) 河竹繁俊, 뺷演劇百科大事典뺸 平凡社, 1987, 505～6. 참조.(강춘애, 앞의 논문, 269쪽에서
재인용.)
51) 겐로쿠 미에(元祿の見得)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미에의 종류는, (1) 에맨노 미에[繪面の見
得] (2) 후도우노 미에[不動の見得] (3) 하시라마끼노 미에[柱卷きの見得] (4) 힙파리노
미에[引張りの見得] (5) 이시나게노 미에[石投げの見得] (6) 소구미에[足見得] (7) 텐치진
노 미에[天地人の見得] (8) 텐치노 미에[天地の見得] 이외에 마츠오 미에[松王見得], 요코
미에[橫見得] 등 다양한 종류의 미에에 대한 설명은 강춘애 ｢가부키와 경극의 무장(武將)
형 연기양식｣, 앞의 논문, 294～296쪽 참조바람.
52) 고켄(後見ㆍBehind-seeng)은 무대에서 배우의 뒤에 위치해 배우의 옷매무새를 바로잡거
나 소도구를 건네주거나 대사를 알려주는 보조 역할을 한다. 고켄은 그들이 돕고 있는
배우의 제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우에 따라 검은 복장에 검은 두건 차림인 경우를
쿠로고(黒子; Kurogo) 또는 쿠론보(黒んぼ;Kuronbo)라고 한다. 무용극 공연에서는 가문
의 문장이 딸린 기모노(crested kimono)나 갈라진 스커트 바지인 하카마를 입고 얼굴을
드러내고 등장한다. 그리고 연기자가 춤을 추다 추락하는 사고가 나면 고켄은 즉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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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를 높이 올려서 날개를 펴는 것 같은 포즈를 만든다. 이것이 겐로쿠 미
에(元祿の見得)이다. 이 미에는 불(佛)을 수호하는 무장(武將) 다문천(多聞
天)의 자세와 흡사하다. 다문천 무장의 자세에 의탁하여 에도의 서민을 지

키는 기개를 나타낸 것이라면, <시바라쿠>는 악마를 물리치고, 진혼(鎭魂)
의 기원을 담은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에 대항하는 악역도 힘을 측량
할 수 없을 정도의 악이 됨으로써 그것을 쓰러뜨리는 자가 한층 강하게 보
이는 것이 아라고토 연기술의 특징이다.53)
오가사와라 쿄코(小笠原恭子)는 미에라는 극술은 신불의 상을 살아있는
신체(生身)로 보여주는 것에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미에 종류
와 신불명의 관련을 연구한 것은 니시야먀마츠노스케(西山松之助)의 겐로
쿠 미에 장왕권현설(藏王權現說)이고, 토이타 코오지(戶板康二)의 하시라마
끼노 미에(柱卷きの見得)의 구리가라부동설(俱利迦羅不動說) 등이 있다. 직
접 인왕상과의 관계를 연구한 것은 핫도리 유키오이다. 그는 에도가부키
론 江戶歌舞伎論에서 인왕의 아(阿, 입을 벌린 형상, 숨을 내뱉는 呼)와 운
(吽, 입을 다문 형상, 들이쉬는 吸)의 사진을 설명하면서 아라고토의 구마도

리와의 관련을 생각하게 한다54)고 했지만, 겐로쿠 미에와 인왕상의 사진을
비교하면, 입 모양뿐만 아니라 손의 위치와 발의 구도 등에서 공통점을 발
견하게 된다.55) 한국 사찰 입구 양쪽에 세워진 사천왕에서도 아와 운의 그
로테스크한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부키 배우의 미에 연기술이
여기서 발상하였다는 것은 뜻밖일 것이다. 토이타 코오지(戶板康二)는 가
부키십팔번 歌舞伎十八番에서, ‘오른 손은 뒤쪽으로 당기고 왼쪽 다리를
배역을 떠맡을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뛰어난 고켄이 되기 위해서 당사자는 공연의
모든 측면에 밝아야 한다. Samuel L. Leiter, op. cit., p.200. 또한 가부키18번 등 양식성이
강한 레파토리에서는 가발을 쓰고 가미시모(裃, 무사의 예복)을 입은 자세로 임한다.
53) 相馬皓, 뺷歌舞技衣裳と扮裝뺸, 講談社, 1961, 121～123쪽.(강춘애, ｢가부키와 경극의 무장
(武將)형 연기양식｣ 앞의 논문, 290쪽 재인용.)
54) 服部幸雄, 뺷江戶歌舞伎論뺸 岩波書店, 1993, 215쪽.
55) 小笠原恭子 編, 뺷歌舞技の世界: 美と惡の劇空間뺸, 下卷, 有精堂出版, 1988,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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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놓는 형태야말로 사원의 불상 중에서도 가장 위력을 느끼게 하는
사천왕의 자세와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군지 마사카츠는, “미에라는
극술은 신불의 상(像)을 살아있는 신체(生身)로 보이는 것에 있다”라고 했
다, 그 이후, 다케이 쿄죠(武井協三)는 인왕(仁王), 염마(閻魔), 나한(羅漢)
등 ‘신불(神佛)의 흉내’를 연기해 보인 소박한 모노마네(物眞似, 흉내 내기)
연기 예술이 겐로쿠 가부키의 중요한 취향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가부키
의 독특한 연기인 미에의 출발점은 인왕을 흉내 내기에 있다. 인왕의 아
(阿)와 운(吽)의 두 가지 가타(型)의 모습을 한 사람의 배우가 ‘움직임-정지
-움직임-정지’라는 흐름으로 표현한다. 이는 한 사람의 배우가 순서대로

움직임 속에서 정지하는 연기가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시간의
정지라고 하는 요소의 유래와 필연성을 인왕상이 갖는 두 가지 포즈의 연
속 흉내 내기라고 하였다.56)
겐로쿠 시대 에도의 과장된 아라고토 스타일의 가부키는 초인적인 힘의
상징인 사천왕상, 십이지신상, 인왕산과 같은 밀교계의 신상(神像)들로 단
주로가 신앙으로 했던 신들의 형상에서 영감을 끌어 온 것이다. 따라서 구
마도리는 아라고토 스타일에서 필연적인 변신이다. 실제 단주로는 무대에
서 에도 서민의 수호신인 신불(神佛)의 분신으로 등장하였다. 이들 신상의
그로테스크한 힘을 시각화한 분장법 구마도리와 연기양식이 가부키의 미
에이다. 실제로, ‘미에라는 극술은 신불의 像을 生身으로 보이는 것에 있다.’
9세기 초에 일본에 나타나고 있는 신장형의 신상에서 미에의 공통적 특징

을 4가지로 축약하면, (1)공격적인 성향을 되도록 억제하면서 균형을 이루
어 표현의 긴장감과 집약성이 주된 특징이 되며, (2)움직임이 자제되기 때
문에 그 태도는 공격적이기 보다는 방어적이고, (3) 일본인들에 따르면, 두
눈을 교차하는 것이 눈의 선을 한 방향으로 집중시킴으로써 표현의 강도를
배가시킨다는 것. (4) 입술 양끝을 처지게 그림으로써(가부키에서 분장으로

56) 위의 책, 204～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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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듯) 침입자를 위협하는 무서운 표정을 나타낸다 등, 가부키의 자세
는 크든 작든 긴장과 자제심, 고립을 공간 속에 펼쳐 보이는 특징을 나타낸
다.57)
<시바라쿠>를 예로 보면, 아라고토 가부키는 다케히라 악당이 금관 백

의에 구게아레 구마도리를 하고 그의 부하는 전부 얼굴을 붉게 칠하고 붉
은 배를 쑥 내밀고 있는 ‘배불뚝이’이다. 죄 없는 선남선녀를 죽이려는 순간
에 하나미치 쪽에서 “시바라쿠(잠깐만)”를 3번 되풀이하고 초인적인 힘을
보이는 단주로 배우가 하나미치 시치산에 멈춰 자기이름을 소개하는 쓰라
네(가부키 배우가 자기소개 등을 미사여구로 늘어놓는 긴 대사)를 할 때 관
객들은 큰 갈채를 보낸다. 그럼 “가마 미코시(神輿)를 들어볼까?” 라고 외
치고 본 무대로 가서 무사예복의 상반신을 벗고 겐로쿠 미에를 보여준다.
이때 고켄(後見)이 단주로 가문의 미마스(三升, 됫박 3개 문양) 무늬를 그려
넣은 적갈색 소매를 좌우로 펼치면 적군인 배불뚝이가 일제히 큰소리로
“엄청나게 크다”라고 칭찬하는 유치함이 넘치는 것도 아라고토의 특징이

다. 이러면서 주인공이 칼을 뽑아 배불뚝이들을 벤다. 키만큼 큰 칼이라 고
켄이 다른 칼을 등 뒤에서 건네는데 그것은 붉은 피가 흐르는 칼이다. 이
칼을 휘두르면 배불뚝이들은 몇 명이 있건 목이 잘려 쓰려지고, 고켄은 그
수만큼 인형 목을 데굴데굴 굴려 내팽개친다. 단순하고 난폭해서 에도 토
박이들은 이러한 영웅호걸 이야기를 좋아했다. 악한이나 악령을 물리치는
초인적 연기는 신앙에 가까운 경외감을 주었다. 아라고토 주인공의 모습에
서 악령과 병마를 물리쳐줄 신적인 초능력을 믿고 싶었던 게 분명하다.58)
이상과 같이 아라고토의 연기는 악한이나 악령을 물리치는 초인적 연기
로 인하여 에도 서민의 신이 된 이치카와 단주로는 악령보다 더 강인하고

57) Earle Ernst, The Kabuki Theatre, An East-West Center Book, The University of Halu
Press, 1974, pp.178～179. (강춘애, ｢가부키와 경극의 무장(武將)형 연기양식｣ 앞의 논문,
298～299쪽 재인용)
58) 위의 책, 180～18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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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이미지를 신불의 불상에서 차용하였고, 다치마와리에서 보여 지는
미에는 아라고토의 스타일로 특징지어졌다.

2. 특수 무대장치와 극장성
에도의 극장 안에서는 배우와 관객은 혼연일체가 된다. 시바이(芝居, 연
극)의 매력은 동시에 극장의 매력이 된다. 하나미치(花道, 본무대로 등장하
는 객석 왼쪽으로 난 길)를 통해 배우가 등장하는 장면이나 연기를 데하(出
端)라고 한다. <스케로쿠> 데하에서 관객은 나리타야(成田屋, 이치카와 단

주로의 집안 이름 옥호)라고 외치고, 맛테마시타(기다렸습니다)라는 추임
새를 한다. 스케로쿠가 하나미치의 시치산(七三)에 멈추어 서서 확 펼친 뱀
눈 우산으로 멋지게 포즈를 취한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일본제일’이라는 추
임새가 나온다.59) 하나미치가 객석 속으로 뚫고 들어가 관객과 함께 어울
리는 도시 축제의 분위기와 함께 객석과 무대 전체를 하나의 ‘역동적인 연
극 공간’으로 바꾸어버리는 ‘극장성theatricality)’은 극장전체를 커다란 공
감, 도취의 장소로 만든다.60)
사지키(棧敷, 객석) 발달 과정과 가부키의 독특한 하나미치는 적어도 원
문(元文)5년(1740) 경에 상설되었고, 하나미치라는 명칭이 정착되었다. 이
시기에는 가부키의 무대기구가 크게 변혁되어 호레키 3년(1753) 오사카에
서 무대 밑에 대도구 등의 장치물을 고스란히 위로 밀어 올리는 큰 세리아
게(迫り上げ)와 출연배우를 실은 다음, 무대 위로 오르고 내리게 조종하는
장치로서의 작은 세리아게가 본무대의 리프트 기능을 했다. 반면에 숫뽄
(すっぽん)은 하나미치의 시치산에 위치한 리프트로 하나미치의 마루 일부

를 사각형으로 잘라 배우를 등장시키는데 주로 귀신의 등퇴장용으로 사용
된다. 극장 무대 마루 밑의 지하실을 나락(奈落)으로 통하는 일종의 도드래
59) 가와타케 도시오, 최경국 역, 앞의 책, 66쪽.
60) 위의 책, 7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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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레회전식 나무틀)를 돌려서 회전시켰다. 스탭이 등 뒤에 타오르는 긴 향

다발을 메고 도르래를 돌리면 연기는 무대 위로 서서히 올라오는 등장 배
우의 모습을 아련하게 보이게 하는 스모그 효과를 냈다.
가부키의 중요한 무대장치는 회전무대인데 이 장치는 에도의 가부키 작
가 나카무라 덴시치(中村傳七) 창안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무대 위에 동그
란 쟁반을 올려놓고 돌리는 방법을 발명하여 회전 무대의 원형을 만들어낸
사람은 무네스케의 제자인 나미키 쇼조(竝木正三, 1730～73))이다. 그는 호
레키8년(1758)에 회전무대를 창안하여 오사카 가도 극장(角座)에서 자신의
작품인 <산짓코쿠 요후네노하지마리 三十石夜船始>의 마지막 막에서, 성
이건 저택이건 배건 몇 개의 장면을, 난투 중인 배우를 태우고 몇 번이고
돌려서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 메커니즘은 ‘팽이돌리기에서 착상’ 한 것이
다.61)
1804년에서 1848년에 걸쳐 다양한 장치가 만들어졌다. 움직이는 도구(引
道具, 배경이나 그 외의 도구에 바퀴를 달아 움직일 수 있게 하여 무대의

정경을 바꾸는 장치)인 간도가에시(がんどう返し)는 극장에서 무대의 대도
구를 뒤로 90도 눕혀 전에 바닥이었던 면을 수직으로 세워 장면을 전환시
키는 장치이다. 야타이 구즈시(屋台くずし)는 극장에서 무대의 대도구 건
물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보여주는 장치이다.
<5인의 도둑 白浪五人男>의 대단원에서 무대에는 가마쿠라 극락사의

산문이 펼쳐져 있다. 도망쳐 온 벤텐코조(弁天小僧, 나쁜 일을 한 도둑)가
많은 추격자들을 상대로 난투극을 벌인 다음 지붕 한 가운데서 선 채로 할
복자살을 하는 장면에서 미에를 보여준다. 그러자 지붕 전체가 반대 방향
으로 천천히 90도 회전해서 넘어간다.62)이것이 스펙터클한 간도가에시의
무대 전환법이다. 이와 같은 특수 무대장치들은 아라고토 무장형 연기양식
을 신속하고 박진감 넘치게 하여 관객을 매료시켰다.
61) 위의 책, 92쪽 참조.
62) 위의 책,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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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는 말
에도의 가부키는 구마도리와 미에라는 극술을 낳았다는 것에서 무장형
연기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아라고토는 겐로쿠 가부키의 현저한 특징 가운
데 하나다. 겐로쿠 가부키라는 한 시대의 양식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치카와 단주로 가문의 아라고토이다. 아라고토는 그 출발부터 사원의 개장
(開帳, 가이초)과 깊은 관계가 있다. 아라고토 미에는 신불의 흉내내기 연기

에 착안하여 악한이나 악령을 물리치는 초인적 연기를 보여주었다. 에도
서민에게 신이 된 가부키 배우 단주로에게 악령과 병마를 물리쳐줄 신적인
초능력을 믿고 싶도록 한 그의 연기는 에도시대를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근세극장의 흥행제도는 겐로쿠의 민중의 오락신앙과 사원의 개장(開帳,
가이초)과의 관계에서 가부키의 연출, 극술, 희곡의 구조를 비롯해 민속이
가지고 있는 예능의 장에서 겐로쿠 시대의 가부키 시스템을 확립시켰다.
이는 아라고토의 미에(荒事の見得)의 발상이 신불의 시현이라는 배경에는
가부키가 사사의 간진흥행과 가이초 흥행 정책을 활용하였다는 것을 입증
한다.
에도 막부는 극장가를 유곽 요시와라(吉原)와 똑같이 환락과 퇴폐를 상
징하는 아쿠쇼(惡所)로 규정하고 통제하였지만, 유곽과 신사가 밀집해있는
아사쿠사를 중심으로 조닌과 도시 하층민의 예능의 참여가 문화의 중심지
로 만들었다는 근세 가부키의 또 다른 이면은 향후 심층적 연구가 기대된
다.

이 논문은 2015년 7월 31일에 접수되어,
2015년 8월 13일에 심사를 의뢰하여 8월 28일에 심사 완료되었으며,
2015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수정하여
2015년 9월 16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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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dea of Acting Styles of Warrior-type Characters in
Edo Kabuki Theatre
Kang, Choon-ae
This manuscript research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ylized
acting in Kabuki through the division of characters according to
Yakugara (stock characters) in the context of theater history. This
paper also addresses the origin of mie in Aragoto, focusing on the
process by which Asakusa had developed as a center of culture in the
Edo(江戶; the old name of Tokyo) era.
In Japan, the style of classical theatre which is based on Kata (型;
form) is determined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stock character.
Yakugara(役柄, role type) express the personality of the characters.
The fact that Kabuki has Yakugara means that it has a training
system of acting about actor's body and voice.
Kabuki actors who have to live the lives of others for their life time
since their childhood transform their physical conditions through the
training of their bodies and voices.
The heavily stylized Kabuki was considered a completion of acting
styles in theatrical art in the tradition of stylized plays. In particular,
the mie poses in Kabuki, which are meant to demonstrate strong
emotion and important moments in the style of close-up plays,
originated from the Shodai Ichikawa Danjuro(初代 市川 段十郎, )(1660
–1704) in the Aragoto style of Kabuki. Ichikawa Danjuro appeared
as a symbol of a super power and the guardian god of the ordinary
people in the Edo era. His appearance shows that this tough,
powerful, and beautiful style of acting developed agains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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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of the Edo era, the special era.
Bakufu in Edo era prescribed the theater district as Akusho(惡所),
which represents pleasure and decadence and controlled it.
Nevertheless, it became a center of culture and the free space of the
urban people. The main reasons of Kabuki’s wide popularity as a show
business were because of the developed entertainment system and the
establishments of the theaters in some big cities.
I explored the process of how Asakusa which was one of Edo's outer
zones had developed into a center of culture and performance
facilities of show business.
Especially I confirmed that the forming background of Aragoto Mie
(荒事の見得), which is the features of the warrior type acting style is
closely related with of Kaichō kōgyō(開帳興行).
Key Words : Edo Kabuki, Kata, kumadori, Aragoto, Mie, Kaichō kōgyō,
Tachimawari, Asak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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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潤一郎新々訳源氏物語뺸의 특징 일고찰
- ｢蛍｣, ｢常夏｣, ｢篝火｣, ｢野分｣를 중심으로63)김상원*

目

次

Ⅰ. 서론
Ⅱ. 본론
1. ｢蛍｣, ｢常夏｣의 특징
2. ｢篝火｣, ｢野分｣의 특징
Ⅲ. 결론

【국문초록】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는 뺷源氏物語뺸를 세 번씩이나 현대어역한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현대어역된 것이 바로 뺷潤一郎新々訳源氏物語뺸이다. 본고에서는
뺷源氏物語뺸 원전과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의 뺷全訳源氏物語뺸, 그리고 뺷潤一郎
新々訳源氏物語뺸를 텍스트로 하여 뺷潤一郎新々訳源氏物語뺸에 나타나는 특징을 고

찰하였다. 연구범위는 소위 ｢玉葛十帖｣라 불리는 부분 중 ｢蛍｣, ｢常夏｣, ｢篝火｣, ｢野
分｣만으로 한정하였다.

다니자키는 ｢饒舌録｣에서 일본문학에서 뺷源氏物語뺸가 가지는 우수성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그동안의 국내외의 많은 연구로 인해 문체와 플롯, 등장인물
들의 설정, 네크로필리아(necrophilia)와 모성사모(母性思慕)모티브 등의 다양한 측
면에서 다니자키의 소설들이 뺷源氏物語뺸와 관련성이 있음이 선행되었다.
* 동국대학교 일어일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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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뺷潤一郎新々訳源氏物語뺸를 다니자키의 또 하나의
창작물로 규정하고 뺷源氏物語뺸 원전과의 수용과 변용양상을 고찰하였다.
주제어 : 源氏物語, 谷崎潤一郎, 谷崎源氏, 現代語訳, 玉葛十帖

Ⅰ. 서론
최근 한국문단에서는 모 인기여류작가의 표절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그것도 그녀가 국내에서 베스트셀러작가이며 다수의 작품이 해외로 번역
되어 출간된 국제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작가라는 점과 동시에 표절시비가
된 작품이 일본의 우익작가의 것이라는 데 더욱 이슈가 되었다.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을 도용하여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발표하
는 행위이다. 씨의 표절진위여부를 차치하고, 문학작품을 포함한 모든 예술
작품은 모방(imitation)의 연속이다. 플라톤의 미메시스(Mimesis) 이론 이
후 문학작품은 여타의 예술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흉내내기의 모방에 불과
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메시스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긍정적인 것
으로 변화해 문학에 있어 모방은 단순한 흉내내기가 아닌 발견하는 행위로
변모한다. 즉 모든 문학작품의 제재는 모방일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자신
만의 독창성이 투영되어 있을 때 문학이 추구하는 이상이 실현된다는 것이
다.
일본근대문학에 있어 많은 일본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에 이러한 모방
을 시도한 고전문학작품이 있다. 바로 源氏物語이다. 헤이안(平安)시대
중기인 1010년경에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1)이므로 지금으로부터 약
천여 년 전에 쓰인 작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

1) 小町谷照彦, 뺷源氏物語を読むための基礎百科뺸, 學燈社, 2004,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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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郎)2), 시가 나오야(志賀直哉),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호리 다츠

오(堀辰雄)등의 많은 일본의 근대작가들이 源氏物語의 영향을 받은 작
가3)로 알려져 있다. 이들 작가 중 특히 다니자키는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통해 그의 많은 작품들에 상당부분 源氏物語적 요소들이 이입되어 있는
것이 고찰되었다. 또한 다니자키는 1939년부터 1965년에 걸쳐 세 번씩이나
源氏物語 현대어역에 작업에 착수할 정도로 源氏物語에 관심을 보인

작가이다. 첫 번째는 1939년에 간행이 시작된 潤一郎訳源氏物語(통칭<旧
訳>)이고, 두 번째는 1951년에 <旧訳>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식으

로 만들어진 潤一郎新訳源氏物語(통칭<新訳>)이며, 두 개의 현대어역을
거쳐 1964년도부터 1965년도에 걸쳐 탄생한 것이 바로 潤一郎新々訳源氏
物語(통칭<新々訳>)4)이다.5)

본고에서는 이러한 다니자키의 源氏物語 현대어역본 중 마지막 번역
본인 谷崎源氏를 중심으로 원전인 源氏物語 와의 차이점을 고찰하며
아울러 谷崎源氏의 源氏物語 수용과 변용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源氏物語 원전과 谷崎源氏, 그리고 요사노 아
키코(与謝野晶子)의 全訳源氏物語6)를 대상으로 각각의 텍스트를 비교분
석하여 谷崎源氏의 특징을 고찰한다. 요사노 아키코는 다니자키와 동시
2) 이하 ‘다니자키’라 칭함. 본고에서는 작가명과 작중 등장인물을 표기할 때, 처음으로 나오
는 것은 한글과 한자를 동시에 표기하나, 두 번째 이후에는 한글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
로 삼았다. 작품과 서명은 원제목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3) 坂根俊英, ｢近代文学の｢源氏物語｣受容史-研究史概観を中心に-｣, 뺷近代文学試論뺸40号,
広島大学近代文学研究会, 2002, 205～207쪽.
4) 이하 ‘뺷谷崎源氏뺸’라 칭함.
5) 大津直子, ｢二つの谷崎源氏-国学院大学院뺷潤一郎新訳源氏物語뺸草稿より見る一考察-｣,
뺷文学․語学뺸, 全国大学国語国文学会, 2010, 10쪽.
6) 뺷全訳源氏物語뺸는 요사노 아키코의 두 번째 뺷源氏物語뺸 현대어역본에 해당된다. 첫 번째
현대어역본인 뺷新訳源氏物語뺸는 1912년 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金尾文淵堂에서 간행
되었으며 두 번째 현대어역본인 뺷新新訳源氏物語뺸 역시 동 출판사에서 1938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간행된다. 이후 1970년도부터 角川文庫에서 발행되면서 서명이 뺷全訳源
氏物語뺸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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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인물로서 源氏物語를 두 번이나 현대어역 하였을 정도로 다니자키 못
지않게 源氏物語에 열정을 가졌던 작가이다. 따라서 요사노 아키코의 
全訳源氏物語를 또 하나의 텍스트로 삼는 것은 谷崎源氏의 특징을 고찰

하는데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연구
범위로는 源氏物語의 이른바 ｢玉鬘十帖｣ 라 불리는 22장부터 31장까지
중 ｢玉鬘｣, ｢初音｣, ｢胡蝶｣을 제외7)한 25장부터 28장까지의 ｢蛍｣, ｢常夏｣, ｢
篝火｣, ｢野分｣로 하며 본론에서의 인용문의 순서는 源氏物語 원전, 全訳
源氏物語, 谷崎源氏의 순으로 한다.

Ⅱ. 본론
1. ｢蛍｣, ｢常夏｣의 특징
｢玉鬘十帖｣은 다마카즈라(玉鬘)만의 성장과정을 담은 부분으로 源氏物
語에 등장하는 많은 여인들 중에서 양적으로도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된

셈이다. 다마카즈라는 겐지가 17세일 때 급사한 유가오(夕顔)와 도노추조
(頭中将)8) 사이에 생긴 딸로, 유가오가 죽은 후 겐지는 다마카즈라를 돌보

려고 하였지만 결국 그러지 못하고 만다. 즉 ｢玉鬘十帖｣는 겐지가 돌보지
못한 다마카즈라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리는 부분9)으로 유가오
가 등장하는 源氏物語 4帖의 ｢夕顔｣ 이후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 기존
의 源氏物語의 시간에 흐름에 따른 진행과는 별개의 이야기과 되는 셈이

7) ｢玉鬘｣에 대해서는 졸고 ｢｢玉鬘｣와 谷崎潤一郎소설 비교｣ (뺷동아시아고대학뺸36, 동아시
아고대학회, 2011, 439～463쪽)에서 고찰한 바 있으며, ｢初音｣와 ｢胡蝶｣의 경우 분량이
적고 뺷源氏物語뺸 원전과의 상이성이 도출되지 않는 점으로 생략하기로 한다.
8) 본고에서 연구범위로 삼는 부분에서는 도노추조의 계급이 내대신(內大臣)으로 진급하지
만 이하 ‘도노추조’로 통일하기로 한다.
9) 日向一雅, 뺷源氏物語の世界뺸, 岩波親書, 2004,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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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玉鬘十帖｣는 결국 源氏物語 내에서 독립적이며 단편적인 요소를 지
니고 있는 것이다. ｢玉鬘十帖｣의 대략적인 플롯은 다음과 같다.
유가오가 죽은 후 다마카즈라의 유모는 다마카즈라를 데리고 자신의 남
편이 발령받은 츠쿠시(筑紫)로 내려간다. 그곳에서 다마카즈라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 지방 호족인 다이후노겐(大夫監)이 강제로 구혼하며 결혼하
려 하자 유모부부는 그녀를 데리고 츠쿠시를 탈출한다. 이후 우여곡절을
통해 예전 유가오를 모시던 시녀 우콘(右近)을 만나게 되고 우콘이 이 소식
을 겐지에게 전하자 예전의 유가오를 잊지 못하던 겐지는 결국 다마카즈라
를 양녀로 들이게 된다. 이후 겐지는 다마카즈라의 신분에 대하여 그녀는
물론 도노추조에게도 알리지 않고 양녀로 키우는 동시에 연모의 감정도 함
께 품는다. 겐지가 양녀로 들인 후 다마카즈라에게는 호타루노미야(蛍宮)
등 수많은 귀공자들로부터 구애의 편지가 도착하지만 겐지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 이후 다마카즈라는 천황의 행차가 있던 어느 날 겐지와 꼭 닮
은 레제(冷泉)천황을 보게되고 천황의 후궁으로 들어갈 것을 고민한다.
이윽고 겐지가 양녀로 들인지 2년 후 다마카즈라의 성인식이 거행되고
이때 겐지는 드디어 다마카즈라의 출생의 비밀을 모두에게 알린다. 이후
겐지는 더욱 노골적으로 다마카즈라에게 사랑의 감정을 호소하게 되지만
다마카즈라는 호타루노미야에게만 답장을 쓰며 다른 이들의 수많은 유혹
을 뿌리친다. 그러나 결국 다마카즈라는 레제천황의 후궁으로 들어갈 것을
결심하였으나 평소 다마카즈라에게 열렬히 구혼하던 인물 중 하나인 히게
쿠로(鬚黒)대장이 시녀를 매수해 강제적으로 다마카즈라를 손에 넣는다.
이 일로 결국 다마카즈라는 히게쿠로와 결혼하게 된다. 그러나 다마카즈라
는 히게쿠로와의 결혼 이후에도 궁중에 출사하였고 히게쿠로의 아들도 낳
게 된다.
이와 같은 플롯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蛍｣는 다마카즈라에게 구혼하던
많은 이들 중 호타루노미야가 다마카즈라를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
는데, ｢蛍｣ 이후 ｢玉鬘十帖｣에 나타나는 谷崎源氏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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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음은 겐지가 다마카즈라에게 구혼하는 호타루노미야에 대하여 설
명하는 일부분이다.
い

ころ

活けみ殺しみいましめおはする御さま、10) (195쪽)
(칭찬하였다가 비방하였다가하면서 경계하라고 주의하시는 모습)
い

宮のことも活かせも殺しもしながら訓戒めいたことを言っている源氏は、
0

(87쪽)
(0호타루노미야도 칭찬하였다가 비방하였다가하면서 경계하라고 말하는 겐

지는)
ほ

けな

い

昨日は褒め、今日は貶し、活かしたり殺したりしてお諭しになります御様
0

子が (298쪽)
(어제는 칭찬하고 오늘은 비방하며, 칭찬하였다가 비방하거나 하며 타이르

시는 모습이)

상기 예문은 호타루노미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마카즈라에게 언급
하는 부분이다. 첫 번째 예문인 源氏物語 원전에서는 겐지가 호타루노미
야에 대하여 ‘活けみ殺しみ(칭찬하였다가 비방하였다가)’ 한다고 묘사하고
있으며, 두 번째 예문인 全訳源氏物語 역시 원전과 같은 의미로 현대어역
하고 있다. 반면 세 번째 예문인 谷崎源氏에서는 ‘活けみ殺しみ’의 의미
를 두 번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昨日(어제)’와 ‘今日(오늘)’이라는 시제표현
까지 동원하여 그 표현이 다마카즈라에게 얼마나 자주 언급되었는지를 강
조하고 있다.
앞서 ｢玉鬘十帖｣의 플롯 전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겐지가 다마카즈라
에게 연모의 감정을 품고 있었던 만큼 그녀에 대한 다른 이들의 구애가 겐
10) 본고에서 뺷源氏物語뺸 원전의 인용문은 뺷源氏物語三뺸(阿部秋生外3人, 小学館, 1990), 요사
노 아키코의 뺷全訳源氏物語뺸는 뺷全訳源氏物語․中巻뺸(与謝野晶子, 角川文庫, 2006), 다니
자키의 뺷谷崎源氏뺸는 뺷谷崎潤一郎全集․第二十八巻뺸(谷崎潤一郎, 中央公論社, 1983)에 의
하며 본문에서는 쪽수만 기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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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게 못마땅한 것은 문맥상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여부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谷崎源氏에서는 겐지의 다마카즈라에 대한 <질투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谷崎源氏에서 ‘活けみ殺しみ’의 의미가 반복
되고 있는 것은 겐지가 다마카즈라와 호타루노미야의 만남을 진심으로 바
라는 것이 아니며,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질투> 심리는 등장인물들 간의 삼각관계에서 일어나
는 것으로 다니자키는 자신의 소설들에 이를 주로 주인공의 히로인, 혹은
성(性)에 대한 욕망의 기폭제로 사용한 작가이다. 鍵의 ‘나(私)’, 卍의
소노코(園子), 猫と庄造と二人のおんな의 시나코(品子)가 그 대표적인 예
로, <질투>의 감정으로 인해 이성(異性)에 대한 소유욕을 자극시키는 것이
다. 즉 상기예문에서의 ‘活けみ殺しみ’의 반복사용 역시 같은 맥락으로 파
악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수법은 상기 예문 이외에도 ｢蛍｣에서 자주 보인
다.
호타루노미야는 다마카즈라를 방문한 이후, 구애의 편지를 멈추지 않는
다. 이를 안 겐지는 다마카즈라에게 답장을 쓸 것을 권유한다. 다음은 겐지
의 말이다.
今日の御返り (p.196)
(오늘 답장을)

ぜひ今日はお返事をなさい (p.87)
(부디 오늘은 답장을 하세요)

この御返事を (p.299)
(이 답장을)

상기 예문의 첫 번째인 源氏物語 원전에서는 겐지가 다마카즈라에게
‘今日’까지라는 시간을 한정하여 답장을 쓸 것을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예

문인 全訳源氏物語에서도 원전과 마찬가지로 ‘今日’이라는 한정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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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예문인 谷崎源氏에서는 ‘今日’을 생략
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적인 제약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 답장을 권유는 하
였으나 암묵적으로 답장을 미루어도 좋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역시 谷崎源氏에서 겐지에게 <질투>의 감정을 확대 이
입시킨 번역이라 할 수 있겠다.
｢常夏｣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호칭의 문제이다. ｢常夏｣에는 오

미노키미를 포함해 12명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 플롯의 중심이
되는 인물인 유기리(夕霧)와 가시와기(柏木)를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源氏物語 원전에서 유기리와 가시와기의 호칭은 각각 ‘中将’와 ‘中将の君’,

그리고 ‘右中将’와 ‘中将の朝臣’이며 谷崎源氏에서도 원전에 사용된 호칭
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호칭에는 <中将>이라는 계급이
함께 쓰여, 자칫 독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를
谷崎源氏에서는 작자주를 붙여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해 
全訳源氏物語에서는 작자주(作者註)를 사용하지 않고 본문 안에서 호칭을

변경하여 직접 인물설명을 하고 있다. 유기리의 경우는 <子息の中将>와
<子息の右中将>, 가시와기의 경우는 <兄の中将>와 <右中将>라는 호칭이

그것이다.
谷崎源氏에는 작자주가 많이 사용된다. 이는 요사노 아키코의 全訳源
氏物語와는 다른 현상이다. 谷崎源氏에 작자주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源氏物語 원전의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려는 작자의 의도

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
니자키가 源氏物語를 변용하여 자신만의 谷崎源氏라는 현대어역본을
창조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常夏｣에서는 오미노키미(近江の君)라는 여성이 등장한다. 오미노키미

는 도노추조가 겐지의 양녀 다마카즈라의 명성을 부러워하여 이에 대항하
기 위하여 입양한 딸이다. 예전에 자신의 애인이었던 유가오에게 딸이 하
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이 다마카즈라라는 것은 알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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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낸 것이 바로 오미노키미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매번 도노추조를
실망시킨다. 교양이 없고 학식이 없으며 어리석기 때문이다. 용모는 몸집이
작고 애교도 있지만 이마가 좁아 품위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도노추조
는 그녀의 얼굴이 자신과 닮은 부분도 있는 탓에 자신의 딸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다음은 그러한 오미노키미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다.
かたち

あいぎゃう

かろ

容貌はひぢぢかに、愛敬づきたるさまして、髪うるはしく、罪軽げなる
ひたひ

0

そこな

を、額のいと近やかなると、声のあはつけさとに損はれたるなめり。 (234쪽)
(용모는 친금감 있고 애교스러우며 머리모양이 훌륭하여 결점은 그다지 없

지만 이마가 상당히 좁고 목소리가 경박하여 반감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あいきょう

姫君の容貌は、ちょっと人好きのする愛嬌のある顔で、髪もきれいである
とんきょう

が、額の狭いのと頓狂な声とにそこなわれている女である。 (113～114쪽)
(아씨의 용모는 조금 호감스럽고 애교 있는 얼굴로 머리칼도 예쁘지만, 이마

가 좁고 괴상한 목소리로 반감을 사는 여자이다.)
うるわ

ぜんせ

姫君は小柄な顔立ちで、愛敬があって、髪が麗しく、前世の果報も悪くな
0

いように見えるので、額が非常に狭いので、声の上っ調子なのだが、すべて
こわ

を打ち壊しているようです。 (331쪽)
(아씨는 작은 체격의 생김새로 애교가 있고 머리칼이 아름다워 전생의 과
보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마가 상당히 좁고 목소리의 경박함이
모든 것을 깨부수는 것 같습니다.)

도노추조는 고키텐여어(弘徽殿女御)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오미노
키미의 방을 엿보게 된다. 거기서 도노추조는 고세치(五節)라는 시종과 쌍
륙(雙六)을 두고 있는 오미노키미의 외모를 관찰하게 된다. 상기 예문은 도
노추조의 눈에 비친 오미노키미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다.
먼저 源氏物語 원전의 예문에서의 ‘罪軽げなるを’라는 것은 <見苦し

くない>라는 의미이며 ‘罪’는 <欠点>의 의미11)이다. 그런데 全訳源氏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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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이는 작자의 해석의 편의를 위한 것이

라 할 수 있겠으나 상기 예문 이외에도 全訳源氏物語에는 이처럼 생략된
부분이 적지 않다. 한편 谷崎源氏에서는 이 부분을 ‘前世の果報も悪くな

いように見えるので’라고 현대어역하고 있다. 그리고 <欠点>의 의미로 사
용된 ‘罪’라는 단어는 ‘前世の果報’라는 ‘숙세(宿世)’의 의미로 치환되고 있
다.
고니시 진이치(小西甚一氏)에 의하면 ‘숙세’란 과거로부터의 인연(因緣)
에 의해 현재의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던 시대의 ‘세(世)’이며, 源氏物語
54첩을 통해 묘사하려는 것은 이러한 ‘숙세’와 함께 ‘도심(道心)’이라고 주

장12)한다. 즉 겐지가 후지츠보(藤壷)와 도리에 어긋난 관계를 맺는 것도,
스마(須磨)에서 쓸쓸한 세월을 보내는 것도, 가시와기가 온나산노미야(女
三の宮)와 부정을 저지르는 것도 모두 태어나기 이전부터의 인연으로 만들

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숙세’에서 벗어나 인연의 줄을 끊고
평안을 추구하려는 정신이 곧 ‘도심(道心)’이라는 것13)이다.
결국 谷崎源氏에서 원전과는 다른 의미로 ‘前世の果報’라는 표현을 사
용한 것은 작자가 겐지와 유가오, 그리고 도노추조와 유가오라는 삼각관계
와 다마카즈라의 신분에 관한 비밀 등 얽히고설킨 사연을 오미노키미를 바
라보는 도노추조의 시선에 이입시킨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즉 오미노키
미라는 여성을 통해 ‘도심’과는 멀어져 가는 도노추조를 묘사하려 했던 것
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谷崎源氏는 源氏物語를 수용한 면과 변
용한 면이 함께 보인다. 즉 기본적으로 源氏物語 원전의 형태를 수용하고
는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다니자키가 자신의 소설들에서 사용하였던 특징
들을 谷崎源氏에 일부 이입시키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11) 柳井滋外6人, 뺷源氏物語三․新日本古典大系21뺸, 岩波書店, 2002, 19쪽.
12) 小西甚一, 뺷日本文学史뺸, 講談社学術文庫, 2004, 66쪽.
13) 위의 책,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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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篝火｣, ｢野分｣의 특징
｢篝火｣는 谷崎源氏 54첩 중에서 가장 분량이 적다. ｢篝火｣에서는 오미

노키미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것을 알게 된 다마카즈라가 도노추조에게
로 가지 않고 겐지의 양녀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묘사된다. 다음
은 그 일부분이다.
｢げによくこそ｣と、｢親と聞こえながらも、年ごろの御心を知りきこえ
な

ず、馴れたてまつらましに、恥ぢがましきことやあらまし｣と、…(中略)… 憎
0

き御心こそ添ひたれど、 (247～248쪽)
(‘정말로 잘 되었다. 친아버지라고 해도 오랜 세월 간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서 만났더라면 창피를 당할 뻔 했다’고 …(중략)… 밉살스런 마음도 포함돼 있
었지만)
たまかずら

玉鬘は親であってもどんな性格であるとも知らずに接近して行っては恥ず
0

かしい目にあうことが自分にないとも思われないと感じた。…(中略)… 迷惑
0

な恋心は持たれているが、 (122쪽)
성격인지도 모르고 접근해서는 창피
(다마카즈라는 부모이기는 하나 어떤
0
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 …(中略)… 어처
0

구니없는 연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すが

対の君は、ほんに、よくも自分はこの大臣にお縋りしたことよ、まことの
0

親でいらっしゃっても、日頃の御性質も存じ上げないでお近づき申し上げた
0

ら、恥を掻くようなことがあったであろうと、今こそお分かりになるのでし
しょうわる

たが、…(中略)… 少しは性悪な心地も手伝っていますけれども、 (341～342
0

쪽)
(다마카즈라는 정말로 겐지에게 잘 의탁하였다. 진짜 아버지라고 해도 평소

의 기질도 알지 못하고 만났다가는 창피를 당하였을 것이라고 새삼 깨달았지만
…(中略)… 조금은 성품이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도노추조가 아닌 겐지에게로 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겐지의

424 東아시아古代學 第 39 輯 (2015. 09) 東아시아古代學會

‘憎き御心’만큼은 신경이 쓰인다는 다마카즈라의 의중을 묘사한 부분이다.

고어(古語)에서의 ‘憎(にく)し’라는 단어는 <①いやだ, 気に入らない, 腹立

たない ②見苦しい ③侮りがたい>14)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 대하
여 全訳源氏物語에서는 ‘迷惑な’라는 표현으로 현대어역 되어 있어 ‘憎し’
의 첫 번째 의미와 상응한다. 그런데 谷崎源氏에서는 이것이 ‘性悪な’라는
표현으로 현대어역 되고 있다.
‘憎し’와 ‘迷惑な’라는 표현이 겐지의 다마카즈라에 대한 감정, 혹은 겐지

의 행동습관에 대한 표현이라면, ‘性悪な’는 겐지의 타고난 기질에 근거한
표현이다. 다시 말해 겐지의 다마카즈라에 대한 연심 그 자체가 다마카즈
라에 국한된 감정이 아닌 상대를 막론한 누구에게나 그런 행동을 하는 바
람기를 강조한 표현이다. 즉 谷崎源氏에서는 겐지의 다마카즈라에 대한
감정이 그녀를 향한 진심인지에 대한 여부보다는 겐지의 성(性)에 대한 집
착을 부각시키려 한 것이다.
｢篝火｣에서 또 한 가지 고찰하려 하는 것은 경어사용에 관한 문제이다.

다마가미 다쿠야(玉上琢弥)는 源氏物語에서 경어가 사용되는 것은 남성
의 경우 황족과 간다치베(上達部) 이상의 상급귀족까지이며 아무리 특별한
경우일지라도 덴죠비토(殿上人) 이하의 직급에는 절대로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우도 거의 동일하고 또한 그러한 신
분과 경어의 일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켜지고 있다15)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全訳源氏物語와 谷崎源氏에서는 그러한 경어에 대한 규칙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篝火｣에 등장하는 인물은 겐지와 다마카즈라, 그리고 유기리와 가시와

기의 총 4명이다. 그리고 源氏物語 원전에서 경어가 사용되는 것은 겐지
와 다마카즈라 둘 뿐이다. 먼저 겐지의 경우부터 고찰해 본다.

14) 中田祝夫外3人編, 뺷古語大事典뺸, 小学館, 1983, 1252쪽.
15) 玉上琢弥, ｢源氏物語の敬語法｣, 뺷国文学․解釈と鑑賞뺸48(2), 至文堂, 1983,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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き

源氏の大臣聞こしめして、…(中略)…といとおしがり給ふ。 (247쪽)
(겐지대신이 들으시고 …(중략)… 라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源氏の大臣は聞いて、…(中略)…と言って愛されない令嬢に同情してい

た。 (122쪽)
(겐지대신은 듣고 …(중략)… 라 말하며 사랑받지 못하는 영애(令愛)를 동정

하였다)
源氏の大臣もお聞きなされて、…(中略)…と、気の毒がっていらっしゃい

ます。 (341쪽)
(겐지대신도 들으시고 …(중략)… 라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도노추조의 양녀가 된 오미노키미의 이야기를 들은 겐지가 오미노키미
를 불쌍히 여기는 장면이다. 하나의 긴 장문으로 두 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문장으로 첫 번째 예문인 源氏物語 원전에서는 각각 ‘聞こしめして’
와 ‘給ふ’라는 경어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두 번째 예문인 全訳源氏物
語의 예문에서는 각각의 경어표현이 ‘聞いて’와 ‘していた’라는 평서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다마가미 다쿠야가 제시한 源氏物語에서 나타나
는 경어사용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는 현대어역인 것이다.
반면 마지막 예문인 谷崎源氏에서는 ‘お聞きなされて’와 ‘いらっしゃ

います’라는 현대어의 경어로 번역되어 있다. 즉 源氏物語 원전의 경어사
용에 대한 규칙을 잘 살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다마카즈라의 경우는 다음
과 같다.
し

対の姫君おぼし知るを、 (247쪽)
(다이노히메기미가 아시게 되었습니다만)
玉鬘は…(中略)…思われないと感じた (122쪽)
(다마카즈라는 …(중략)… 생각할 수 없다고 느꼈다)
対の姫君は…(中略)…お分かりになるのでした (341쪽)
(다이노히메기미는 …(중략)… 아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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やうやうなつかしううちとけきこえたまふ。 (248쪽)
(점점 온화하게 마음을 터놓으십니다)

ようやく玉鬘も不安なしに親し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 (122쪽)
(드디어 다마카즈라도 불안함 없이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打ち解けていらっしゃいます。 (342쪽)
(마음을 터놓으십니다)

상기의 두 예문은 모두 겐지의 양녀가 된 다마카즈라가 겐지에게 점점
마음을 열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의 일부이다. 우선 호칭의 문제에
있어서 源氏物語에서는 ‘対の姫君’라는 다마카즈라의 계급으로 인물을
호칭하고 있고 谷崎源氏에서도 원전의 형태를 따르고 있으나 全訳源氏
物語에서는 ‘玉鬘’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 대조적이다.

동사의 경어사용에 있어서는 源氏物語 원전에서 ‘おぼし知る’와 ‘きこ

え給ふ’라는 경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시기 이미 태정대
신(太政大臣)이 된 겐지의 양녀로서의 위치를 증명하려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으나 全訳源氏物語에서는 이들 표현이 ‘感じた’와 ‘なった’라는 평서
형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谷崎源氏에서는 ‘お分かりに

なるのでした’와 ‘いらっしゃいます’라는 경어표현의 사용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全訳源氏物語가 현대어역본으로서 독자를 위한 읽기의 편
함을 추구한 반면, 谷崎源氏는 원전의 형식을 보존하려는 의도가 내재되
어 있는 극명한 대비라 할 수 있겠다.
｢野分｣는 겐지가 36세가 되는 때로 유기리가 무라사키노우에(紫の上)를

보고 흠모하게 된다는 것과 도노추조가 오미노키미의 처우를 고민하는 것
이 플롯의 주된 내용이다. ｢野分｣에서 먼저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유기리의
무라사키노우에에 대한 호칭의 문제이다. 다음은 무라사키노우에에 대한
유기리의 심화문(心話文)16)이다.
16) 뺷源氏物語뺸에는 설명․묘사문(地の文), 회화문(会話), 심화문(心話文)의 세 가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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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もねびとゝのひ、 (258쪽)
(여인도 완전히 성인이 되어)
女の美もまた完成の域に (130쪽)
(여인의 미도 역시 완성의 경지로)
そな

女君もお年にふさわしい色香を具え (349쪽)
(부인도 나이에 어울리는 색향을 갖추어)
いら

女の御答へは聞こえぬど、 (263쪽)
(여인의 대답은 들리지 않으나)
女王の言葉は聞こえないのであるが、 (133쪽)
(여왕의 말은 들리지 않으나)
女君の御返事は聞えませんが、 (354쪽)
(부인의 대답은 들리지 않습니다만)

평소부터 무라사키노우에를 연모하고 있던 유기리는 어느날 겐지와 무
라사키노우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그 때의 유기
리의 시점에서의 심화문이다. 먼저 源氏物語에서는 무라사키노우에의 호
칭이 두 곳 모두 ‘女’이다. 그리고 全訳源氏物語에서는 ‘女’와 ‘女王’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호칭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谷崎源氏에서는 ‘女君’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그

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谷崎源氏가 源氏物語 원전의 형식을 충실
히 따르던 것과는 달리 상기 예문에서는 원전과는 다른 ‘女君’이라는 경칭
을 사용하고 있다.
상기 예문은 유기리의 심화문이다. 즉 유기리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무라
사키노우에에 대한 묘사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다니자키 소설에서 중요
한 키워드 중 하나인 <모성사모(母性思慕)>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기리에게 있어 무라사키노우에는 계모이긴 하지만 겐지의 아내로서 엄
되어 있다.

428 東아시아古代學 第 39 輯 (2015. 09) 東아시아古代學會

연한 유기리의 모친이다. 유기리는 그러한 무라사키노우에를 사모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모성사모> 모티브는 이 이외에도 겐지와 후지츠보, 가
시와기와 온나산노미야 등의 관계에서 잠재되어 있는 源氏物語 플롯의
하나의 커다란 축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다니자키 소설에 있어서도 이
는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니자키는 谷崎源氏에서 유기리가 바라보는 무라사
키노우에의 호칭을 경칭으로 바꾸는 것으로 인해 그의 영원한 테마였던
<모성사모> 모티브를 유기리에게 이입시키려 한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野分｣에서는 이후 겐지가 자신의 처첩들에게 문안을 가게 된다. 다음은

그 과정에서 유기리가 겐지와 다마카즈라의 모습을 엿보는 장면이다.
かく戯れたまふけしきのしるきを、あやしのわざや、親子と聞こえなが
ふところはな

ちか

ら、かく懐離れず、もの近かるべきほどかは、と目とまりぬ。 (271쪽)
(이렇게 농을 하고 있는 모습이 속속들이 보여, ‘이상하다 부모자식이라지만

저렇게 품에 안겨 있어도 괜찮은가’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戯れていることは見ていてわかることであったから、不思議な行為であ
ふところ

る。親子であったも懐に抱きかかえる幼年者でもない、…(後略)… (138쪽)
(농을 걸고 있는 것은 보고 안 것으로 이상한 행위이다. 부모자식이라고 해

도 품에 안겨 있을 어린 나이도 아니다 …(후략)…)
誰の目にも明らかに、父大臣がそんな具合に戯れていらっしゃいますの
0

で、妙なこともあるものよ、親子とは申しながら、あのお年頃の姫君を、あ
ふところ

んなに懐へ入れんばかりにして親しくなさるとはと、…(後略)… (360쪽)
(누구의 눈에도 확실히, 아버지가 저런 모습으로 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한 점이다. 부모자식이라고는 해도, 저 나이의 딸을 저렇게 품에 안고 가까이
하는 것은 …(후략)…)

유기리가 겐지와 다마카즈라의 지나치게 친밀한 모습을 보고 둘 사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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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하는 장면이다. 상기 예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겐지와
다마카즈라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谷崎源氏의 서술방식이다.
谷崎源氏에서는 다마카즈라가 겐지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이 유기리

뿐만 아니라 ‘누구의 눈에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이라고
源氏物語 원전에 없는 표현을 부연하고 있다. 즉 제3자. 혹은 독자에게까

지 둘의 행위가 나쁜 행위임을 고발하는 듯한 서술방식이다. 이는 앞서 ｢篝
火｣에서도 살펴보았듯이 源氏物語의 주인공인 겐지를 바람기 있는 여성

편력이 강한 인물로 묘사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은 겐지와 다마카즈라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난 후의 유기리의
심리가 묘사된 부분이다.
くま

いであなうたて。いかなることにかあらむ。思ひ寄らぬ隈なくおはしける
お

御心にて、もとより見馴れ生ほしたてたまはぬは、かかる御思ひ添いたまへ
0

るなめり。むべなりけりや。あなうとまし。 (271쪽)
(그것 참. 어찌된 일인가. 빈틈없는 성품인데. 처음부터 키우시지 않은 친딸

이라 저런 연심도 품게 된 것인가. 당연한 일이지만, 아 어처구니없구나)
おかん

悪感の覚えられることである、どいうわけであろう、好色なお心であるか
0

ら、小さい時から手もとで育たなかった娘にはああした心も起こるのであろ
0

う、道理でもあるがあさましいと (139쪽)
(악감정을 느끼게 되는 일이다. 어떻게 된 것인가. 호색인 성격이라 어릴 때

부터 곁에 두고 키우지 않은 딸에게는 저런 감정도 일어나는 것인가. 이해는
가지만 볼꼴사납다)
いや

まあ厭な、一体何としたことなのであろう、この道にかけては随分抜け目
そば

がおありにならない御性分なので、実のわが子でも最初から側でお育てにな
0

らなかったお人には、こんなお気持にもなられると見える、なるほどそうい
うと

うわけだったのか、まあ何という疎ましい、 (360～361쪽)
(이런 불쾌한,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런 일에서는 빈틈이 없는 성품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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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친딸이라도 처음부터 곁에서 키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기분도 느낄
수 있다고 보인다, 과연 그런 이유였던가, 참 역겨운 일이다)

상기 예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구두점의 수이다. 먼저 源氏物語
원전에서는 쉼표와 구두점의 수가 일곱 개다. 그리고 全訳源氏物語와 谷
崎源氏에서는 그 수가 각각 네 개와 일곱 개다. 谷崎源氏에서는 구두점

의 수가 같을 뿐만 아니라, 구두점이 사용된 부분마저 원전과 일치한다. 이
역시 앞서 고찰한 바와 마찬가지로 全訳源氏物語가 현대어역본으로서 독
자로 하여금 읽기의 편안함을 고려한 반면, 源氏物語는 원전의 형식에 충
실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임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源氏物語의 ｢玉鬘十帖｣ 에 해당하는 ｢蛍｣, ｢常夏｣, ｢篝火｣, ｢
野分｣를 중심으로 하여 다니자키의 源氏物語 세 번째 번역본인 谷崎源
氏의 특징을 고찰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源氏物語 원전을 포함하여

요사노 아키코의 全訳源氏物語와 谷崎源氏를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본론 1장의 ｢蛍｣와 ｢常夏｣ 부분에서는 등장인물들 간의 삼각관계에
서 다마카즈라에 대한 겐지의 <질투> 심리를 부각시키고 있음을 고찰하였
다. 이는 다니자키가 자신의 소설에서 자주 사용한 수법으로 주인공의 히
로인에 대한 욕망의 기폭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호칭의 문제가 제기되었
다. 源氏物語 원전에서는 동일인물을 계급의 변화 등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였는데 谷崎源氏 역시 원전과 마찬가지의 호
칭을 사용하여 원전의 형태에 충실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하
였다.
본론 2장의 ｢篝火｣와 ｢野分｣ 부분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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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먼저 본론 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겐지를 바람기 많은 호색한으로 묘
사하여 성(性)에 대해 집착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역시 다니자키의 많
은 소설들의 기저에 여성의 관능미와 성(性)에 대한 추구가 있음을 고려할
때 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源氏物語 원전
과 마찬가지로 경어의 사용이 충실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全訳源氏物語
가 독자의 읽기의 편의를 고려한 반면, 谷崎源氏는 원전의 형식에 충실하
려는 의도의 결과였다. 세 번째로 谷崎源氏에는 원전에는 없는 <모성사
모>의 모티브가 이입되었다. 이것도 다니자키 소설의 중요한 키워드로 작
자가 의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두점의 비교분석에서는 谷
崎源氏가 원전과 그 형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谷崎源氏는 기본적으로 源氏物語 원전의 형태를 그
대로 유지하려 하였으면서도 다니자키 소설에서 보이는 중요한 모티브들
이 부분적으로 이입되어 있는 源氏物語의 수용과 변용을 함께한 번역본
임을 고찰하였다. 즉 谷崎源氏는 源氏物語의 현대어역본이지만, 다니
자키의 소설들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투영시킨 자신만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은 또 다른 창작물인 것이다.

이 논문은 2015년 7월 31일에 접수되어,
2015년 8월 13일에 심사를 의뢰하여 8월 28일에 심사 완료되었으며,
2015년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수정하여
2015년 9월 16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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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Features of
뺷Jyunichirosinsinyakugenjimonogatri뺸
- focusing on ｢Hotaru｣, ｢Tokonatsu｣, ｢Kakaribi｣ and ｢Nowaki｣ Kim, Sang-won
Tanizaki Jyunichiro is remembered as the person who translated Gen-

jimonogatari into a modern living language three times. Of those
three translated editions of the work, Jyunichirosinsinyakugenji-

monogatri is believed to be the last version that was translated into
a modern living language. This study examines the original text of
Genjimonogatari, Zenyakugenjimonogatari by Yosano Akiko and
Jyunichirosinsinyakugenjimonogatri in order to discuss certain
features observed in Jyunichirosinsinyakugenjimonogatri. Of the
parts that are called ｢Tamakazura-jyujyo｣, only ｢Hotaru｣, ｢Tokonatsu｣, ｢Kakaribi｣ and ｢Nowaki｣ are investigated here.
In ｢Jouzetsuroku｣, Tanizaki once mentioned the excellence of Gen-

jimonogatari in relation to Japanese literature. In addition, multiple
studies conducted in Korea and overseas countries have confirmed
that the novels of Tanizaki are related to Genjimonogatari in
various aspects style of writing, plots, character design, necrophilia,
and the Oedipus complex motif, among others.
Based on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first defined Jyunichiro-

sinsinyakugenjimonogatri as another creation by Tanizaki and then
compared patterns in the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of the work
with those of the original text of Genjimonogatari.
Key Words : Genjimonogatari, Tanizaki Jyunichiro, Tanizakigenji, Modern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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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translation, Tamakazura-jyuj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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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제1분과 : 한․중․일의 문학과 역사․문화 - 좌장 : 윤영수(한국, 경기대)
第1主題 : 중국 고대 염정소설론 - 한국의 경우를 곁들여서 發表 : 우상렬(중국, 연변대) / 토론: 고운기(한국, 한양대)
第2主題 : 한민족(韓民族)과 만주—퉁구스 제 민족 민간서사 문학에서 나무의
상징적 이미지
發表 : 차해봉(辽宁民族师范高等专科学校) / 토론: 임향란(중국, 사천외대)
第3主題 : 서민문학 속의 이즈미시키부
發表 : 남이숙(한국, 군산대) / 토론: 사이토 아사코(한국, 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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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제2분과 : 한․중․일의 문학과 역사․문화 - 좌장: 이현중(한국, 충남대)
第1主題 : 강릉단오제의 세계무형유산 등재 이후 변화양상 연구
發表 : 박부원(한국, 한양대) / 토론: 이상원(한국, 조선대)
第2主題 : 중국의 « 문신 »과 한국의 « 처용 » 비교고찰
發表 : 발표: 임향란(중국, 사천외대) / 토론: 차해봉(辽宁民族师范高等专科学校)
[자유주제]
제3분과 : 한․중․일의 문학과 역사․문화 - 좌장: 남이숙(한국, 군산대)
第1主題 : 만엽집에 나타난 ‘愚’
發表 : 사이토 아사코(한국, 명지대) / 토론: 윤영수(한국, 경기대)
第2主題 : 人麻呂文學의 形成 背景 硏究
發表 : 윤영수(한국, 경기대) / 토론: 사이토 아사코(한국, 명지대)
第3主題 : 시조의 漢詩譯과 漢詩의 時調譯의 문제점 연구
發表 : 임종찬(부산대) / 토론: 강석근(동국대)

2. 긴급 운영이사 회의
1) 일시 : 2015년 7월 8일(수)
2) 장소 : 인천대 이상준 교수님 연구실
3) 참석자 : 이상준, 김용기, 학술교육원 온라인투고시스템 담당자(이승동)
4) 운영위원 : 없음(주요 실무자 미팅 후 진행과정만 협의함)
5) 안건
(1) 2015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유지’ 판결을 받음에 따라, 신
규홈페이지 오픈 및 온라인투고시스템 전면 실행(9월 초 신규홈페이지 오
픈 예정)
(2) 추후 편집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신규홈페이지의 온라인투고시스템으로
논문 투고 및 심사 진행 시기 결정
(3) 기존 홈페이지 자료 신규홈페이지로 자료이관 및 회원가입과 회원 승인 작
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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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뺷동아시아고대학뺸 39집 편집회의
1) 1차 편집회의
일시 : 2015년 8월 5일(수) 12:00
장소 : 강남역 노랑저고리
참석자 : 이화형(편집위원장), 장향실(편집이사)
이명현(편집이사), 김용기(총무이사), 김윤희(편집간사),
김형준(편집간사)
안건 : ① 39집 투고논문 28편(재투고:3편, 신규투고:25편)에 대한 1차 검토
② 각 논문별 심사자 선정
2) 2차 편집회의
일시 : 2015년 8월 31일(월) 11:30
장소 : 경희대 국제캠퍼스 도서관장실
참석자 : 이화형(편집위원장), 이명현(편집이사), 김윤희(편집간사), 김형준
(편집간사)
안건 : ① 39집 투고논문 심사결과 검토
② 심사결과 통보
(게재 6편, 수정후게재 10편, 수정후재심 4편, 개재불가 7편)
3) 3차 편집회의
일시 : 2015년 9월 16일(수) 19:00
장소 : 중앙대 이명현 교수 연구실
참석자 : 이화형(편집위원장), 이명현(편집이사), 김용기(총무이사),
강우규(부총무), 유형동(부총무), 김윤희(편집간사),
김형준(편집간사)
안건 : ① 수정후게재 논문 수정 사항 확인
② 39집 게재논문 최종 확정
③ 39집 게재논문 순서 및 논문집 체제 결정

4. 뺷동아시아고대학뺸 39집 발간
1) 발행일 : 2015년 9월 30일
2) 내용: 논문 16편, 부록(휘보, 회칙, 편집위원회규정, 투고규정, 심사규정, 윤
리규정, 학회지 발간비 규정, 심사경위, 임원명단, 편집위원 명단)
3) 발행부수 : 전자출판(PDF) 및 인쇄출판 병행(80부, 별쇄본 각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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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 학회는 “東아시아古代學會”(이하, 본 학회)라고 칭한다.
제2조, 본 학회는 東아시아의 古代學을 연구함으로써, 學問의 學際的 발전에 기
여하고, 東아시아에 있어서의 學問發展과 文化交流 및 학자․연구자․회
원 상호간의 紐帶와 國際的 친선도모를 目的으로 한다.
제3조, 본 학회의 會員은 東아시아 古代學을 전공하는 학자나 연구자뿐만 아니
라, 널리 古代學에 관심이 있고, 본 학회의 창립취지에 贊同하는 사람은,
所定의 가입절차에 의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본 학회는 연4회 以上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의 學術硏究誌
로서 東아시아古代學을 연4회 以上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본 학회는 東아시아 古代學에 관한 硏究發表會․學術講演會․講讀會․
學術踏査․圖書出版 등의 사업을 기획하여 집행한다.
제6조, 본 학회의 事業經費는 회원들의 회비와 학술후원기관 및 有志의 보조금․
기부금․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회원의 年會費는 3만원(대학원생은 2
만원)으로 하며, 평생회원의 회비는 나이 50세 이상은 30만원, 50세 이하
는 50만원으로 한다.
제7조, ① 본 학회의 任員과 組織으로는, 會長 1명․副會長 다수(회장이 각 나
라 및 전공분야별로 부회장을 둘 수 있다)․運營理事(총무․연구기획․
학술․편집․출판․정보․섭외홍보․국제․사업 등)․監事 2명을 두며,
이밖에 名譽會長․顧問․評議員․一般理事를 둔다.(임원의 조직 및 역
할과 업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② 본 학회는 學會誌 출판과 관련하여 編輯委員會를 따로 둔다.
제8조, ① 본 학회를 대표하는 會長은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회장은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임원회의․운영이사회를
주관하며, 운영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編輯委員會의 위원은 운영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임
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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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編輯委員은 東아시아古代學 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學
界에서의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선임한다.
④ 編輯委員會에서는 편집간사를 선입하고, 편집간사에게는 활동비로 연
80만원을 지원할 수도 있다. (연4회*20만원 = 연간 80만원)
제9조, 본 학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또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任期는 2년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제11조, 본 학회의 事務室은 회장이나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임원의 大學 內에
둔다.
제12조, 본 학회의 會則改定은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할
수 있다.
제13조, ① 본 학회에서는 당해 연도<동아시아고대학>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학술상을 수여하도록 한다. 학술상은 대상과 분야별 최우수상으로
구분한다.(단, 우수논문이 없는 전공의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게재논문이 많은 분야의 경우 특별히 1~2명 추가할 수 있다.)
② 학술상은 ‘동아시아고대학회 학술상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학술상 위원은 회장과 편집위원장, 편집이사를 당연직으
로 하되, 각 전공분야별 부회장 중에서도 5명 내외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
도록 한다.(회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연도에 ‘동아시아고대학’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1~2편을 학술상 후보로 특별히 추천할 수도 있다.)
③ 학술상 상장은 상장과 함께 별도의 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상금은
학술상 선정 위원회에서 학회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학회 재정 상황에 따라 매 년 상금액이 일정 범위 내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
제14조(부칙), ①본 학회의 회칙은 2006년 4월 28일부로 개정, 발효한다.
②본 학회의 회칙은 2012년 5월 1일부로 개정, 발효한다.
③본 학회의 회칙은 2014년 2월 20일부로 개정, 발효한다.

≪東아시아古代學≫ 編輯委員會 規定

제1조(명칭) 본 규정은 동아시아고대학회 ‘동아시아고대학 편집위원회 규정’이
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동아시아고대학회 학술지 동아시아고대학의 편집 및 발
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간행일자) 동아시아고대학은 매년 4회 간행하며, 간행일자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논문 투고 자격 범위 시한) 논문투고 자격 범위 시한 등은 동아시아고대학
투고규정에 따른다.
제5조(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은 운영이사회의를 거쳐 본 학회 회원 가운데, 각 분과별로 위
촉하되, 20인 내외로 한다.
(1) 학술지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간하고, 투
고논문의 접수는 발간일을 기준으로 최소 70일 이전으로 한다.(이 규
정은 2014년 12월 31일 발간하는 36집 논문접수부터 적용한다.)
제6조(편집위원회 임무)
1)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 기타 각종 원고의 출
판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는 ‘동아시아고대학 투고규정과 심사규정’을 엄정하게 적
용한다.
제7조(편집위원회 소집 및 의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3) 편집위원회 제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4)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 해당 호의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
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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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칙)
1) 본 발간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발간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4년 2월 2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5) 본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4년 7월 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東아시아古代學≫ 投稿規定

제1조(명칭) 본 규정은 동아시아고대학회 ‘東아시아古代學 투고규정’이라 한다.
제2조(논문투고 자격과 범위)
1) 논문의 투고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2) 본 논문집은 전문학술지로서 연구논문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서적에
대한 서평이나 신자료의 발굴에 따른 소개 및 전재는 가능하다.
3) 논문의 게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동아시아 고대 관계 논문
고대(古代)의 범위는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현대에 대한 과거의 전시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적용한다.
(2) 동아시아 전통문화 관계 논문
4) 논문의 원고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
이어야 한다.
5) 논문의 저자(필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주저자 또는 책임연구자)
를 앞에 명시하고, 공동저자를 제1저자 다음에 명시한다. 제1저자가 없이 모두
공동저자일 경우에는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어 발음의 가․나․다 순으로 저자
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제3조(논문접수)
1) 논문 접수는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연중 수시로 투고할 수 있다.
2) 논문 접수마감일은 발간일(3월 31일, 6월 6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기
준으로 최소 70일 이전(1월 20일, 4월 21, 7월 21일, 10월 22일)으로 하고,
접수마감일은 편집위원회에서 이메일로 회원에게 공지한다.(이 규정은 36집
논문접수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고작성 요령) 모든 투고논문은 다음과 같은 작성방식에 따라 투고되어야
한다.
1) 논문의 사용언어는 한국어여야 하고, 한자를 사용할 때는 노출시킬 수 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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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사용할 수 있으나, 논문
앞부분에 한국어 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2) 투고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이하(영문초록, 영문 키워드 5개 이상
포함)로 제한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논문을 반려하거나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
한다.
<부담금 기준>
120매 이내: 10만원 또는 30만원
논문 게재 판정을 받은 자는 120매 초과시, 출판사 최종 편집본 기준으로 1
면 초과마다 1만원(일반논문, 지원논문 공통)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논문을 최종 게재하지 않는다.
3) 논문은 컴퓨터 워드프로그램(글 97 이상)을 사용하여 橫書로 작성하고, 홈
페이지에 온라인 접수한다.
4) 논문의 체재는 제목, 필자명, 목차,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본문(서론․본론․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 Key-Word의 순서로 작성한다.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에는 각각 주제어(Key Word) 5개 이상 명시해야 한다.
5) 본문의 문장부호는 다음과 같이 통일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① 항목번호 부여 순서 : Ⅰ→1→1)→(1)→①
② 강조 : ‘ ’
③ 직접인용 : “ ”
④ 국내 논저
저서․단행본․작품집․논문집(학술지) :  , 논문 : ｢ ｣
작품․설화(문헌 및 구전) 제목 : < >
⑤ 외국논저
논문 : “ ”
저서․단행본․작품집․논문집(학술지) : 이탤릭체로 인쇄
6) 註釋(脚註)은 다음과 같은 체계를 따른다. 단, 歐美語로 된 書名은 이탤릭체
로 표기한다.
(1) 논저의 출전 표기의 경우
① 국내 논저
梁柱東, 古歌硏究, 서울, 乙酉文化社, 1940,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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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일, 한국문학통사3(제3판), 서울, 지식산업사, 1994, 456~458쪽.
인권환, ｢한국 민속학의 형성․전개와 과제｣, 한국민속학 29, 민속학회,
1997, 9~11쪽.
위의 글, 15쪽.
조동일, 앞의 책, 480쪽.
② 외국 논저
James Frazer, The Golden Bough, London, Macmillan ＆ Co,
1959, p.158.
Robert A. Georges, “Toward an Understanding of storytelling
event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82, No.326, The
American Folklore Society, 1969, p.327.
Ibid., pp.120~123.
Robert A. Georges, op. cit., p.330.
③ 재인용 : 인용 원문 뒤 괄호 안에 재인용한 논저를 명시한다.
Robin Wood, An Introduction to the American Horror Film, U of
California P, 1985, p.22.(백문임, 월하의 여곡성, 책세상, 2008,
45쪽, 재인용.)
(2) 같은 註에서 2편 이상의 논저를 제시할 경우 : 세미콜론( ; )으로 구분해 주
고 그대로 이어서 쓴다.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연구, 서울, 단국대출판부, 1973, 48~50쪽; 이태
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제변천, 서울, 한국연구원, 1985, 43~45쪽.
(3) 史料 引用 方式 : 서명, 권(또는 책), 연도, 간지(또는 항목) 순으로 하되,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간지는 한자를 그대로 살려준다.
仁祖實錄 卷50, 仁祖 27年 3月 乙亥; 增補文獻備考 卷14, 輿地考2
歷代田界2.
7)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문헌정보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체계를
따른다.
(1) 문헌정보의 제시 순서는 원전자료, 연구논저의 순으로 하고, 각각은 한국문헌,
기타 동양문헌, 서양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그 순서는 동양문헌은 가나다순으
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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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정보의 제시 순서
① 논문 : 필자명, 논문명, 게재지명, 권호수,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② 저서 : 저자명, 저서명, 판수, 출판지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③ 외서 : 원문대로 적고 서구 외서일 경우 글제나 서적명은 이태릭체로 적음
④ 번역서 : 원저자, 번역자, 저서명, 판수, 출판지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인
용 페이지
⑤ 한 논저를 2회 이상 인용했을 경우 인용페이지는 앞 페이지부터 나열하고
쉼표로 구분한다.
서영대, ｢한국과 중국의 성황신앙 연구｣, 중국사연구 12집, 중국사학회,
2001, 173~225쪽.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서울, 집문당, 2001, 11~15쪽, 158쪽, 379쪽.
Oinas, Felix J., “Folk epic," Folklore and Folklife, Ed. Richard
M. Dorson,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2,
pp.75~93.
Bowra, C. M., Heroic Epic, New York, St. Martin's Press, 1966,
pp.1~192.
村上重良, 최길성 역, 일본의 종교, 예전, 1989, 48쪽.
8) 원고형식은 다음과 같다.
① 용지 종류 : A4(210 x 297mm)
② 용지 여백 : 위 20, 아래 15, 왼 ․오른쪽 30, 제본 0, 머리말 15, 꼬리말
15(한글 프로그램 최초 설정 상태)
③ 줄 간격 : 160
④ 글자 모양 : 장평 100, 자간 0, 크기 10(각주 ․인용 9), 신명조
⑤ 문단 모양 : 왼․오른쪽 0, 들여쓰기 2(각주 -3, 인용 3)
제5조(논문의 게재)
1) 논문의 게재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위임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
다. 투고자는 당해연도의 회비(3만원)와 소정의 심사료(6만원)를 논문투고 시
학회은행구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게재가 최종 결정된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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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단, 교내외 연구비 수혜자는 30만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2)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일지라도, 투고자는 원고내용을 보완
하고 가필 수정하여, 다음 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제6조 (판권 및 저작권)
東아시아古代學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판권과 저작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아울러 논문 투고자는 본인의 논문이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과 판권과 저작권이 본 학회에 귀속된다는 사항에 대해 ‘東아시아古代學 투고
신청서’(별첨)와 ‘東아시아古代學 연구윤리 서약서’(별첨)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이밖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 ① 본 투고규정은 2012년 2월 1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② 본 투고규정은 2014년 2월 2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③ 본 투고규정은 2014년 7월 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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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심사대상)
1)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모두 본 규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편집위원들이 집필한 논문을 게재할 때는 한 호에 2편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절차)
1) 편집위원장은 투고마감일 이후 접수된 논문을 전공별로 분류하고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문별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하고, 그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논
문의 게재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심사위원 선정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① 심사논문과 심사자의 전공 일치를 위해 해당논문과 심사자의 전공이 일치
하도록 한다. 다만 학제간 연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심사의 전문성을 위해 해당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투고 논문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 박사
수료자도 배정할 수 있다.
③ 심사의 객관성을 위해 심사자 3인은 서로 다른 소속으로 선정한다.
④ 심사의 엄정성을 위해 심사자 1명 당 최대 심사 논문 2편을 배정한다.
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동일 소속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⑥ 심사의 엄정성을 위해 투고자는 심사자에서 배제한다.
2) 논문심사위원의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위원 수락 및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정한 심사와 심
사에 대한 비밀을 서약한다.
② 심사위원은 평가 항목과 심사대상 논문의 질적 수준(상, 중, 하)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게재(5점) / 수정후게재(4
점) / 수정후재심(2점) / 반려(1점)]
③ 심사위원은 총평과 수정사항을 작성하여야 하고, 특히 수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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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수정할 곳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④ 각 심사위원은 작성한 논문심사위원 수락 및 서약서와 심사결과를 온라인
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부득이한 경우 서명․날인한 후 우편으로
발송한다.)
3)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 책임 아래 대외비로 한다.
제3조(결과판정)
1) 1차 판정결과는 3인의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한다.
2) 동아시아고대학회에서 자유주제나 기획주제로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
원회에서 총점의 10%를 가산하도록 한다.(예-총점 10점을 받았을 경우, 10%
인 1점을 가산점으로 받음)
3)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상위판정을 많이 받은 논문, 하위 판정을 적게 받은 논
문, 하위 판정을 많이 받은 논문 순으로 정한다.(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최
종 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4) 심사결과 <게재>로 판정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5)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수정권고사항
을 검토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히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6)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에서는 차기호
에 재투고를 통보하고, 재투고된 논문에 한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이 경우
판정은 게재/불가로만 한다.)
7)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
불가> 판정사유를 면밀히 검토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8) 등재지의 위상을 유지하고 훌륭한 논문집을 만들기 위해 탈락률은 편집위원회
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부칙)
1) 본 심사규정은 2008년 8월 27일부로 개정 발효한다.
2) 본 심사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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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심사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4) 본 심사규정은 2014년 5월 1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5) 본 심사규정은 2015년 2월 1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東아시아古代學會 硏究倫理 規定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윤리규정의 목적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와 기타 학회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학회 회원들이 전문연구자로
서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받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직
제2조(위원회 설치) 본 학회는 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
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지와 기타 학회 출판물 투고 및 수록 논문에 대한 공식
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 편집위원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
직속의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해당분야 편집위원, 총무이사, 편
집이사, 연구기획이사를 당연직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임시로 위촉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 의장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제4조(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의 직책 임기에 따른다.
2. 임시 위촉위원의 경우는 해당 사안의 심사 종료 후 임기가 자동 만료되는 것으
로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제5조(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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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연구윤리위반 사례) 연구윤리위원회에 부의할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체계,
특정용어, 글 등을 임의로 활용한 경우
2. 원저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공개 또는 출판되지 아니한 원저자의 아
이디어, 논리, 데이터, 분석체계, 특정용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출처를 밝혔더라도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 부분의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4.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새로운 의견
없이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가공하는 이른바 자기 표절한
경우
5. 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
6. 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리는 경우
제7조(회의)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통해 해
당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내용을 심사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보자(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의 회의 출석
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보안이 필요할 경우, 의장의 판단으로 인터넷이나 전
화, 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출석도 허용한다.
제8조(제보자 보호 및 소명기회 보장)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또는 신고자)와 피제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
대한 노력한다.
2. 연구윤리 위반 사례의 제보(또는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허위 사실을
제보(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피제소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보아 향후 학회
활동에 일정한 규제를 가한다.
3. 제보자(또는 신고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과 사후를 막론
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다.
5.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반행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윤리를 위반하
지 않은 것과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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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심사와 징계
제9조(심사 절차)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또는 신고)된 사안을 최초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집행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위반 혐의가 있는 논문에 관하여 제보자(또는 신고자)
의 지적 내용에 일정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이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위촉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제소자에게 연구윤리 저촉 혐의 내용
을 알려주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준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또는 신고)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피제소자
가 행한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피제소자의 혐의 없음을 제
보자(또는 신고자)와 피제소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윤리 저촉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결과를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피제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6. 정해진 기간 내에 피제소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학회 활동 제한 내용을 최종 결정하고 이를 피제소자의 소속기관에
공식 통보하는 한편 학회지 및 학회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10조(징계) 연구윤리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저자나 논문에 대해서는, 그 위
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항목 중에서 하나 또는 몇 개의 항목을 중복 선택하
여 징계를 가하도록 한다.
1. 해당자의 학회 제명
2. 해당자의 일정 기간 회원 자격 정지
3. 일정 기간 논문 투고 금지
4. 학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 이후 처음 발간되는 학회지에 부정행위 사실 공지
5.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6. 본인 사과문 학회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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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타
제11조(기타)
1.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연구윤리규정의 수정절차는 동아시아고대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3. 이 규정은 2007년 12일 27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東아시아古代學≫ 發刊費 管理 規定

(1) 학회지 발간비는 관련 서류철을 별도로 만들어 투명하게 집행․관리 운영한다.
(2) 학회지 발간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명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영수증 및
서류 등)를 철저히 보관 관리한다.
(3) 학회지 발간비 사용내역 중 학회 자체 발간비와 학술진흥재단 학술지 발행 지원비
를 분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학회지 발간비 사용내역은 운영이사회에 보고하고, 정기총회시 감사가 이를 확인
한다.
(5) 학회지 발간비 관련 서류철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5년 이상의 서류철은
운영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가 승인한 후 파기할 수 있다.
(6) 학회지 발간비 관련 서류철은 회장 책임 하에 총무이사가 관리하며, 차기 회장․총
무에게 반드시 인계한다.
(7) 학회지 발간비 관련 관리규정은 학회지에 명기한다.
(8) 학회지 발간비 관련 관리규정은 200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審査經緯(제39집)

東아시아古代學會는 회칙 제4조와 東아시아古代學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따라 2015년도 7월 31일까지 접수된 논문 27편(재투고 3편, 일반투고 24편)에
대하여, 8월 5일에 제1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 심사규
정 1조 2항에 따라 투고논문 27편에 대하여 해당 논문의 관련 전공학자 3인을 심
사자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8월 31일 제2차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
규정 제2조와 3조에 따라 투고논문의 심사총점[게재(5점), 수정후게재(4점), 수
정후재심(2점), 반려(1점)]을 합산하고, 게재(총점 14점 이상), 수정후게재(총점
9점~13점), 수정후재심(총점 6점~8점), 게재불가(총점 6점 미만)로 판정하였
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메일로 투고자 개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게재> 6편, <수정
후게재> 10편, <수정후재심> 4편, <게재불가> 7편).
9월 16일 제3차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규정에 따라 게재 판정된 논문 6편과 수
정 사항을 이행한 <수정후게재> 10편을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 27편중에서, 최종적으로 16편의 논문을 게
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투고 논문을 제외한 이번 호의 게재율은 58.3%입니
다.
날로 엄정해지는 학회 안팎의 분위기와 엄격한 심사로 말미암아 아쉽게 탈락한
논문들도 있습니다. 투고해 주신 분들은 논문의 심사위원들과 편집위원들이 학회
와 학문의 발전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東아시아古代學會는 학회와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엄정하고 공정하
게 학술지 편집업무를 계속 수행해 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
를 당부 드립니다.

동아시아고대학회 임원명단

▸고

문 : 서대석(서울대 명예교수), 소재영(연변과기대), 신용하(이화여대),
이종학(서라벌군사연구소), 진태하(명지대), 신동욱

▸평 의 원 : 강재철(단국대 명예교수), 김상홍(단국대 명예교수),
박상규(경원대), 박성규(고려대), 박정의(원광대),
윤광봉(히로시마대), 이수자(문화재위원), 임성철(부산외대),
정형호(중앙대), 조평환(건국대), 윤영수(경기대),
서영대(인하대), 차옥덕(한국여성향토문화연구원),
송재용(단국대), 노성환(울산대), 김선자(연세대),
김영수(단국대), 이복규(서경대)
▸회

장 : 이상준(인천대)

▸부 회 장 : 윤승준(단국대), 우상열(중국 연변대), 오카야먀(일본 천리대),
전보옥(광운대), 마금과(중국 연변대), 남이숙(군산대),
우에노 마코토(일본 나라대), 도계중(중국 사천외대),
김풍기(강원대), 윤명철(동국대), 이도학(한국전통문화대),
송완범(고려대), 구라바야시마사토(일본 성서국제대),
임마누엘페스트라이쉬(경희대), 유효춘(중국 중산대학),
이창식(세명대), 김인희(목포대), 편무영(일본 아이치대),
김연재(공주대), 박창기(전북대), 고운기(한양대)
▸감

사 : 사이토 아사코(명지대), 고용환(경남정보대)

▸총무이사 : 김용기(중앙대), 김상원(동국대), 임향란(중국 사천외대)
▸부 총 무 : 강우규(남서울대), 유형동(한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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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이사 : 류호열(용인대), 방건춘(홍익대), 장영창(우송대), 최원재(서
울여대)
▸편집이사 : 이명현(중앙대), 허선영(안산대), 이상현(부산대),
박상현(경희사이버대), 지수용(중국 무한사범대)
▸학술이사 : 김창현(공주교대), 요지중(중국 사천외대), 서한용(안산대),
이은경(한국외대), 김영(대구한의대), 김효숙(세종대),
안영훈(경희대), 안세현(강원대), 조우연(인하대),
하도겸(민속박물관), 지미령(문화재청), 이학주(강원대),
이연경(국민대), 정연학(민속박물관), 이근세(국민대),
배관문(한림대)
▸출판이사 : 최정선(동덕여대), 송재한(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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