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年度 第60回 東아시아古代學會
國際學術大會 및 學術踏査
- 東아시아 文化에서 본 三國志와 三國演義의 世界-

◆ 日時 : 2016年 2月 22日(月)~2月 26日(金)
◆ 場所 : 中國 華中師範大學校 逸夫國際會議中心
◆ 主催 : 東아시아古代學會·華中師範大學校 韓國文化硏究所
◆ 後援 : 大韓民國 駐武漢總領事館

東아시아古代學會

2016년도 동아시아고대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 및 답사 일정

2016. 2. 22.(월)~26.(금)
첫째날

2월 22일 월요일(인천 → 무한)

10:00

인천국제공항 3층 4번 출구 안쪽에 집결

12:40

인천국제공항에서 무한천하국제공항으로 이동(CZ6080)

14:50

무한천하국제공항(武汉天河国际机场) 도착

15:30

입국수속 완료 후 무한으로 이동

16:30

청천각(晴川閣 : 禹王治水紀念館) 관람

17:20

청천각 출발

18:00

화중사범대학(华中师范大学) 환영 만찬. 호텔 투숙.

둘째날

2월 23일 화요일(무한)

08:00

조식 후 호텔 출발

09:00

화중사범대학에서 동계 국제학술대회 개최
(학술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인은 자유시간)

18:00

대한민국주무한총영사관 환영 만찬. 호텔 투숙.

셋째날

2월 24일 수요일(무한 → 형주)

08:00

조식 후 호텔 출발

10:00

동파적벽풍경구(东坡赤壁风景区) 답사

11:00

동파적벽풍경구 출발

13:00

점심식사

14:00

호북성박물관(湖北省博物馆) 관람

15:00

무한박물관(武汉博物馆) 관람

16:00

황학루(黄鹤楼) 답사

17:00

무한 출발

20:30

형주 도착. 호텔 투숙.

넷째날

2월 25일 목요일(형주 → 적벽 → 무한)

08:30

조식 후 호텔 출발

09:00

형주고성(荆州古城)과 형주박물관(荆州博物馆) 답사 [시간되면 关羽祠]

11:00

점심식사

12:00

적벽으로 이동

16:00

삼국적벽여유구(三国赤壁旅游区) 답사

17:00

무한으로 이동

19:50

무한 도착. 호텔 투숙.

다섯째날

2월 26일 금요일(무한)

06:00

호텔에서 출발 후 출국수속

08:05

무한천하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이동(CZ6079)

11:40

인천국제공항 도착

12:40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산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東아시아古代學會 冬季國際學術大會(60回)

❙日時❙ 2016. 2. 23.(화) 09:00~17:00
❙主催❙ 東아시아古代學會·華中師範大學校 韓國文化硏究所
❙後援❙ 大韓民國駐武漢總領事館

企劃主題: 東아시아 文化에서 본 三國志와 三國演義의 世界
09:00-09:20

開會式
司會: 金成俸(濟州大學校)
祝辭: 鄭載男(大韓民國駐武漢總領事)
祝辭: 廖美珍(華中師範大學校 外國語大學 學長)
開會辭: 李道學(東亞細亞古代學會 會長)

09:20-09:40

제1부 基調講演
曺永祿(東國大學校 名譽敎授): 동아시아 正統論의 전개에서 본 三國志와 三

國演義의 世界
09:40-11:50

제2부 企劃論文 發表
司會: 金成俸(濟州大學校)
李道學(韓國傳統文化大學校): 三國志 東夷傳의 成立 過程과 史料 價値
赵海波(中南民族大學校): 正史 三國志와 小說 三國演義의 比較 考察
全仁平(中央大學校 名譽敎授): 판소리 赤壁歌의 長短과 中國 講唱 音樂의 節奏
安永勳(慶熙大學校): <三國演義>와 <興武王演義> -<興武王演義>의 紹介를 中

心으로許元基(建國大學校): 三國志演義와 赤壁歌의 距離
裴圭范(華中師範大學校): 정치적 관점에서 본 關羽 神格化의 歷史的 변모 양상

고찰

13:00-16:30

제3부 一般論文 發表
司會: 金昌華(祥明大學校)
金定慰(韓國外國語大學校 前 副總長): 고려속요 청산별곡과 대국(大國)속에 비

친 위구르적 요소 연구 -특히 후렴 ‘얄라’와 ‘얄리’의 기원을 중심으로 (위구
르어에서 고려속요로)辛鍾遠(韓國學中央硏究院): 三國遺事 萬佛山 條에 대하여
池水涌(華中師範大學校): 中國的韓國文學硏究現狀與展望 -以韓國古代文學硏

究爲中李相俊(仁川大學校): 동아시아의 칠석 연구
李福揆(西京大學校): 韓國 古小說에 나타난 祈子의 樣相과 意味
金祥圭(釜慶大學校): 古事記の構想 －降臨の詔と｢韓国｣－
高龍煥(慶南情報大學校): 人麻呂における「池の春草」と「若草の」表現考 -漢詩

文に於ける「池塘碧草」と比較して高南植(大眞大學校) 姜甑山 傳承에 나타난 東아시아 古代 傳承記錄의 樣相
柳昊澈(安養大學校): 文化遺産의 敎育的 活用과 歷史文化 硏究成果의 效果的

擴散 -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을 중심으로 宋令旲(韓國傳統文化大學校): 三國史記 ｢地理志｣의 分析

16:40-17:10

제4부 綜合討論
司會: 金昌華(祥明大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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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고대학회 동계국제학술회의 인사말

존경하는 이도학 회장님을 비롯한 동아시아고대학회 회원님 그리고 화중사범대학 관계자 여러분
을 비롯한 금번 행사에 참여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한중일 3국내 문학·역사·철학·어학 등 각 인문분야의 유수한 전문연구가들이 함께 결성한 학제
간 융합적 성격의 국제학술연구단체인 「동아시아고대학회」의 동계국제학술회의가 이곳 중국 후베
이성 우한에 소재한 명문대학인 화중사범대학에서 개최되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번 행사
의 후원기관으로 참여한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관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베이성은 구성통구(九省通衢), 천호지성(千湖之省), 어미지향(魚米之鄕)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
속에서 고대 이래 중국역사문화의 중심지이자 교통산업의 요충지로서, 구석기·신석기 시대의 많은
유적과 상대(商代) 청동기 관련 유적지인 판룽청(盤龍城)이 소재하고 있고, 춘추전국시대 초(楚)문화
의 거점이자 삼국(三國)문화의 주요무대였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3국의 정신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 불교 선종(禪宗)의 발상지이기도 하며, 당송(唐宋) 문학이 화려하게 꽃핀 지역입니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경제적 부흥과 더불어, 한자(漢字)문화권과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역내 국가간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에 주로 기반한 갈등과
불화도 지속되고 있으며, 인문학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지역적 배경 속에서, 동아시아고대학회가 추구하는 활동 취지, 즉 “국제적·학제
(學際)적인 협력과 연구 활동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전통적 동아시아 문화로의 회귀, 그리고 그 정체
성의 실현, 궁극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와 창조를 이룩하기 위한 세계학(世界學) 또는 현대학(現代學)
에의 참여”는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매우 깊다고 평가합니다.

금번 학술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권역의 고대의 역사와 문화, 언어와 문학, 종교와 철학, 민속과
사회, 고고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연구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참석자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8
아울러 후베이성 일대의 역사문화 탐방을 통해, 초나라 시인 굴원(屈原)으로부터 한나라 미인
왕소군(王昭君), 제갈량(諸葛亮), 육조혜능(六祖慧能), 이백(李白), 소동파(蘇東坡) 같은 걸출한 역사
적 인물들이 남긴 자취를 느껴보시는 가운데 성과 있는 여정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금번 학술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화중사범대학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 정 재 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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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基調講演
동아시아 正統論의 전개에서 본 『三國志』와 『三國演義』의 世界
曺永祿 / 東國大學校 名譽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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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調講演>

동아시아 正統論의 전개에서 본
三國志와 三國演義의 世界

曺永祿
東國大學校 名譽敎授, 東아시아古代學會 顧問

오늘 한국 고대동아시아학회에서 『三國志』의 중심 무대인 武漢에서 ‘『三國志』와 『三國演義』의
世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여 현지 학자들과도 연구 관심을 나누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동아시아 역사상 정통론의 전개를 통해서 본 『삼국지』와
『삼국연의』의 세계’라는 내용으로 冒頭 發言을 하게 된 것은 과분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前·後漢 400년간의 통일제국은 後漢 末期에 이르러 地方官들이 호족세력으로 성장하여 割據
樣相을 보이다가 曹操의 아들 丕가 먼저 漢에 대신하여 220년 洛陽에서 즉위하여 魏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漢 왕실의 후예라고 칭하는 劉備가 사천 成都에서 즉위하여 蜀이라 하고, 孫權이 建業에서
吳를 세워 천하가 3分되었습니다. 이들 3國의 관계는 江南의 吳와 영토가 작은 蜀이 협력함으로써
華北 全域을 점령하여 우세한 曹魏에 대항하는 형세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蜀相 諸葛亮의 死後
그 副將 司馬氏가 찬탈하여 晋(西晋)이 되고, 이어 280년에 남방의 吳를 침략하여 통일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晋의 歷史家 陳壽는 삼국시대의 사실을 紀傳體의 『三國志』 65권을 저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魏書
30권, 蜀書 15권, 吳書 20권으로 이루어진 斷代史로서 중국의 正史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책의 앞 부분 4권은 역사의 큰 사건을 기록한 紀로서 책 전체의 綱領이며, 뒷 부분 61권은 傳으로서
강령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魏나라 曹操 曹丕 曹睿와 같은 군주들은 武帝 文帝 明帝라
고 하여 本紀를 세운데 대하여 촉의 유비나 오의 손권에 대해서는 列傳을 세워 차별을 두었습니다.
이로써 보면 삼국지는 삼국의 역사를 기술하면서도 어디까지나 魏를 正統으로 삼은 것이며, 또한
晋이 魏를 계승한 사실 자체가 저자 자신이 살고 있는 晋의 正統性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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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國의 역사를 취급한 중국의 대표적 史書는 北宋 司馬光의 資治通鑑으로서 戰國時代부
터 五代 後周까지의 장구한 역사를 취급한 방대한 編年體의 通史입니다. 여기서도 ｢魏紀｣에는 魏를
위주로 하여 蜀과 吳의 역사를 아울러 기술하고 있어 진수의 삼국지가 魏를 중심으로 서술함으로
써 삼국 가운데 魏의 정통성을 보여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魏紀｣ 10권을 ｢漢紀｣에
이어 서술한 다음에 ｢晋紀｣를 계속하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사마광이 資治通鑑의 서두에서 名分秩序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
다. 즉 “天子의 職은 禮가 으뜸이요, 禮는 分이 으뜸이요, 分은 名이 으뜸”이라고 하여 宋代 新興士大夫
의 大義名分 意識이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名分이란 君臣의 紀綱만이 아니라 작게는 主僕의
分과 크게는 華夷의 分으로까지 연장 적용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宋代 사대부의
大義名分論을 집대성한 이는 南宋代 朱憙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는 자치통감이 역사서로
서 良書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상세하고 복잡한 단점이 있다고 하여 儒家의 綱常名
敎에 기본을 두고 그 내용을 축약하여 資治通鑑綱目 59권을 편찬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王朝의
正統論을 중시하여 특히 3國 가운데 蜀의 劉備가 漢 王室의 후예라는 점을 들어 正統王朝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朱子學의 확립에 따라 蜀 正統說은 元末 羅貫中의 역사소설 三國演義에도 반영되어 일반의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3國間의 항쟁을 다룬 스케일이 크고 복잡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예컨대
道德君子 劉備를 중심으로 關羽와 張飛의 桃園結義를 비롯하여 漢의 一族 劉備와 孫權의 연합군이
지략이 뛰어난 魏나라 曹操軍을 赤壁에서의 격파한 사실이나 漢室의 부흥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촉나라 승상 諸葛孔明의 활약 등등은 世間의 호응을 받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蒙古族의
漢人에 대한 멸시가 극심한 가운데 科擧制마저 폐지되어 漢人 士大夫들의 관심은 儒敎經典이 아닌
소설과 같은 흥행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明代에 이르러서는 삼국연의는 4대 소설의
하나로서 애독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까지 전파되어 갔습니다.
더구나 明代의 학계에서는 朱子學에 비판적인 陽明學이 대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高麗
말에 朱子學的 性理學이 전래한 이후 朝鮮王朝는 이를 國是로 지정함에 따라 通鑑綱目의 간행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 와서는 安鼎福이 東史綱目을 저술하여 箕子에서 고려
말기까지의 본국의 역사를 편찬하여 兒童들의 교과서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삼국연의는
壬辰倭亂 중에 明으로부터 전래되어 士大夫 家門에 읽히면서 傳記小說의 출현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명나라 將帥들이 蜀將 關羽의 德을 기리기 위하여 南關王廟와 東關王廟를 건립하여 오늘까
지 전해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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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중국 고대 3국의 抗爭史라는 한 가지 역사 사실을 놓고 歷代의 역사가들은 서로
다른 立場의 변화를 보여 왔습니다. 더욱이 근대의 역사가들은 진수의 魏 중심설에 찬의를 표명하였
으며, 郭末若 선생 역시 曹操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희곡 蔡文姬를 집필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렇다고 동아시아 文藝史上 通俗小說로서의 삼국연의가 지닌 금자탑 같은 위상은
추호도 흔들릴 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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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志』 東夷傳의 成立 過程과 史料 價値

李道學
韓國傳統文化大學校 文化遺蹟學科

1. 머리말
주지하듯이 『三國志』는 晋의 역사가 陳壽가 私撰한 三國時代(220~265) 66年間의 正史이다. 이
중 魏志 30·蜀志 15·吳志 20, 總 65卷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魏志 30卷은 紀 4卷과 列傳 26卷이다.
紀는 武帝紀·文帝紀·明帝紀·齊王·高貴鄕公·陳留王奐紀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列傳은 后妃列傳
부터 시작되어 卷30의 烏丸·鮮卑·東夷傳으로 마무리 된다. 『三國志』에서의 유일한 외국열전이
烏丸·鮮卑·東夷傳이다. 이러한 외국열전은 『史記』 列傳의 조선전이나 흉노전, 그리고 서역전에서
부터 비롯되었다. 그런데 3세기 후반에 집필된 『三國志』에서는 『史記』 조선전에서 담지 못한 중국
동북방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수록되었다. 즉 東夷傳에는 그 이전 史書에서 볼 수 없었던
夫餘·高句麗·東沃沮·挹婁·濊·韓·倭人 條가 갖춰져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三國志』
동이전이 지닌 사료 가치는 독보적이었다. 특히 『三國志』 동이전은 삼국시대에 『후한서』가 편찬되
지 못한 관계로 後漢代의 東方史까지 포괄하였다.1)
문제는 『三國志』 동이전의 기사가 『三國史記』 초기 기사와 보완 관계가 아니라 相衝한다는 데
있다. 가령 『三國史記』 온조왕 13년 조에 따르면 백제의 疆域 기사가 등장한다. 즉 당시 백제는
북으로는 패하인 예성강, 동으로는 주양 즉 강원도 춘천, 서로는 大海 즉 서해, 남으로는 웅천인
금강으로 적혀 있다. 기원 이전에 백제는 넓은 강역을 지닌 국가로 등장한다. 그러나 3세기 후반에
집필된 『三國志』에 따르면 백제는 마한 54개 國의 평범한 1國인 伯濟國에 불과하였다. 마한의 맹주
국은 目支國이었다.
1) 丁仲煥, 『譯註考說中國史料抄』,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소, 1980,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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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史記』 기록대로 기원 이전에 백제의 영역이 북으로는 예성강, 남으로는 금강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종국적으로 마한을 통합한 백제의 영역은 『三國志』가 집필되는 3세기 후반대에는 이보다
훨씬 넓은 영역이 되었을 것이다. 또 그렇다면 백제는 중국의 대방군과 접하였기에 『三國志』에
그 존재가 特記되고도 남았어야 한다. 그러나 『三國志』 동이전에는 백제의 존재가 특기되지 않았다.
대신 목지국의 역할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 兩 史料上의 乖離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눠지고 있다. 물론 『三國志』 기사의 신뢰성을 운위하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三國志』 東夷傳 기록을 과대 평가했다는 自省論도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三國志』 저자인 陳壽가 실제로 東夷 地域을 답사하여 그 견문을 충실히 기록한 것이 아니다.
從軍者나 郡吏 등의 보고를 토대로 집필했을 뿐이다. 또 東夷傳에서 직접 보충한 기사는 후한 말에서
삼국 초에 이르는 기간의 동이와 중국과의 관계 기사가 주종을 이룬다. 게다가 그 태반이 公孫氏와
관구검과 관련된 것이다. 이처럼 진수의 東夷傳 편찬 태도는 매우 안일하였다. 따라서 東夷傳은
杜撰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三國志』 에서는 重出 기사의 경우 처음에는
상세히 서술하고 再出 시에는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에는 『後漢書』 및 기타
사서와의 정밀한 문헌적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는 비판적인 입장이 제기되었다.2) 혹은 양자를 절충
하는 입장도 표출된 바 있다. 즉 『三國史記』와 『三國志』 東夷傳이 동일한 시대의 역사를 기술하였다.
그럼에도 그 사회 성격에 대한 서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술하는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
되었을 뿐 兩者가 相馳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3)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해 『三國志』 동이전의 성립 과정을 고찰하여 兩者間 史料上의 乖離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이후 ‘『三國志』 동이전’은 주로 ‘동이전’으로 略記한다). 아울러 동이전의 사료
가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底本은 盧弼 集解, 『三國志集解』
임을 밝혀둔다.4)

2. 『三國志』 東夷傳의 자료 수집 經路
중국이 東夷 世界에 대해 눈 뜨게 된 계기는 漢 武帝가 衛滿朝鮮을 멸망시킨 후 四郡을 설치하면서
부터였다. 漢四郡을 통해 동이 세계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王莽의 新이 등장함에
2) 全海宗, 『東夷傳의 文獻的 硏究』, 일조각, 1980, 1~159쪽.
3) 徐榮洙, 「三國時代 韓中外交의 전개와 성격」 『古代韓中關係史의 硏究』 삼지원, 1987, 106~107쪽.
4) 盧弼 集解, 『三國志集解』 伍, 上海古籍出版社, 2013, 2211~2297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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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前漢과 後漢間의 정보의 연결이 순탄하지 못했다. 게다가 한사군의 퇴출과 거듭된 이동에
따라 자료와 정보가 본국으로 계승되지 못하였다고 본다. 후한 말 遼東 지역에 公孫氏 정권의 등장에
따라 絶域이 되어 간헐적인 정보마저 격절되었다.
그러나 魏 司馬懿가 공손씨 정권을 타멸한데다가 毌丘儉의 고구려 원정이 계기가 되어 막대한
정보와 생생한 견문이 채록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三國志』 동이전은 그 이전에 소개된 바
없던 내용들을 처음으로 수록하였다. 그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은 동이전 서문을 통해서 엿 볼 수
있다.5)

a. 公孫淵의 父祖 三代가 계속 遼東을 차지하자, 天子는 그 곳을 絶域으로 삼아 海外의 일을
위임하였다. 드디어 東夷와 隔斷되어 역대 중국과 통하지 못하였다. 景初 중(237~239)에
크게 군대를 일으켜 淵을 베었다. 또 몰래 군대를 바다로 띄워 樂浪郡과 帶方郡을 거두었
다. 이후 바다 바깥이 조용해졌고, 東夷도 굴복하였다. 그 후 高句麗가 배반했다. 또 偏師를
보내 토벌하였다. 끝까지 추격하여 가장 먼데까지 갔는데, 烏丸과 骨都를 넘고 沃沮를
지나 肅愼의 뜰을 밟았다. 동으로 大海에 이르렀다. 長老가 말하기를 “얼굴이 이상한 사람
이 있는데, 해가 돋는 곳에 가깝다”고 했다. 드디어 여러 나라를 두루 보고 그 法俗을
수집하고, 작고 크고를 구별하였다. 각각 名號가 있어 상세히 기록할 수 있었다. 비록
오랑캐의 나라이지만 俎豆를 쓰는 예절이 남아 있으니, “중국이 禮를 잃으면 四夷에게서
구한다”는 것을 더욱 믿을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그 나라들을 순서대로 찬술하고 그 같고
다른 점을 열거하여 前史의 미비한 점을 보완했다.6)

위에 인용된 동이전 서문에 따르면 魏軍이 요동군을 공격해서 238년에 공손연을 제거했다. 이를
계기로 魏는 낙랑군과 대방군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東夷 세력들이 魏에 복속되었다는 것이다.
魏가 고구려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魏軍은 고구려 영내를 통과하여 ‘肅愼의 뜰’이라고 한 읍루 지역을
지나 東海에 이르렀다. 이때 위군의 원정을 토대로 “드디어 여러 나라를 두루 보고 그 法俗을 수집하
고, 작고 크고를 구별하였다”고 했다. 東夷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비축된 것이다. 관구검을
비롯한 魏軍의 원정로를 놓고 볼 때 烏丸과 고구려·옥저·읍루의 존재가 확인된다.
5) 이에 대한 譯註로서는 井上秀雄, 「三國志魏書東夷傳」 『東アジア民族史 1』 平凡社, 1944, 12~18쪽이 참고된다.
6) 『三國志』 권 30, 東夷傳. “而公孫淵仍父祖三世有遼東 天子爲其絶域 委以海外之事 遂隔斷東夷 不得通於諸夏 景初中 大興師
旅 誅淵 又潛軍浮海 收樂浪·帶方之郡 而後海表謐然 東夷屈服 其後高句麗背叛 又遣偏師致討 窮追極遠 踰烏丸·骨都 過沃
沮 踐肅愼之庭 東臨大海 長老說有異面之人 近日之所出 遂周觀諸國 采其法俗 小大區別 各有名號 可得詳紀 雖夷狄之邦
而俎豆之象存 中國失禮 求之四夷 猶信 故撰次其國 列其同異 以接前史之所未備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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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夫餘에 대한 정보는 어떠한 노정을 통해 확보했을까? 이 경우는 2가지 경우를 想定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부여 호족들과 魏와의 교류를 통해서이다. 가령 牛加의 兄의 아들인 大使 位居가
大使가 해마다 京都에 사신을 보내어 貢物을 바쳤다. 둘째는 魏軍의 고구려 원정이었다. 즉 “正始
年間(240~249년)에 幽州刺史 毋丘儉이 高句麗를 討伐할 때 玄菟太守 王頎를 파견하여 夫餘에 보냈다.
<그러자> 位居는 大加를 보내어 郊外에서 <魏軍을> 맞이하여 軍糧을 提供해 주었다. <位居의> 叔父
인 牛加가 謀叛의 뜻이 있자 <이것을 알고> 位居는 叔父 父子를 죽이고는 財物을 沒收하였다. <그리
고는> 使者를 파견하여 <그 財物을> 조금 官(玄菟郡)에 보내주었다”고 했다. 여기서 부여의 호족인
위거는 魏의 고구려 원정군에게 군량을 제공해 주었다. 魏軍이 부여 지역을 통과하면서 얻게 된
정보가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위거가 ‘官’이라고 한 현도군과 교류하였다. 이로써 魏가 얻게 된
부여 내정에 대한 정보 등이 비축되었을 것이다. 셋째는 부여 조정과 중국과의 공식적인 교류가
되겠다. 가령 “지금 부여 창고에는 玉·璧·珪·瓚 등 數代의 물건이 傳世되어 보물로 삼았다. 耆老들
은 ‘先代에 사여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구절을 주목한다. 즉 부여는 중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玉類를 사여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여 왕이 사망했을 때 “漢나라 때 夫餘王의 장례에
사용할 玉匣이 항상 미리 玄菟郡에 갖다 놓았다. 왕이 죽은 즉 맞이하여 취해서 장례에 사용했다.
公孫淵이 伏誅되었을 때 玄菟郡 倉庫에는 玉匣 一具가 그대로 있었다”고 했다. 부여 왕의 장례와
관련해 繼位 왕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그것을 전후한 부여 지배층의 동향도 현도군에 알려졌을
것이다.7)
고구려에 대한 정보는 몇 가지 통로를 거쳐 채록되었을 것이다. 우선 양자간의 교류를 통한 정보
채집을 꼽을 수 있다. 즉 “漢나라 때 鼓·吹·技人을 내려주었는데, 항상 玄菟郡에서 朝服과 衣幘을
받았다. 高句麗令이 고구려의 名籍을 주관했다”고 하였다. 玄菟郡의 高句麗令이 고구려 내정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광무제 8년에 고구려왕이 사신을 보내어 조공함으로써 王號를
회복하였다.
전쟁을 통하여 고구려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었을 수 있다. 다음은 고구려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기사이다.

b. 王莽 初에 고구려 군사를 징발하여 胡를 정벌하려고 했다. 가지 않으려고 하여 강제로
다그쳐서 이들을 보냈다. 모두 塞를 나오자 도망하여 寇盜가 되었다. 遼西大尹 田譚이
이들을 追擊하다가 살해된 바 되었다.
7) 동이전 부여 조에 대한 譯註와 分析은 李道學, 「說林--‘三國志’ 東夷傳 夫餘 條의 分析」 『부여학』 3, 2013, 225~249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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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州郡縣이 허물을 句麗 侯 騊에게 돌렸다. 嚴尤가 아뢰어 말하기를 “貊人이 犯法한 것은
罪가 騊에서 연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安慰하는 게 마땅합니다.”… 莽은 듣지 않고 엄우
에게 이들을 치라고 말했다. 엄우는 句麗 侯 騊에게 만나자고 유인해서, 이르자 그를 베었
다. 그 머리를 長安으로 傳送했다. 왕망이 크게 기뻐하여 天下에 布告하여 다시 高句麗
이름을 고쳐 下句麗가 되었다. 이때에 당면하여 侯國으로 삼았다. 漢 光武帝 8년에 高句麗
王이 사신을 보내 朝貢하여 비로소 稱王하게 되었다.

d. 殤帝와 安帝 연간(105~125)에 句麗王 宮이 자주 요동을 약탈하므로, 다시 현도에 속하게
했다. 요동태수 蔡風과 현도태수 姚光은 宮이 두 郡에 害가 되자 군대를 일으켜 고구려를
토벌했다.

e. 宮이 거짓으로 항복하며 和를 청하자, 두 郡은 진격하지 않았다. 宮은 몰래 군대를 보내어
현도를 공격해 候城을 불지르고, 遼隧에 들어와 吏民을 살해했다. 뒤에 宮이 다시 遼東을
침범하자 蔡風이 가볍게 吏士를 거느리고 이들을 추격하여 토벌하다가 군사가 敗沒했다.

f. 宮이 죽고 아들 伯固가 즉위했다. 順帝와 桓帝 연간에 다시 遼東을 침범하여 新安과 居鄕을
약탈하였다. 또 西安平을 공격하여 길가에서 帶方令을 살해하고 樂浪太守 妻子를 略得했다.

g. 靈帝 建寧 2년(169)에 玄菟太守 耿臨이 이들을 토벌하여 高句麗人 數百 級의 머리를 베었다.
伯固가 항복하여 遼東에 속했다. 熹平 중(172~219)에 伯固가 청하여 玄菟에 속하였다. 公孫
度가 海東에서 강성하였다. 伯固가 大加 優居와 主簿 然人 등을 보내 公孫度가 富山賊을
치는 것을 도와 이들을 격파했다.

h. 伯固 때로부터 자주 遼東을 侵寇했고, 또 亡胡 500餘 家를 받았다. 建安 중(196~220)에
公孫康이 군대를 내어 이들을 쳐서 그 나라를 격파하고, 邑落을 불 태웠다.

I. …拔奇는 兄이면서도 즉위하지 못한 것을 원망하여 涓奴加와 더불어 각각 下戶 3萬餘 口를
거느리고 公孫康에게 가서 항복하고는 沸流水로 돌아와 살았다. 降胡 역시 伊夷模를 배반했
다. 伊夷模가 다시 新國을 만들었는데, 今日 소재한 나라가 그것이다. 拔奇는 드디어 遼東으
로 갔다. 아들은 句麗國에 남았는데, 지금 古雛加 駮位居가 그이다. 그 후 다시 玄菟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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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하였다. 玄菟는 遼東와 더불어 함께 공격하여 이들을 大破했다.

j. 景初 2년(237)에 太尉 司馬宣王이 무리를 이끌고 公孫淵을 토벌하였다. 宮은 主簿 大加를
보내 數千人을 거느리고 군대를 도왔다. 正始 3년에 宮이 西安平을 侵寇했다. 그 5년에
幽州刺史母丘儉에게 격파되었다. 이야기는 毌丘儉傳에 있다.

왕위계승과 관련한 고구려 내전에 요동군이 개입함에 따라 고구려 내정에 대한 정보가 비축될
수 있었다. 그랬기에 자신들이 지지했던 발기측의 입장에서 연우 즉 산상왕과 그의 아들인 위궁
즉 동천왕에 대한 정보가 그 출생부터 소상하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의 기사가 그러한
내용이 된다.

k. 伊夷模는 아들이 없어 灌奴部와 간음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位宮이라고 이름한다. 伊夷模가
죽자 세워서 王이 되었다. 지금 句麗王 宮이 그다. 그 曾祖 이름도 宮인데, 나면서 눈을
뜨고 보았기에 그 國人들이 그를 미워했다. 長大하게 되자 과연 凶虐해서 자주 도적질하고
노략질하여 국가가 殘破되는 것을 보았다.

동옥저에 대한 정보는 관구검의 고구려 침공과 동천왕을 추격하는 과정에 왕기의 별동대가 동옥
저 지역을 통과하게 된 것이다. 동해변까지 추격해 온 이들이 현지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전문이
정보가 되었다. 挹婁에 대한 정보도 동옥저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예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였다. 즉 “正始 6년(245)에 樂浪太守 劉茂와 帶方太守 弓遵이 領東濊가 句麗에 屬하자 군대를
일으켜 이들을 정벌했다. 不耐侯 等이 邑을 들어 항복했다. 그 8년에 闕에 나아가 朝貢하자, 詔를
내려 다시 不耐濊王 벼슬을 주었다”고 했다.
그러면 삼한의 경우는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였을까? “景初 중(237~239)에 明帝가 몰래
帶方太守 劉昕과 樂浪太守 鮮于嗣를 보내 바다를 건너 2郡을 평정하였다. 여러 韓國의 臣智에게는
더해서 邑君 印綬를 내렸고, 그 다음에게는 邑長을 주었다”는 기사가 주목된다. 그리고 다음의 기사
를 보자.

l. 桓帝(146~167)·靈帝(167~189) 말엽에 韓濊가 강성하여 郡縣이 제어하지 못했다. 주민들이
많이 韓國으로 유입하였다. 建安 중(196~220)에 公孫康이 屯有縣 이남의 荒地를 나누어
帶方郡을 만들었다. 公孫模와 張敞 등을 보내 遺民들을 모아 군대를 일으켜 韓濊를 정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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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舊民들이 점점 나왔다. 그 후 倭와 韓은 드디어 帶方에 복속되었다.

위의 기사를 놓고 볼 때 204년 경에 魏는 대방군을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屯有縣 이남의
荒地를 나누어 帶方郡을 만들었다”고 했다. 낙랑군의 둔유현 이남이 放棄되었음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낙랑군의 통치 영역이 축소되었거나 아예 한반도 밖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준다.
사실 公孫度의 아들인 公孫康(?~221)은 204년 父의 뒤를 이어 遼東太守가 되었다. 207년에 그는
요동으로 도망해 온 袁尙을 죽여 曹操에게 바쳤다. 그 공으로 인해 그는 襄平侯 左將軍의 벼슬을
받았다. 공손강은 고구려의 왕위계승 분쟁에도 간여하였다. 이때도 그는 요동태수였다. 여기서
낙랑태수가 한반도에서 건재한 상황이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공손강이 낙랑군의 남쪽 縣을 떼서
대방군을 설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와 엮어서 “景初 중(237~239)에 明帝가 몰래 帶方太守 劉昕과 樂浪太守 鮮于嗣를 보내 바다를
건너 2郡을 평정하였다”는 구절을 음미해 본다. 이 구절은 대방군이 설치된 204년부터 景初 중
(237~239) 이전에 한반도 밖으로 축출되었음을 암시해준다. 적어도 204년 이전에 한반도 바깥으로
이동한 낙랑군도 이때 함께 故地를 접수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시점은 237년~238년 초 쯤으로
짐작되어진다. 그 이유는 왜인 조에서 “景初 2년(238) 6월, 倭 女王이 大夫 難升米 등을 보내 대방군에
가서 천자에게 朝獻하기를 구하자, 太守 劉夏가 관리와 장수를 보내 京都로 가도록 보냈다”는 기사에
서 찾을 수 있다. 즉 238년 6월에 한반도에서 대방태수의 존재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正始 6년(245)에 樂浪太守 劉茂와 帶方太守 弓遵이 領東濊가 句麗에 屬하자 군대를 일으켜
이들을 정벌했다”는 기사에 이어 궁준의 전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볼 때 마한의 대방군 기리영
습격은 그 이후 어느 때라고 하겠다. 그리고 “部從事 吳林이 樂浪이 본래 韓國을 통치했으므로 辰韓
8國을 분할하여 樂浪에 주어야한다고 했다”고 한 낙랑은 평양의 낙랑이라면 경상북도 지역에 소재한
진한 제국의 일부에 대한 영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다. 이 구절의 낙랑은 동해안로를 이용할 수
있는 강원도 춘천 지역에 거점을 둔 嶺西樂浪이라고 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8)
倭國의 사정은 후한 광무제대의 金印으로 유명한 直交流 이후 100여 國에서 30여 國으로 축소된
숫자가 보인다. 왜국 邪馬臺國과 대방군과의 교류는 23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양자간 교류의 하한은 “正始 8년(247)에 太守 王頎가 官에 이르렀다”라는 기사가 된다. 사실 동이전
왜인 조에는 대방군에서 왜국에 이르는 路程이 沿岸航海와 寄港地를 비롯하여 里數와 방향과 소요
시일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倭人 條는 한반도보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일본열도 내의
8) 이에 대한 詳論은 李道學, 「樂浪郡의 推移와 嶺西 地域 樂浪」 『東아시아 古代學』 34, 2014. 6.30, 3~34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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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황을 3세기 경의 기록으로 남겼다. 가령 ‘景初 三年(239)’과 ‘正始 元年(240)’으로 시작되는
邪馬臺國과 帶方郡 혹은 魏 朝廷과 교섭한 기사 등이 그것이다. 일례로 正始 8년(247)에는 邪馬臺國과
狗奴國間의 싸움이 격화되자 邪馬臺國의 女王 卑彌呼는 대방군에 사신을 보내어 전투 상황을 보고한
결과 塞曹掾史 張政이 파견되어 중재에 나서게 된다. 대방군의 영향력이 바다로 격절된 일본열도에
까지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방군이 상호 境界를 접하고 있거니와 이해 관계가 맞물려 군사적 충돌까
지 빚어졌던 마한제국의 정치적 동향도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접촉은
전반적으로 상업적인 성격을 띠면서 “지금도 使譯으로 왕래가 있는 나라가 30개 國이나 된다. 대방군
에서 倭로 가는 데에는 海岸을 따라 水行하여 韓國을 지나서 남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가고, 倭의
北岸에 있는 狗邪韓國에 이르게 되는데 7천여 里이다. 비로소 바다를 건너 천여 里를 가면 對馬國에
이른다”9)는 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 교통로의 미발달을 위시한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하
여 “그 나머지 곁에 있는 나라들은 멀고 단절되어서 자세히 기록할 수 없다”10)는 한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이전 한 조는 “그 북방의 郡에 가까운 諸國은 약간의 禮俗이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바로 죄수와 奴婢 같은 자들이 모여 사는 것과 같은 상태였다”11)는 문구를 상기해
보자. 그렇다면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마한 전역을 포괄하는 民族誌的인 記述임을 생각하게 한다.
창원 茶戶里 유적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서남부 지역에서 중국제 화폐와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것
도12)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단절이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므로, 서술 대상 시기를 유추하는 근거로서 부적절한 풍속
기사를 제외한 동이전 한 조에서 서술하고 있는 일련의 정치관계 기사의 시간적 무대는, 3세기
경으로 집약되어진다고 하겠다.13) 이는 동이전의 말미에 적힌 다음과 같은 陳壽의 評을 통해서
보다 명료하게 확인된다.

m. 『史記』와 『漢書』에서는 朝鮮과 兩越을 기록하였고, 後漢의 史書에는 西羌에 대해 撰錄하였
다. 魏 나라 때부터 匈奴가 쇠약해졌으나, 다시 烏丸과 鮮卑가 나타났다. 이어 東夷에 이르
러서는 使譯이 때로 通하였으므로, 사건에 따라 기술하였으니 어찌 凡常한 일이라고 하겠
는가!14)
9) 『三國志』 권 30, 倭人 條. “今使譯所通三十國 從郡至倭 循海岸水行 歷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狗邪韓國 七千餘里 始度一海
10)
11)
12)
13)

千餘里至對馬國”
『三國志』 권 30, 倭人 條. “其餘旁國遠絶 不可詳得”
『三國志』 권 30, 韓 條. “其北方近郡諸國 差曉禮俗 其遠處直如囚徒 奴婢相聚”
李道學, 「百濟의 交易網과 그 體系의 變遷」 『韓國學報』 63, 1991, 69~71쪽.
徐永大, 「韓國 宗敎史 資料로서의‘三國志’東夷傳」 『한국학연구』 3, 1991,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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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중국 사서에 이른바 東夷諸國에 해당하는 나라들에 관한 採錄 順序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이전의 서술이 가능했던 시기는 烏丸과 鮮卑가 흥기하여 중국과 교섭하게 되는 이후부터임을
분명히 하였다. 실제 동이전 한 조에 의하면 3세기 중반에 마한과 중국 군현과의 충돌로 인해 郡縣으
로 歸附해간 수십 국 가운데 하나인 韓那奚15)가 삼한 78개 國名에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실도
한 조의 많은 부분이 3세기 중반 이후를 주된 시간적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따른다면『삼국지』 동이전의 전반부를 구성하는 부여·고구려·동옥
저·동예·읍루에 대한 정보는 魏將 毌丘儉의 고구려 원정에서 비롯된 바가 지대하였다. 따라서
이 원정은 동이전 구성의 일대 劃期인 것이다. 그리고 동이 세계와 직접 접하고 있었던 邊郡의
경우 잦은 교류와 군사적 충돌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는 肅愼의 楛矢 전설로만
알려진 그 東端의 挹婁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이 세계에 해당된다.
『삼국지』 동이전 서술의 下限 시점은 正始 8년(247)이다. 고구려 조에 보이는 ‘今王’ 등 ‘今’의
시점도 이 무렵이 된다. 이 무렵은 동아시아 전체가 전란과 격동의 시기였다.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의 邊郡을 통한 동이 세계에 대한 간접 이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군사적 遠征이나 內戰
仲裁를 통해 중국 중앙 정부와 동이 세계가 직접 교류하는 계기가 많아졌던 것이다.

3. 동이전의 사료 가치
1) 『삼국사기』 백제본기 시조왕기에 대한 검증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는 시조인 온조왕대(기원전18~기원후28)에 다음과 같은 영역을 확보한
양 기록하였다.

n. 8월에는 마한에 사신을 보내어 遷都를 고하고 疆場을 畫定하였는데, 북쪽은 浿河에 이르고,
남쪽은 熊川에 限하고, 서쪽은 大海에 이르고, 동쪽은 走壤으로 끝났다.16)

즉 온조왕 13년인 기원전 6년에 이미 북쪽은 예성강, 동쪽은 강원도 춘천, 남쪽은 웅천(금강)에
14) 『三國志』 권 30, 東夷傳. “史漢者朝鮮·兩越 東京撰錄西羌 魏世匈奴遂衰 更有烏丸·鮮卑 爰及東夷 使譯時通 記述隨事
豈常也哉”
15) 『三國志』 권 4, 魏書 4, 三少帝紀 第四 齊王芳.
16) 『三國史記』 권 23, 溫祚王 13년 조. “八月 遣使馬韓告遷都 遂畫定疆場 北至浿河 南限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

28
이르는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17) 이와 관련해 “春 2월에 王이 巡撫하여 동쪽으로는 走壤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浿河에 이르렀는데, 五旬이 지나서 돌아왔다”18)라는 기사 또한 그러한 영역 반경을 뒷받
침해 준다. 게다가 백제는 온조왕대에 古沙夫里城인 지금의 전라북도 고부 지역까지를 南界로 설정
하였다. 백제는 시조왕대에 북계는 예성강, 남계는 노령산맥이라는 기본 영역을 확보한 것이 된다.
이 사실은 백제가 시조왕대에 자국의 기본영역을 장악하여 단일한 정치체제로 출발한 것으로 인식
하였다.
이렇듯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초기 기사는 동이전에서 묘사하고 있는 마한 54국의 일개 소국에
불과한 伯濟國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동이전의 사료적 신빙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제기되었다. 사실 이 점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삼국사기』 초기 기사와 동이전이
담고 있는 기사는 시기상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다. 이것을 조정할 목적으로 한 조 기사의 하한
시기를『삼국사기』 기사의 상한 시기인 기원 이전으로 상정하기도 한다. 그렇게 하면 내용상의
상치함도 극복될 뿐 아니라 한 조가 전하는 낙후된 정치 단계와『삼국사기』 가 전하는 발달된
국가체제 단계 사이의 시간적 연결이 先後로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은 얼핏 생각하면 별다른 무리가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우선 동이전의 편찬 연대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그 上限은 晋이 吳를 평정한 280년 이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삼국지』는 私撰인 만큼 官撰史書처럼 집필 시기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동이전이 첨부된 魏志의 경우는 魏가 멸망한 265년 이후에 일단의 정리가 이루어졌을 가능
성이 높다. 이는 고구려 조에서 동천왕(227~248)을 ‘今王’이라고 한데서도 뒷받침된다. 그러나 대체
로『삼국지』 의 전체 내용은 진수가 著作郞職에 있던 太康 연간(280~289)에 정리되고 편찬되었다고
한다.19) 그렇다면 과연 한 조에 수록된 진수 당시에 존재하였던 삼한에 관한 기록이 기원 이전을
시간적 대상으로 한 것인지 의심된다. 또 한 조가 魚豢의『魏略』 등을 底本으로하여 거의 全寫하였
다는 지적도 있다.20) 그러나 兩 史書 間의 편찬 시기가 수년에 불과할 뿐 아니라21)『위략』 逸文이
『삼국지』 본문과 구분되어 摘記되어 있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다.
동이전 서문에 적힌 바처럼 見聞記를 비롯하여 동방정책의 본산인 中國郡縣이나 商人 등을 통하여
얻어진 당대의 지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다.22) 특히 『삼국지』의 저자인 陣壽의 恩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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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李道學, 「漢城 後期의 百濟 王權과 支配體制의 整備」 『百濟論叢』 2, 1990, 22~24쪽.
『三國史記』 권 23, 溫祚王 38년 조. “春二月 王巡撫 東至走壤 北至浿河 五旬而返”
山尾幸久, 『魏志倭人傳』 中央公論社, 1972, 28~29쪽.
全海宗, 『東夷傳의 文獻的 硏究』 일조각, 1980, 49~63쪽.
山尾幸久, 『魏志倭人傳』 中央公論社, 1972, 40~41쪽.
李基白, 「書評, 東夷傳의 文獻的 硏究」 『歷史學報』 88, 1980, 147쪽.
徐永大, 「韓國 宗敎史 資料로서의‘三國志’東夷傳」 『한국학연구』 3, 1991, 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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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華가 282년에서 287년 사이 北京에 동북방면군 총사령관격인 持節都督幽州諸軍事 領護烏桓校衛
安北將軍으로 부임하면서 동방정책에 수완을 발휘한 결과, 282년에는 20여 國 이상의 ‘歷世未附’한
마한제국을 招諭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23) 그러므로 陳壽는 張華를 통하여 삼한에 관한 識見을
넓혔을 가능성도 생각해 봄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이전 한 조는, 삼한의 정치적 동향을 면밀
히 파악하고 있던 대방군을 통하여 얻어진 지식을 토대로 서술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동이전
한 조에 적혀 있는 정치 관계 기사에 의하면 중국 군현은 삼한의 동태를 소상하게 파악하는 위치에
있을 정도로 양자간의 관계는 밀접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다음의 인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o. 景初 중(237~239)에 明帝가 몰래 帶方太守 劉昕과 樂浪太守 鮮于嗣를 보내 바다를 건너
2郡을 평정하였다. 여러 韓國의 臣智에게는 더해서 邑君 印綬를 내렸고, 그 다음에게는
邑長을 주었다. 그 風俗은 衣幘을 좋아하여 下戶가 郡에 가서 朝謁할 적에는 모두 衣幘을
빌려 입으며, 스스로 印綬와 衣幘을 착용한 사람이 千여명이나 된다. 部從事 吳林은 樂浪이
본래 韓國을 統御하였다면서 辰韓 8國을 분할하여 樂浪에게 주려고 하였다. 그 때 通譯하는
관리가 말을 전하는데 異同이 있었으므로…대방군 崎離營을 공격하였다. 그 때 태수 弓遵
과 낙랑태수 劉茂가 군대를 일으켜 이들을 정벌하였는데, 遵은 戰死하였으나 2郡은 드디어
韓을 滅하였다.24)

위의 인용은 한 조의 사료로서의 배경을 짐작하게 해주는 문구이다. 204년 경에 중국은 옛 眞番郡
지역인 황해도 방면에 帶方郡을 설치하는데, 그 배경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삼한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데 있었다. 대방군은 실제 마한 지역의 많은 세력과 정치·경제적인 관계를 맺었을뿐
아니라 정치적인 공작 이를테면 세력분열에도 干與하였다.25) 급기야 전쟁까지 치렀다. 마한에 관한
기사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하여 한 조에 수록되어졌다고 보여진다.
결국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등장하는 시조왕대의 정복 영역은 재검토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이미 밝혀졌듯이 백제의 고부 지역 진출은 근초고왕대인 369년대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삼국사
기』 백제본기 시조왕대의 역사상은 고찰이 필요하다. 이 경우는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倭의
경우를 통해 逆으로 시사받을 수 있다. 가령 大和政權에 의한 일본열도의 정치적 통합은 일러야
23) 『晋書』 권 36, 張華傳. 張華는 당대 제일의 臧書家로도 알려졌던 바, 진수는 그를 통하여써도 삼한에 관한 지식을
넓혔을 가능성도 생각해 봄직하다.
24) 『三國志』 권 30, 韓 條.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劉昕·樂浪太守鮮于嗣 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 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 千有餘人 部從事吳林 以樂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 以與樂浪 吏譯轉有
異同 臣智激韓忿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樂浪太守劉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25) 金哲埈, 『韓國文化史論』 지식산업사, 1976,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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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기 중반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서기에는 그 시조라는 神武天皇 當代인 기원전 667년에
南九州의 日向으로부터 東方으로 이동을 시작하여 기원전 660년에 畿內의 大和에 들어와 이른바
大和朝廷을 열었던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럼에 따라 일본열도는 당초부터 단일한 정치단위였다
고 하는 일본서기의 주장이 나온 것이다. 즉 일본서기 편찬 당시 왕실의 직계 祖先이 유구한
태고로부터 일본열도 全域을 지배한 유일의 정통 왕가였다는 주장을 선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서술
한 것이다.26)

2) 동이전이 담고 있는 情報와 史料 價値

『삼국지』 동이전은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를 모두 수록한 通史가 아니다. 중국의 삼국시대라는
특정 시기에 東夷 世界의 역사만 수록한 斷代史이다. 그러한 동이전은『삼국사기』 와 같은 정치사
일변도의 서술이 아니었다. 풍성한 民族誌的인 서술로 인해 문화사 복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가령 형사취수제와 민며느리제를 비롯한 풍속에 관한 서술이 대단히 많다. 게다가 그 내용들이
독보적이면서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혹은 흥미를 유발하는 기사도 보인다.
일례로 동이전 韓 條 馬韓 項에 “그 나라 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官家에서 성곽을 쌓게 되면,
용감하고 건장한 젊은이는 모두 등에 가죽을 뚫고 큰 밧줄로 그곳에 한 丈쯤 되는 나무 막대를
매달고 온종일 소리를 지르며 일을 하는데, 아프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작업하기를 권하며 또
이를 강건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기사를 제시해 본다. 이 기사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었다.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아무리 건장한 사내라고
해도 견디어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환호’가 나왔다는 게 경이로울 정도였다. 적어도
이 기사는 ‘온종일(通日)’ 현장을 지켜보지는 않았다 손치자. 그렇더라도 유심히 관찰하였거나 적어도
구체적으로 상황을 見聞한 기록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쉽게 수긍이 되지 않은 내용임은 분명하다.
그랬기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었다. 즉 “이 기록을 문자대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것을 노예 혹사의 광경으로 해석하고, 혹자는 미개사회의
성년식 試鍊이라하고, 또 어떤 이는 지게에 의한 작업의 소설화한 것이라 해석하나, 나의 견해에
의하면 부족 내부에서는 무계급한 이 사회에 이러한 同族奴隸의 酷使가 있을 수 없으며 土木工事에
成年式 試鍊을 행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요, 지게說도 近理는 하나, 丈許의 大木을
背皮에 뀌인다든지 또 그 工役이 거대한 木石을 運搬하는 築城 工作임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기록은
26) 이상의 서술은 李道學, 「百濟 初期史에 관한 文獻資料의 檢討」 『韓國學論集 23, 1993, 36~38쪽에 의하였다. 여기서
근초고왕대의 사실을 시조왕대로 소급해서 기재했음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三國志』 東夷傳의 成立 過程과 史料 價値_李道學

31

俗 所謂 목도式 運搬作業을 誇張한 것이 아닐까 한다”27)고 했다. 이와 더불어 築城儀禮說까지 제기되
었다. 가령 염소의 피가 묻은 칼로 소년들의 이마에 자국을 내었다. 이마의 피를 닦을 때 소년들은
반드시 ‘큰 소리로 웃어야’만 한다는 로마제국의 루페르칼리아 축제가 있다. 또 허리 부분만 적당히
가린 소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염소의 가죽으로 채찍질을 하였다. 그 매를 맞으면 순산과 다산을
한다고 믿었기에 젊은 여인들도 그 매를 피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동이전의
고통을 수반하는 위의 행위는 어쩌면 견고함을 축원하는 주술적 성격의 築城儀禮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28)
『삼국사기』 초기 기사와 『삼국지』의 그것에 대한 史料的 가치 비교는, 고고학적 자료와 관련지어
볼 때 좀더 명확해진다. 동이전의 사료적 가치는, 고고학적 자료와 비교해 볼 때 提高되어지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가령 4세기 이전의 고분에서는 金銀製品이 보이지 않는 반면 주로 玉類가
출토되고 있다. 이는 동이전 한 조에서 “瓔珠로서 財寶를 삼고 있으며…金銀과 비단을 진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기사와 부합된다29)고 한다. 또 전기 가야고분에 대한 발굴 성과를 주목해 보자.
이에 의하면 김해 대성동고분에 부장된 玉類는, 木槨墓로서 주로 규모가 큰 대형분이거나 부장품의
질이 우수하고 양이 풍부한 고분에서 많이 출토되었다. 그러므로 玉類를 사용한 고분의 주인공에
대한 신분적 검토까지 가능해졌다.30)
韓 條의 弁辰 項에는 “어린아이가 출생하면 곧 돌로 그 머리를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려 하기
때문에 지금 진한 사람은 모두 납작한 머리이다”라는 頭蓋變形에 관한 구절이 있다. 혹자는 이
구절도 한국인들 가운데는 납작머리가 많기 때문에 생겨난 訛傳으로 해석하였다.31) 그러나 褊頭
풍속은 동남아시아나 유럽 뿐 아니라 全世界的으로 널리 퍼져 있는 풍속이다. 그러한 편두 풍속은
실제 한국에서도 시행되었다. 김해 예안리 85호분에서 출토된 3세기대의 女性頭骨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안리 85분 두계골과 古代 페루의 챤카이(Chancay) 57 두개골의 正中矢狀 윤곽도
를 겹쳐 보면 前頭扁平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32) 그리고 부엌을 門의 서쪽에 설치하는
풍습은 김해 府院洞遺蹟에서 확인33) 되는 등 동이전에 보이는 생활 습속들이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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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孫晋泰, 『朝鮮民族史槪論』 上, 乙酉文化社, 1948, 77쪽.
李道學, 「‘삼국지’ 동이전의 세계, 한 조의 풍속 기사」 『꿈이 담긴 한국 고대사 노트 (상)』 一志社, 1996, 78~79쪽.
慶北大學校 博物館, 『原三國時代 文物展』 1990, 88쪽.
李相憲, 「가야유물지상전(12)」 『金海市報』 118호, 1993.7.1.
李丙燾, 「三韓의 社會相」 『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1976, 291쪽.
金廷鶴, 「金海 禮安里 85號 古墳出土 褊頭骨에 대하여」 『韓㳓劤博士停年紀念史學論叢』 1981, 11~25쪽.

金廷鶴, 「魏志 韓傳 扁頭 記事考」 『韓國上古史硏究』 범우사, 1990, 317~339쪽.
33) 沈奉謹, 『金海府阮洞遺蹟』 1981, 321쪽.
34) 徐永大, 「韓國 宗敎史 資料로서의 ‘三國志’ 東夷傳」 『한국학연구』 3, 1991,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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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전의 사료적 가치는 국내 문헌인『삼국사기』 초기 기사와 비교해서 빛을 발하고 있다.『삼
국사기』 에 따르면 백제와 신라는 3세기 경에는 광대한 영역을 지닌 국가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동이전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각자의 연맹의 평범한 소국에 불과하였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거에
약간의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소국의 근거지에 소재한 대형 봉토고분의 존재를 비롯한 고고학적
물증과 결부 지어 볼 때 동이전이 실상에 가깝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동이전은 부여사 복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삼국사기』 를 비롯한 국내 문헌에서 부여사
는 건국설화 외에는 얻을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동이전의 경우에는 부여 王都의
소재지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남겼다. 여기서 王都의 條件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가 玄菟郡(撫順)에
서 千里되는 곳. 지금 里數로 한다면 700里이다. ② 農耕爲主의 생활을 營爲하며, 山陵과 넒은 沼澤이
많으며 넓은 평야지대이어야 한다. ③ 妬忌한 女子는 ‘國의 南쪽 山上에 버린다’ 國은 王城을 가리키므
로, 수도 부근에 山이 있어야 한다(『자치통감』에 의하면 鹿山이 확인 됨). ④ 3세기 중반 이전까지
한 번도 다른 나라에 攻破 된 적이 없는 지역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에 맞는 지역이 길림시 일대가 된다. 왜냐하면 길림시는 ① 제3현도군이 있던
撫順에서 漢代의 里數로 千餘里(지금의 700里) 떨어진 지역이다. ② 길림시 일원에서 발달한 西團山
文化流域에서 보듯이 일찍부터 土着農耕生活을 하였으며, 길림시의 서쪽으로는 광활한 평야가 펼쳐
져 있으며 동으로 산릉이 있어, 두번째 요소와 부합되기 때문이다. ‘國南山上’이라는 기록은 길림시
남쪽에 산들이 있으므로 부합된다. 그러한 부여의 城은 圓柵이다. 圓柵 遺蹟은 길림시 동단산 남성자
土城遺構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宮城遺蹟들도 확인된 것이다. 게다가 부여의 거점인
鹿山은 남성자 인근의 東團山이 될 수 있고, 남성자의 남쪽 2里쯤 되는 곳에 소재한 冒兒山에는
古墳群이 형성되어 있었다.35)
동이전 부여 조에서 “사람이 죽으면 厚葬하였다”는 기록은 길림성 유수현 노하심 고분 출토품과
부합된다. 그리고 被葬者 男女 모두 가죽신을 신고 있었다. 이는 가죽 신발을 신었다는 동이전
부여 조 기사와 부합된다. 따라서 유수노하심 유적은 부여의 고분이며 鮮卑 분묘가 아님은 확실하
다. 그리고 老河深 古墳은 장방형의 토광묘로서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 쪽에 매장되었다. 合葬墓
의 경우 시신의 위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墓向은 대부분 동쪽, 부장품은 陶器·鐵器·銅器·金銀
器·石器·瑪瑙珠가 출토되었다. 銅器 중 前漢의 四神規矩鏡과 被葬者의 양쪽 귀에는 금실로 짜여진
많은 장식품이 달려 있었다. 목과 가슴 부분에는 瑪瑙珠가 놓여 있었다. 남자의 시신에는 청동자루가
달린 철검이, 여자의 시신의 팔뚝 부위에는 청동 팔찌가 있었다. 男女 모두 가죽신을 신고 있었다.
35) 武國勛, 「夫餘王城新考」 『黑龍江文物叢刊』, 1983, 제4기; 李道學 譯, 「夫餘 王城新考-前期 夫餘王城의 發見(상·하)」
『우리 文化』 12·13호, 한국문화원연합회,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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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빨과 말뼈도 출토되었다. 被葬者의 다리 부분에는 馬具가 副葬되어 있다. 그 가운데 鎏金飾牌에
는 飛馬가 주제였다. 鐵器는 낫·괭이·삽·호미 등의 農耕具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농업경제가
상당히 발달했음을 示唆한다. 곧 “東夷 地域 가운데 가장 넒은데 자리잡고 있었으며, 五穀이 잘
된다(『삼국지』 부여 조)”고 하였듯이 대량의 농기구가 출토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여에서는 목축업도 충분히 발달하였다. 이는 “東明에게 항상 말을 치도록 하였다”라는 기사와,
부여인은 “犧牲(제사 지내는데 쓰는 동물)을 잘 길렀다”고 하였고, 馬加·牛加·豬加·狗加의 존재는
소·돼지·개 등이 사육되었음을 알려준다. 墳墓에서 말이빨·말뼈·馬具와 더불어 飛馬가 있는
鎏金飾牌는 부여에 名馬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고고학적 증거이다.『魏書』 고구려 조에서 “황금은
부여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동이전부여 조에서 “金銀으로써 모자를 장식하였다. 赤玉(瑪瑙珠가
됨)·담비가죽·야생 대추만한 큰 구슬이 산출된다”고 기록되었다. 유수노하심 고분에서 출토된
대량의 耳飾에는 金銀이 많았고, 瑪瑙珠는 赤玉이 산출되었다는 기록과 부합된다.
동이전에 따르면 옥저의 북쪽에 소재한 '부여'는 송화강유역의 부여가 아니다. 동부여를 가리키고
있었다. 문제는 複數의 부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동이전 부여 조에서 “그 나라는
殷富하여 先世 이래로부터 일찍이 破壞된 적이 없다”라고 했을 정도로 富强을 자랑했다. 그러나
『魏書』에 따르면 부여는 1세기 전반에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大敗하여 고구려에 統屬되었다고 한다.
실제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 대무신왕은 동부여를 공격해서 대소왕을 전사시킨 바 있다. 따라
서 『삼국지』와 『삼국사기』의 부여는 서로 동일하지 않은 별개의 국가로 파악된다. 동이전을 통해
複數의 부여가 竝存했음을 찾아낼 수 있었다.36)
동이전이 집필된 3세기 후반 경 낙랑군의 소재지에 대한 시사도 한다. 낙랑군이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 더 이상 존속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암시해 주었다. 일례로 146년(태조왕 94)에 국내성에서
출발한 고구려군은 西安平을 공격하다가 길가에서 帶方令을 살해하고 樂浪太守 妻子를 略得하였다.
이 같은 帶方과 樂浪의 竝稱은 기원전 45년에 작성한 戶口簿에서도 보인다. 낙랑군 예하에 대방현의
존재가 戶口 數와 함께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낙랑군은 예하의 일부 縣들과 더불어
적어도 2세기 전반 이전에 遼東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 보다도 고구려가 청천강 이남
까지 지배한 상황에서는 낙랑태수 처자가 육로를 이용하여 압록강 이북으로 이동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낙랑군이 압록강 이북 요동에 소재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대방령은 물론이고 낙랑태수
처자도 자신의 세력반경에서 자유롭게 움직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군의 서안평 기습을 받아

36) 李道學, 「高句麗와 夫餘 關係에 대한 再檢討」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고대사연구소,
2006; 해당 논문 공개발표, 2005년 1월 21일, 한국학중앙연구원 ;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서경문화사, 2006,
1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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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포획되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게다가 동이전에서 고구려의 南界를 ‘朝鮮’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강원도 북부에 소재한 濊의 西界를 ‘今朝鮮’이라고 했다. 낙랑군이 소재했던 공간을 ‘舊朝鮮’이
아닌 ‘今朝鮮’이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마한의 北界로 적힌 ‘帶方’과는 달리 적어도 3세기
중엽 경에는 낙랑군이 지금의 평양 지역에 소재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랬기에 낙랑 대신 朝鮮이라
는 舊國號를 지명으로 사용한 것이다. 아울러 247년에 고구려의 평양성 천도가 가능하였다고 본
다.37)
고구려 왕실에 대해서는 동이전 기록에 따라 소노부에서 계루부로 교체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교체 시점이다. 동이전이 아니었다면 고구려 왕실 교체 자체를 몰랐을 것이다. 게다가 고구
려 왕계상의 문제점도 동이전을 통해 감지할 수 있었다. 즉 『삼국사기』에서 형제로 기록한 태조왕→
차대왕→신대왕 3王의 재위 연수가 무려 127년이나 된 데서 드러난다. 이와 관련해「광개토왕릉비
문」에 따르면 광개토왕은 시조로부터 17세손인데 반해『삼국사기』 에 따르면 13세손에 불과하다.
그러나 동이전에서는 태조왕의 장례 기록까지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럼에 따라 이들은 동이
전에 기록된대로 3대에 걸친 父子 관계로 지목하는 게 온당해 진다. 결국『삼국사기』 에 보이는
4世代의 차이는 부자상속을 형제상속으로 잘못 기재한 때문이었다. 고증을 시도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계보도 작성이 가능해졌다.38)

추모왕

유리왕

대무신왕
민중왕
再思 태조왕 — 차대왕 — 신대왕 — □ — 고국천왕 — 산상왕

한국사의 범주를 넘어 일본 고대사와 관련한 왜인 조의 경우는 그 사료 가치는 측정이 불가할
정도이다. 동이전이 아니었다면 『일본서기』에 의한 일본 고대사 복원은 헛 손질이나 헛 주먹질하는
거와 진배 없었을 법하다. 동이전은 몹시 중요한 정보를 그것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동이전의 기록은 考古物證과도 부합한다는 데서 그 眞價가 발휘된다.
동이전 韓 條는 3세기 후반까지 마한제국의 ‘朝獻’ 등을 토대로 한 지식을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底本으로 했다. 그 결과 斷代史로서 편찬된 것이다. 물론『삼국지』 가 단대사라
37) 李道學, 「樂浪郡의 推移와 嶺西 地域 樂浪」 『東아시아 古代學』 34, 2014, 3~34쪽.
38) 李道學, 「高句麗 初期 王系의 再檢討」 『伽倻通信』 18, 釜山大學校博物館 가야통신편찬위원회, 1988; 「高句麗 初期
王系의 復元을 위한 檢討」 『韓國學論集』 20,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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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서 그 사료 가치를 모두 인정해야 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誤謬의 가능성은 적발될지 몰라도
고의적으로 왜곡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와 관련해 『삼국지』 동이전의 撰史 동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삼국지』는 비록 西域傳은 없고 東夷傳만 있지만, 사마천의 『史記』 이래 당시로서는 일종의 세계
사였다. 중국 史家들이 외국의 역사를 자국 사서에 포함시킨 이유는, Herodotus의 『Historia』의
저술 동기처럼39) 무엇보다 주변 이민족과의 교역이나 그 지배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한
현실적인 목적이 가장 컸었다. 『史記』 조선전에 의하면 漢 武帝의 衛滿朝鮮 침공의 한 동기가 交易上
의 불이익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0) 경제적인 요인이 지대했음을 뜻한다. 이는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중국제 화폐와 물품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국 사서의 外夷傳에는 중국과의 관계사가 결코 소홀히 취급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여러
경로를 통해 얻어진 정보(자료) 가운데는 중국과의 정치적 충돌에서 비롯된 미묘한 사안에 관해서는
은폐한다거나 왜곡시켰을 가능성은 있다. 그럼에도 이른바 異民族 내부의 정보에 대해서는 충실히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민족 내부의 정치적 동향은 중화주의자들의 주된
관심사였고, 통치 와 외교에 필요한 자료였기 때문이다. 단순히 역사 자료 이전에 一次的으로 자신들
의 필요에 의해 작성한 정보 자료였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동이전은 무엇보다 사실성을 요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동이전 한 조의 사료적 가치를 낮게 평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는『삼국사기』 백제본기와는 달리, 그 고구려본기의 초기 기사가『삼국지』 와 相違하기 보다는
補完 관계에 있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41)
요컨대 “『삼국지』 동이전은 서술하고 있는 사실과 사실을 서술한 시기가 비교적 가까운 것인데,
『삼국사기』와 『三國遺事』가 한국 고대사회가 상당히 변질된 뒤에 나온 고대사 관계 자료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점에 있어서는 『삼국지』 동이전이 우리측 자료보다 자료적 가치가 있다“42) 라는
지적은 적절하다. 결국『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초기 기사가, 『삼국지』 한 조와 부합되지 않은
이유는, 『삼국지』가 편찬되는 3세기 후반 이전에 마한 전역의 주도권을 백제가 장악하지 못하였다
는 사실과, 그 백제본기의 초기 기사에 문제가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실제 선학들이 누누이 지적한
바 있지만, 『삼국사기』 초기 기사에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는 문헌과 고고학적인 검토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43)
39) 朴成壽, 『歷史學槪論』 삼영사, 1977, 15쪽.
40) 『史記』 권 115, 朝鮮傳에 “眞番旁辰國 欲上書見天子 又擁閼不通” 등의 기사를 근거로 하여 흔히 云謂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衛滿朝鮮의 국가성장의 주된 요인으로 交易을 지목하는 견해가(崔夢龍, 「古代 國家 成長과 貿易」 『韓國 古代의
國家와 社會』 일조각, 1985, 75쪽) 주목된다.
41) 李道學, 「高句麗 初期 王系의 復元을 위한 檢討」 『韓國學論集』 20, 1992, 175~196쪽에서 확인되고 있다.
42) 徐永大, 「韓國 宗敎史 資料로서의 ‘三國志’ 東夷傳」 『한국학연구』 3, 1991,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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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삼국지』 동이전은 기본적으로 累代에 걸친 중국의 東夷 世界 經略과 관련한 자료의 總體였다.
게다가 그 刊行 시점인 3세기대의 사실이 구체성을 띄면서 대거 수록되었다. 동이전은 당시로서는
최신 정보의 總和이기도 했다. 그러나 동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중화 세계의 이데올로기가 저변에
깔려 있었다. 그런 관계로 강박관념처럼 중화주의의 확산과 확대, 그리고 그것의 확인이라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다. 가령 중화 문명의 尺度로서의 俎豆의 사용 여부, 秦役을 피해 중국계 유이민이 이주
한 辰韓에 대한 호의적인 기술 등이 著例가 된다. 그럼에도 동이전은 『삼국사기』나 『日本書紀』와
같은 東夷諸國의 自國史 서술의 오류와 왜곡을 파악할 수 있는 유력한 準據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동이전이 지닌 사료 가치는 비할 바가 없다고 하겠다.
동이전이 없었다고 하자. 그랬다면 우리가 상식처럼 云謂하는 민며느리제니 蘇塗와 殉葬을 비롯
한 민족지적 성격의 생활사 복원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생활사는 단순한
傳聞이 아니라 현장을 곁에서 目睹한 이들의 구체적인 보고 형태였다. 그리고 東夷諸國의 언어와
복장, 그리고 法俗과 氣質, 特産에 관한 기록은 이전의 어느 史書에서도 없었다. 정치적인 교류와
군사적 충돌을 통해서 얻게 된 東夷諸國 내부의 속살을 들여다 본 정보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지녔다
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동이전의 증언은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값진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기에 여러 방면에서의 동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要望된다.

43) 李道學, 『백제고대국가연구』, 일지사, 1995, 38~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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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 적벽가의 長短과 中國 講唱 音樂의 節奏

全仁平
中央大學校 名譽敎授

1. 머리말
우리나라 판소리는 단출하게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는 일인다역(一人多役)인데 비하여, 중국
강창은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중인각역(衆人各役)의 극음악이다. 필자는 이 두 나라의 극음악을
비교해 보려고 한다. 이번 비교에서 필자는 특히 장단의 전개 이론을 살펴보려고 한다.
비교하는 목적은 어떤 점이 다르고 같은 가를 분명히 함으로 더욱 뚜렷하게 두 나라의 극음악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장단(長短)이라고 부르는 것을 중국에서는 절주(節奏) 또는 판식(板式)이라고 한다. 장단
과 판식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느린 것 - 중간 속도의 것 - 빠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필자는 세틀형식이라고 부르겠다. 한국의 세틀 형식은 진양조 - 중모리
- 자진모리이고, 중국의 세틀 형식은 만판(慢板) - 중판(中版) - 쾌판(快板)이다. 중국에서는 쾌판을
원판(原版)이라고 하여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쾌판이 확대되어 중판, 그리고 중판이 확대되어 만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진양조 - 중모리 - 자진모리의 세틀 형식에서 자진모리가 확대되어 중모리,
중모리가 확대되어 진양조라고 밝힌 바 있다1). 그러나 국악학계에서는 이 연구를 받아들이고 않고
있는 형편이다. 필자의 중국 극음악의 판식 연구로 인하여 한국 장단의 형성 논리를 증빙하는 하는
증거를 마련하려고 한다.

1) 전인평, “한국음악 장단의 현실과 논리,” 한국음악 장단의 역사와 논리(중앙대학교 출판부, 2004), 519-5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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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판소리
판소리는 소리꾼 한 사람이 북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추어 극음악으로 꾸미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소리(唱), 아니리(白, 말), 발림(科, 연기)으로 엮어 나가는 종합예술이다.
근대 후기 서민음악의 최고봉은 판소리이다. 판소리의 발생은 숙종(1711-1720) 시대로 보는 설과
다소 막연하게 영조(1725-1776)이전으로 보는 설이 있다.2) 그러나 문헌상으로 가장 오랜 기록은
유진한의 만화집 춘향가이다.3) 그래서 서민음악발전시대의 분기점을 유진한이 만화집을 편찬
한 1754년으로 삼은 것이다. 만화집 이전에도 판소리가 있었겠으나, 만화집은 판소리가 상당
수준 발달하고 있었음을 보인다는 점에서4) 시대 구분의 기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1900년까지로
하한선을 삼은 것은, 1900년이 궁중에 서양식 군악대를 처음 설치한 해로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서양음악을 수용한 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해를 우리 나라가 서양음악을 수용한 기점으로
생각한 것이다.
18세기 영정조 시대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였고, 또한 이앙법의 보급으로 벼의 수확량이 늘어
농민들의 생활이 한결 낳아진 때였다. 이러한 생활의 여유는 서민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욕구를
해결할 매체가 필요하였던 바, 이 때 나타난 것이 판소리라 하겠다.
판소리의 표면적 주제는 언제나 엄숙한 내용이다. 그래서 삶의 현실을 부정하고 도덕적 당위성을
긍정하려고 하나, 이면적 주제는 골계적(滑稽的)으로 형상화하여 도덕적 당위성이야말로 허망하다
는 것을 폭로한다. 그리고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3. 여러 가지 판소리 기원설
판소리의 기원과 발전 과정은 기록이 드물고 악보가 전해 오지 않아 확실히 알 수 없다. 기원에
관한 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을 크게 나누어 보면, 무가기원설(巫歌起源說), 중국 강창문학(講唱
文學) 기원설, 그리고 소설 기원설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노식(鄭魯湜)은 무가기원설을 직접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창극조(唱劇調)의 유래를 신라
2) 판소리의 발생 시기는 대체로 숙종부터 영조까지로 추정하고 있다. 鄭魯湜은 조선창극사에서 숙종 시대로 보았고,
李惠求는 ‘늦어도 영조시대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았다. 鄭魯湜, “唱劇調 광대의 嚆矢,” 朝鮮唱劇史(서울：조선일보사,
1940), 17쪽. 李惠求, “李朝 後記의 音樂,” 韓國藝術總覽：槪觀篇(서울：大韓民國藝術院, 1964), 289-91쪽.
3) 李惠求, “李朝 後記의 音樂,” 韓國藝術總覽：槪觀篇, 289-91쪽.
4) 유진한은 천안사람으로 호남지방을 여행하던 중 판소리를 듣고 만화집을 썼다. 이로 미루어 보면 1754년 당시의
판소리는 양반도 들음직할 만큼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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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화랑에서 유래한 것으로 연원을 삼아, 무가기원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5) 무가기원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는 이혜구(李惠求)이다. 그는 판소리에서 호남 무가와 비슷한 음악 양식이
나온다는 점과, 판소리 창자 계층에 무속 출신이 많다는 점으로 무가기원설을 설명하였다.6)
이보형(李輔亨)은 무가(巫歌)와 판소리와 산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엇모리 가락의 비교를 통하
여 무가기원설을 뒷받침하였다.7) 이후 이보형은 무가에서 직접 판소리가 파생한 것이 아니라 전라
도 창우집단의 광대 소리와 관련이 있다는 수정론을 발표한 바 있다.8)
백대웅(白大雄)은 무가기원설을 부정하는 견해를 발표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단가(短
歌)를 비롯한 판소리의 중요한 더늠이 호남무가(湖南巫歌)의 음악 어법이나 양식이 다르다. 그리고
판소리 음악 어법에는 호남무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장르의 전통성악곡의 음악 어법을 포용하고
있다. 그리고 유성기 음반 음악이 연구되면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옛 판소리는 오히려 호남
무가의 음악 양식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인다.9)
따라서 판소리는 호남 지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초기 판소리의 모습을 고음반으로 살펴보면,
오늘날의 가곡이나 가사, 그리고 경기 민요에 가까운 구조의 노래가 과반수 이상이었다. 다만 이후
판소리의 사회적 수용 과정에서 호남지방의 명창과 후원자가 많이 참여하면서 점차 호남 무가의
선율과 비슷한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결국 판소리는 18세기 말엽에 당시까지 있었던 “이야기노래”
에 비판 의식을 가지고 새로움을 추구하던 천재적인 초기 명창들이 기존하는 전통음악의 어법을
바탕으로 해서 “연극노래”(劇歌)라는 새로운 음악 양식으로 바꾼 노래가 판소리라고 결론지었다.
김동욱은 연희(演戱) 형태에서 추론한 광대소학지희(廣大笑謔之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고,10)
한편으로는 판소리 음악의 작곡이나 사설을 만드는 것이 광대(廣大)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도가 사상(道家思想)에 입각한 도사(道士)나 불가(佛家) 계통의 탁월한 음악가의 참여도 가능할 것이
라 추론하였다.11)

5)
6)
7)
8)

鄭魯湜, 朝鮮唱劇史(서울：조선일보사, 昭和 15년(1940), 12쪽.
李惠求, “宋晩載의 觀偶戱,” 韓國音樂序說(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165-75쪽.
李輔亨, “巫歌와 판소리와 散調에서 판소리 比較,” 李惠求博士頌壽記念 音樂學論叢(서울：한국국악학회, 1969), 165-75쪽.
李輔亨, “唱優集團의 廣大소리 硏究-육자배기 토리圈의 唱優集團을 中心으로,” 韓國傳統音樂論究(서울：高大民族文化

硏究所, 1990), 83-111쪽.
9) 白大雄, 다시보는 판소리(서울：어울림, 1996), 100-26쪽. 그리고 “판소리 무가기원설의 재검토 2” 韓國音樂史學報
(경산：한국음악사학회, 1995), 제15집, 125-63쪽.
10) 金東旭, “판소리 발생고,” 한국가요의 연구(서울：을유문화사, 1961), 310쪽.
11) 鄭炳昱, 한국의 판소리(서울：집문당, 1993), 87-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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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소리의 강창 영향설
중국 강창(講唱) 영향설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김학주(金學主)12)이다. 김학주는 강창과 판소
리의 공통점에 관심을 두었다. 즉, 한 사람의 강설(講說, 아니리)과 창(唱, 소리)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연한다는 점, 강창자가 스스로 북․박판(拍板)․철편(鐵片) 또는 현악기 등으로 반주한다는
점, 한 사람이 강창하는 것이라서 인물 묘사가 일반 소설․희곡보다 세밀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판소리와 중국 강창(講唱)은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 강창이란 이름에서 보듯이 강창이란 아니리
(講)와 소리(唱)로 구성한 극 음악이다. 중국에서도 소리를 강(講)이라 하고, 아니리를 백(白)이라
하고, 연기를 과(科)라 한다.13)
특히 우리 나라 판소리처럼 한 사람이 북을 치며 노래하는 것이 중국 산동성에 있는데, 이것을
고자사(鼓子詞)이라 한다. 심청가의 초두에 “송나라 원풍(元豊) 년간에…”로 시작하는 대목도 관련성
을 시사하고 있다14).

최초의 강창은 당 시대의 변문(變文)이다. 이것은 영국의 스타인(A. Stein)과 프랑스의 뻬리오
(Paul Pelliot)가 1907년과 1908년에 중국의 감숙성 돈황 천불동의 석실에서 발견한 돈황문권(敦煌
文卷) 가운데서 발견하였다.(이 석실은 혜초(慧超)의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이 발굴된 곳으로
유명하다.) 변문은 불경을 쉽게 해설하여, 대중에게 불교를 널리 펴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변문은
간혹 창문(唱文) 또는 그냥 단순히 변(變)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이렇게 불경에 노래를 섞어 가면서
설명하는 새로운 방법의 변문은, 인도에서 들여 온 것이다. 인도에서는 운문과 산문을 섞은 문체가
일찍부터 발달하여 보편화되어 있었다. 중국의 옛 문헌에 변문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것이 인도에서 들여온 것이기 때문이다. 변문은 본래 불경을 해설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후에는
전혀 불경과 관계없는 옛이야기(古事)를 연출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것은 변문이 차츰 불경에서
민중오락으로 발전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변문을 흔히 속강(俗講)이라고도 한다. 변문
으로 가장 오랜 것은 성당(盛唐, 713-765)무렵이고, 가장 늦은 것은 양(梁)대 921년(貞明 7년)이다.
돈황 사본 중에 가장 오랜 것은 406년, 가장 늦은 것은 995년이다. 변문은 당대에 인도에서 들어와
한동안 성행하다가 없어지고 말았지만, 이후 송대에 이르러 강창(講唱)이라는 민중예술의 모태가
되었다. 또한 중국의 희곡(戱曲)은 이 강창의 영향을 크게 받고 형성된 것이다. 변문에서 시작한
강창은 송대에 들어와 크게 유행하였다. 송원대(宋元代)에는 고자사(鼓子詞)가 유명하였고, 명대에
12) 金學主, “中國의 講唱 文學과 판소리,” 東亞文化(서울：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66) 6집, 208-210쪽.
13) 전인평, “중국음악,” 객석(서울: 주식회사 예음, 1995) 10월호, 67-71쪽.
14) 전인평, 새로운 한국음악사(서울: 현대음악출판사, 2000), 281-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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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탄사(彈詞)와 고사(鼓詞)가 유명하였다. 고자사는 관현악기와 북이 반주를 하였다. 탄사는 소고
(小鼓)와 박판(拍板)이나 현색(絃索)이라는 현악기를 반주로 사용하였다. 대체로 반주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때와 장소 연희자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대체로
소리꾼이 한 가지의 타악기나 현악기를 연주하고 스스로 반주하며 노래하던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탄사는 지금도 중국 남부지방에서 널리 유행하고 있다. 복건(福建) 지방의 평화(評話), 광동지방의
목어서(木漁書) 등은 탄사의 종류이다. 탄사는 국음(國音)과 토음(土音)이 있다. 국음은 표준말로,
토음을 사투리로 노래하는 것이다.
탄사가 중국 남부의 대표적인 강창이라면, 고사(鼓詞)는 북부에서 유행하고 있다. 북경의 경음대
고(京音大鼓) 산동의 이화대고(梨花大鼓) 등이 유명하다. 고사는 한 번에 한 시간 남짓 정도씩 이야기
를 해서, 한달 또는 그 이상 길게 공연하였다. 그 내용은 교육적이면서 오락적인 것으로, 시골의
찻집이나 또는 타작 마당에서 공연하였다. 이들이 즐겨 다루는 내용은 중국 왕조의 흥망성쇠나,
장군이나 관리의 도덕적 생활, 젊은 선비와 어느 귀족 부인의 사랑 이야기 등이다. 이 고사는 소리,
아니리, 발림이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에는 지방마다 유명한 지방극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북경의 것을 경극(京劇)이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유명하다.15)

한국 판소리와 중국 강창은 많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우리 나라의 판소리 생성 발전에 이웃 나라 중국 극음악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다음에는 한국 판소리와 중국 강창의 이러한 관련성을 더욱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 판소리 장단과
중국 강상의 절주를 비교해 보겠다. 양국의 극음악에서 사용하는 장단은 모두 세틀 형식이라는
속도와 관계있는 장단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5. 한국 판소리 적벽가의 장단
판소리 장단은 판소리와 산조, 그리고 민요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장단이다. 그래서 흔히
민속악 장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판소리 장단에서 사용하는 장단은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
15)전인평, 동양음악(서울：삼호출판사, 1989), 68-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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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휘모리․엇모리 등이 있다. 판소리 적벽가에 사용하는 장단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판소리
장단이고 이것은 산조, 민요, 무악(巫樂)까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진양조․중모리․자진모리의 세틀 장단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다.16) 그리고 앞의 영산회
상 장단에서 보듯이 축소의 기법이 산조 장단에서도 나오는지, 그리고 박자 수와 속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필 것이다.

판소리 장단의 장구점은 雙鞭鼓鞭을 두 번 반복하여 雙鞭鼓鞭鼓鞭鼓鞭으로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이 장구형을 반복할 경우, 겹치는 합장단 雙은 두 번 반복하지 않고 뒤의 합장단은 鼓로 바뀐다.
이러한 예는 현행 음악 중 자진모리가 여러 가지로 연주되는 것에서 볼 수 있다.17) 또한 굿거리를
16) 우리 나라의 진양조․중모리․자진모리는 인도의 딸라와 관계 있다.
빌람빗(vilambit)은 우리 나라 진양조와 대응하는 것이다. 빌람빗은 산스크릿의 vilambana에서 온 것이다. 빌람바나
는 ‘느린 것’(slowness) 또는 ‘지연된 것’(delaying)이라는 뜻이 있다. 마디야(Madya)는 ‘중앙의’(middle) 또는 ‘중심’(center)이라는 뜻이 있다. 두루따(druta)의 어원은 두루(dru)인데, ‘달린다’(run)라는 뜻이다. 두루따와 비슷한 말에 두루따
라(durtara)가 있다. 이것은 ‘가능한 한 빨리’(as quickly as possible)라는 뜻이다.(Theodore Benfey, A
SANSKRIT-ENGLISH DICTIONARY (New-Delhi：1991, Asian Educational Services), 빌람바나는 868쪽, 마디야는 681쪽,
두르는 423쪽.)
마디야와 관련 있는 말로 마디야데사(madhyadesa)와 마디마야나(madhyimayana)가 있다. 마디야데사는 ‘가운에
있는 나라’(the middle kingdom)라는 뜻으로 한자로 중국(中國)이라 번역한다. 마디마야나는 불교 용어로 소승(小乘)과
대승(大乘)의 중간을 택하는 것(the middle conveyance)으로 중승(中乘)이라 번역한다.(Ernest J. Eitel, A HAND BOOK
OF CHINESE BUDDHISM, SANSKRIT-CHINESE DICTIONARY (New-Delhi：Asian Educational Services, 1992) P. 83.)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중모리와 대응하는 마디야가 중간이라는 뜻으로 한자로 중(中)이라 변역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자진모리와 대응하는 두룻따의 어원인 ‘두루’가 빨리 달리는 속도와 관계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음악용어가 산스크릿(梵語, 산스크릿)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범어와 관계 있음은 이 말이 불교와 함께 들어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종교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할 때는 종교 자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상․음악․미술 등의 문화와 함께 전파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의 연극에 관한 고대 문헌인 나티야 사스트라에 세 가지 속도에 관한 기록이 있다(The laya is of three
kinds Druta(Rapid), Madhya(Medium) and Vilambita(slow, delayed). (The Natya Sastra, Indian Books Center,
Indological and Oriental Publishers) P. 416). 이 책은 기원 전 2세기-기원 후 2세기 경 저술된 것으로 추정하는 연극
이론 서적이다. 이 기록은 아시아에서 慢中數에 관한 가장 오랜 기록이다.(한만영․전인평, 동양음악(서울：삼호출판
사, 1989), 252쪽.)
17) 國樂槪論에 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자진모리가 있다. 이 장단을 보면, 같은 장구형을 두 번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앞의 것은 雙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고, 뒤의 것은 雙을 鼓로 바꾸고 있다.
앞의 것은 雙○鞭 鼓鞭鼓 雙○鞭 鼓鞭鼓
뒤의 것은 雙○鞭 鼓鞭○ 鼓○鞭 鼓鞭○
또한 박범훈 피리산조와 예술원 韓國音樂事典, 그리고 성애순 채보 伽倻琴散調를 비교해 보아도 같은 양상을
볼 수 있다.
박범훈 피리산조의 자진모리：雙○鞭 鼓鞭○ 雙○鞭 鼓鞭○
韓國音樂事典의 자진모리：雙○鞭 鼓鞭○ 鼓○鞭 鼓鞭○
伽倻琴散調의 자진모리：雙○鞭 鼓鞭○ 鼓○鞭 鼓○○
앞의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박범훈 피리산조는 雙○鞭 鼓鞭○을 완전히 두 번 반복하고 韓國音樂事典에는
한 장단에 앞에서 두 번 나오던 雙이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성애순 채보의 伽倻琴散調 자진모리는 더 생략되어서
뒤에 나오는 鼓○鞭 鼓鞭○이 鼓○鞭 鼓○○로 변화하였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쌍이 한 장단에 두 번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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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로 다르게 표기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18)
이로 미루어 보면, 영산회상 장단과 산조 장단은 동일한 장단에서 변화한 것이다. 산조 장단에서
雙鞭鼓鞭을 두 번 반복하면서 뒤의 雙을 鼓로 바꾸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만약,
한 장단에 쌍이 두 번 나오면, 장단의 시작점(머리)를 혼돈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19)

<표 1> 산조 장단의 주기와 장구점

번호

장단 이름

주기

장 구 점 구 성

1

진 양 조

24/4

쌍

편

고

편

고

편

고

편

2

중 모 리

12/4

쌍

편

고

편

고

편

고

편

3

자진모리

4/

쌍

편

고

편

고

편

고

편

아래 악보를 비교해 보면 진양조는 24박, 진양조는 12박, 자진모리는 4박의 구성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자진모리가 확장되어 중모리로 다시 중모리가 확장되어 진양조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느린 속도 - 중간 속도 - 빠른 속도의 세 가지로 변화하는 형식을 우리나라에서는 세틀형식이
라고 한다.

뒤의 것은 鼓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張師勛․韓萬榮, 國樂槪論(서울：한국국악학회, 1975), 30쪽. 박범훈, 피리산조(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85), 12쪽.
韓國音樂事典(서울：대한민국 예술원,1985), 322쪽, 白大雄 집필. 成愛順 채보, 伽倻琴散調(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85), 7쪽.
18) 굿거리의 보기는 國樂槪論과 國樂總論에 있다. 國樂槪論에는 두 가지 장구형을 國樂總論에는 세 가지 장구형
이 있다. 國樂槪論은 오선보를 國樂總論은 정간보를 사용하고 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해석하여
한자로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國樂槪論의 두 가지 굿거리
a) 雙○鞭 鼓鞭鞭 鼓○鞭 鼓鞭○
b) 雙○鞭 鼓搖○ 鼓○鞭 鼓搖○
國樂總論의 세 가지 굿거리
a) 雙○鞭 雙搖○ 雙○鞭 鼓搖○
b) 雙○鞭 鼓鞭鞭 鼓○鞭 鼓鞭○
c) 雙○鞭 鼓搖○ 雙○鞭 鼓搖○
앞의 비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장단에 雙이 두 번 나오면 뒤의 것은 鼓로 바뀐다는 것이다.
張師勛 韓萬榮, 國樂槪論, 31쪽. 張師勛, 國樂總論(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85), 122쪽.
19) 그러나 이와 같이 한 장단에 한 번만 합장단이 나오는 것은 장단을 악보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에만 나오는 현상이다.
장구 연주자들이 실제 공연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곳에서나 흥이 나면 한 장단 안에서도 합장단을 여러 번 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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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산조 장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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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음악의 절주
우리나라 판소리의 장단에 해당하는 중국 음악 용어는 절주(節奏)이다. 절주를 나타내는 방법으
판식(板式), 판안(板眼) 등이 있다. 절주에는 삼판(三板), 이판(二板), 원판(原板) 등이 있고, 판안에는
일판삼안(一板三眼), 일판이안(一板二眼),일판무안(一板無眼)이 있다.
절주를 나타내는 용어는 지방마다 매우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느린 삼판은 만판(慢板) 이라고도
하고, 중간 속도의 이판은 중판(中版)이라고도 부르고, 빠른 원판은 두판(頭版), 쾌판(快板), 유수판
(流水板)이라고도 한다20).
다음에 판안을 표로 표시해 보이겠다.

<표> 판안의 세 가지

일판삼안(一板三眼) - 느린 것(4/4)
●

일판이안(一板二眼) - 중간 속도의 것(2/4)
●

일판일안(一板一眼) - 빠른 것(1/4)
●

다음에는 실제 음악에서 예를 보이겠다. 다음은 <황조사>의 세 가지 속도를 보인 것이다

21).

황조사의 판식은 두판(頭板)․이판(二板)․삼판(三板)으로 부른다. 이 중에서 삼판이 선율의 원형이다.
두판은 가장 느린 4/4의 음악이고 원형 선율에 꾸밈음을 가장 많이 넣은 것이다. 이판은 중간 속도의
2/4 것이고 두판 보다는 꾸밈음이 많지 않다. 삼판은 가장 빠른 1/4이고, 뼈대 선율이다.
20) 杜潔祥, 中國音樂詞典(台北: 丹靑圖書有限公司, 1911), 494면.
21) 이외에도 세틀 형식의 음악으로는 福建漢串의 <懷古>와 潮州十大套의 <鳳求凰>이 있다. 복건한갑은 緩板 - 花板 快板의 세틀이고, <봉구황>은 頭板 - 中板 - 三板의 세틀이다. 高厚永, 民族器樂槪論(台北: 丹靑圖書有限公司, 1977),
3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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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황조사>의 두판 ․ 이판 ․ 삼판

이 악보를 살펴보면, 각 마디의 첫 음은 세 악보가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두판 뼈대음을
가지고 삼판․이판 선율을 변주하였기 때문이다. 첫 줄 음을 세어보면, 두판은 2음, 이판은 4음 삼판은
6음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속도가 느려지면서 간점을 많이 넣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유청랑>(柳靑娘)도 이와 같은 판식으로 변주한다. 다음에 참고로 악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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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유청랑의 만판 ․ 중판 ․ 원판22)

이와 같이 중국 음악은 확대와 축소라는 변주 기법으로 작곡하고 있다. 중국 음악의 판식에 관하
여 자세한 것은 필자의 “중국음악의 세틀형식”을 참고하기 바란다.23)

22) 高厚永, 民族器樂槪論(台北: 丹靑有限公司, 1987), 301-302쪽.
23) <행가>(行街 xingjie)는 만중삭의 긴음악을 축소한 것이다. 지금을 빠른 부분만 연주하여 느린 것과 중간 속도의
것을 생략한 것이다. 이제는 음악학교에서 가르치고 악보로 출판하고 녹음하여 표준판처럼 굳어졌다. 그러나 아마츄어
구룹에서는 완전한 만중삭의 세틀형식을 연주하고 있다. 이 긴 것을 20년 전 쯤 재편집한 것이다. 긴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은 신판 그룹에 대하여 자부심이 대단하다. 전편 연주자도 서양음악의 영향인지 속도 변화가 과장되어 있다.
그래서 느린 것은 더 느리게 빠른 것은 더 빠르게 연주한다. 전인평, 아시아음악연구, 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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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음말
한국의 판소리에 대한 강창(講唱) 음악 영향설을 처음으로 제기한 김학주(金學主)이래 이 방면의
연구는 많지 않지만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김학주는 강창과 판소리의 공통점에 관심을 두었다.
즉, 한 사람의 강설(講說, 아니리)과 창(唱, 소리)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연한다는 점, 강창자가
스스로 북․박판(拍板)․철편(鐵片) 또는 현악기 등으로 반주한다는 점, 한 사람이 강창하는 것이라서
인물 묘사가 일반 소설․희곡보다 세밀하다는 점 등을 든 것이다.
판소리와 중국 강창(講唱)은 음악면에서도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 강창이란 이름에서 보듯이
강창이란 아니리(講)와 소리(唱)로 구성한 극음악이다. 중국에서도 소리를 강(講)이라 하고, 아니리
를 백(白)이라 하고, 연기를 과(科)라 한다. 특히 우리 나라 판소리처럼 한 사람이 북을 치며 노래하는
것이 중국 산동성에 있는데, 이것을 고자사(鼓子詞)이라 한다. 심청가의 초두에 “송나라 원풍(元豊)
년간에…”로 시작하는 대목도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의 장단과 중국 강창 음악의 절주를
비교해 보았다. 한국에서 장단(長短)이라고 부르는 것을 중국에서는 절주(節奏) 또는 판식(板式)이라
고 한다. 장단과 판식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느린 것 - 중간 속도의
것 - 빠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틀형식이라고 하는 악곡 형식이다. 한국의 세틀 형식은 진양조
- 중모리 - 자진모리이고, 중국의 세틀 형식은 만판(慢板) - 중판(中版) - 쾌판(快板)이다. 중국에서는
쾌판을 원판(原版)이라고 하여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쾌판이 확대되어 중판, 그리고 중판이 확대되어
만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 판소리의 진양조는 24박, 진양조는 12박, 자진모리는 4박의 구성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자진모리가 확장되어 중모리로 다시 중모리가 확장되어 진양조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느린 속도 - 중간 속도 - 빠른 속도의 세 가지로 변화하는 형식을 우리나라에서는 세틀형식이라고
한다.
중국음악의 절주 형식은 만판(慢板) - 중판(中版) - 쾌판(快板) 또는 삼판(三板) - 이판(二板) 두판(頭板)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 선율의 원형이다. 느린 판식 4/4는 원형 선율에
꾸밈음을 가장 많이 넣은 것이다. 중간 속도는 2/4 것이고 빠른 것보다는 꾸밈음이 많지 않다.
삼판은 가장 빠른 1/4이고, 뼈대 선율이다.
한국 음악이나 중국 음악에서 느림 - 중간 - 빠른 속도가 있고 또한 자유리듬이 있다. 이것을
한국음악에서는 다스름[治音]이라 하고, 중국음악에서는 산판(散坂)이라고 한다. 판소리에서는 아니
리에 곡조를 얹어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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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느림 - 중간 - 빠름의 세 가지 소도 변화를 보이는 것은 세틀 형식이라 불렀다. 이러한
세틀 형식은 한국음악과 중국음악에서 공통으로 보인다. 한국의 판소리나 중국의 강창 음악에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속도가 사용되고 있고 세 가지 장단의 구조는 빠른 것이 확대되어 느린 현상을
보이는 것도 공통점이다.
필자는 한국 판소리에서 자진모리가 확대되어 중모리, 중모리가 확대되어 진양조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악학계에서는 이 연구를 받아들이고 않고 있는 형편이다. 필자의 중국 극음악의
판식 연구로 인하여 한국 장단의 형성 논리를 증빙하는 증거가 도출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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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演義>와 <興武王演義>
-<興武王演義>의 紹介를 中心으로-

安永勳
慶熙大學校

1. 序言
<흥무왕연의>는 역사상 실존인물 金庾信(595 ~ 673)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다. 김유신은 三國統
一의 偉業을 달성한 英雄으로 人口에 널리 膾炙되어 왔으며, 三國史記 列傳의 첫머리에 立傳되었
고, 각종 문헌과 口碑傳承에 行蹟과 逸話가 전하고 있다. 특히 1900년대를 前後하여 그를 주인공으로
한 漢文本, 國漢文混用本, 國文本의 소설이 등장하여 더욱 풍성한 문학적 형상을 이루고 있다.1)
현전 김유신전계 소설2) 중에서도 母本이라 할 수 있는 <흥무왕연의>는 그 연의라는 題名부터
回章體 형식 그리고 일부 내용에 이르기까지 <三國演義>의 일정한 영향 아래 성립된 작품이다.
그것은 일찍이 김유신전계 소설의 존재를 처음 학계에 보고한 박두포3)가 <角干先生實記>(1902,
柳鐸一所藏)를 <삼국연의>와 비교하여 그 성격을 ‘삼국지연의식으로 윤색된 漢文體 演義的 軍談小說’
이라 규정한 바 있다. 이후 김진영4)은 <각간선생실기>의 모본이 <흥무왕연의>(1899, 西岳書院本)라
는 사실을 밝혔고, 김동협5)은 <흥무왕연의>의 총 4개 回章을 <삼국연의>와 비교하여 <삼국연의>가
<흥무왕연의>에 미친 영향을 살폈다.
이와 같이 <삼국연의>와 <흥무왕연의>의 영향 관계는 학계 일각에서 이미 지적되어온 바이지만,
1) 그 전반적 양상에 대해서는 安永勳, 金庾信傳 硏究, 민속원, 2004. 참조.
2) 김유신전계 소설은 김유신 관련 기록물 중에서 삼국사기 열전 ｢金庾信條｣를 骨幹으로 하는 소설을 지칭한다. 김유신
전, 金鎭英․安永勳 共譯, 한국고전문학전집 제22권, 高麗大 民族文化硏究所, 1996. 참조.
3) 朴斗抱(1971), ｢角干實記攷｣,東洋文化 第12輯, 嶺南大 東洋文化硏究所.
4) 金鎭英(1990), ｢金庾信傳｣, 金鎭世 編, 韓國古典小說作品論, 集文堂.
5) 金東協(1993), ｢<삼국지연의>가 <흥무왕연의>에 미친 영향｣, 제2회 한국학대학원 학술세미나 발표요지,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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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연의>가 그 내용을 누구나 다 아는 작품인 반면 <흥무왕연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우선 <흥무왕연의>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2. <興武王演義>의 체재와 출간 경위
1) 형태 및 체재

경주 西岳書院에서 간행하였으며 현재 경희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내․외의 제명은 모두
‘興武王演義’로 되어 있고, 3卷 3冊 125張의 木活字本이다. 제1책에 序와 目錄, 本文 卷之一이 실려
있고, 제2책에 卷之二, 제3책에 卷之三, 跋이 실려 있다.
<흥무왕연의>의 체재는 목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목록에 번호를 붙이고 역문을 부기하여
옮겨 본다.

卷之一

1. 萬弩郡太守生男

만노군 태수가 아들을 낳다

2. 中岳山老人降靈

중악산 노인이 신령을 내리다

3. 智異山王孫習兵事

지리산에서 유신이 병법을 익히다

4. 娘臂城王孫救大人

낭비성에서 유신이 아버지를 구하다

5. 月城公子訪隱者

김춘추가 백결선생을 방문하다

6. 公子枉杞溪草廬

춘추가 기계의 초려를 방문하다

7. 聘僊堂公子迎婿

빙선당에서 춘추가 사위를 맞다

8. 大梁城品釋殉節

대량성에서 품석이 순절하다

9. 公子聘高麗不還

춘추가 고구려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다

10. 金將軍出師迎公子

유신이 군사를 내어 춘추를 맞이하다

11. 散諸國兵克七城

연합군을 해산시키고 일곱 성을 치다

12. 公子進屠明活城

춘추가 명활성의 반란을 진압하다

13. 克大梁城品釋歸柩

대량성을 쳐서 품석의 시체를 찾아오다

14. 河陽館還麗將玉符

하양관에서 여장의 옥부를 돌려주다

15. 公子得大兵還國

춘추가 대병을 얻고 돌아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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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成佐平說唐將還軍

성좌평이 당나라 장수를 달래어 돌아가게 하다

17. 唐太宗伐高麗不克

당태종이 고구려를 쳤으나 이기지 못하다

18. 遺女樂成佐平諫死

백제에 미인과 아공을 보내자 성충이 충간하다 죽다

19. 太宗王大擧西征

태종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서쪽을 정벌하다

20. 黃山之野羅軍大捷

황산벌에서 신라군이 크게 이기다

21. 伎伐浦唐將釣龍

기벌포에서 당나라 장수가 용을 낚다

22. 熊津城出降幡

웅진성을 나와 항복하다

23. 薛太師平鬼亂

설태사가 귀신의 난을 평정하다

24. 蘇將軍還軍渡海

소장군이 군사를 되돌려 바다를 건너다

25. 夫餘懷古詩

李穀, 李穆, 僧 處黙, 無名氏의 회고시

26. 集慶殿大宴勳臣

집경전에서 크게 잔치하고 공신을 표창하다

27. 高句麗諜者夜還

고구려 첩자가 밤에 돌아가다

28. 金官城臨政敗還

금관성에서 임정이 패해 돌아가다

29. 金元帥克豆知城

유신이 두지성을 치다

30. 倭國君臣割獻大馬島 왜국의 군신이 대마도를 바치다
卷之三

31. 永昌宮奉遺敎相國

영창궁에서 유신이 유명을 받들다

32. 靑木嶺羅軍大捷

청목령에서 신라군이 크게 이기다

33. 劉都督受奇計平敵

유도독이 계교를 받아 적을 평정하다

34. 開國公坐算平壤

유신이 앉아서 평양일을 점치다

35. 唐羅軍滅高句麗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키다

36. 後人過平壤詩

李穡, 申光洙, 無名氏의 회고시

37. 嬰留山文穎吹玉簫

영류산에서 문영이 옥소를 불다

38. 文武王大封功臣

문무왕이 공신을 크게 봉하다

39. 開國公乘箕上天

김유신이 승천하다

40. 右金富軾

｢열전｣의 史評과 동국통감의 史評

41. 後人過墓詩

徐居正, 魚世謙, 洪世恭의 시

42. 王山射臺碑銘

黃景源의 ｢新羅將軍金公神道碑銘｣(1752)

43. 正廟致祭文

정조의 명에 의해 李晩秀가 지은 제문(1792)

전체가 43回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40회장 이하는 부록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제1회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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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장까지가 ｢열전｣에 기반을 두고 김유신의 출생-행적-사망의 일대기를 사건에 따라 나누어
기술한 것이다. 그 중에서 제25회장과 제36회장은 삽입시로서6) 분량이나 성격면에서 독립된 회장으
로 보기 어렵다. 후행본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거나 앞장의 말미에 첨부되어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
물론 <흥무왕연의>에서 삽입시가 갖는 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25․36․41회장의 시들은
모두 역사적인 사건(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주인공 유신의 遺蹟)의 결말에 붙여진 것(附詩)으로
회고시의 유형에 속한다. 즉 사건의 한 단원을 마무리 지으면서 독자에게 고금흥망의 무상함을
음미하게 하는 정서 환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야기 줄거리를 구성하는
데에는 직접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두 장을 제외한 제1회장에서 제39회장까지 총 37회장 분을
이 소설의 본문으로 본다.
<흥무왕연의>의 동일본으로 조선대 소장본이 있고, 다른 판본으로 外題가 <興武王事蹟記>로 되어
있는 연세대 소장본이 있는데, 본문의 내용과 행․자수는 동일하다. 연세대 소장본은 활자의 모양이
다소 차이가 있고, 몇 군데 글자가 다르거나 빠진 글자가 첨가되어 있으며,7) 목록이 없고 무술년
(1898) 후손 炳奎의 발이 이정균의 서 앞에 붙어 있다. 그리고 말미 正廟致祭文 다음에 列聖朝受敎가
붙어 있다.

2) 출간 경위

<흥무왕연의>에는 저자 李鼎均8)의 서와 후손 容淳의 발이 실려 있어 출간 경위를 알려 주고
있다. 먼저 서문을 옮겨 본다.

흥무는 김공 유신을 왕으로 추존한 시호이다. 公은 우리나라가 삼국으로 벌려 있을 때를
당하여 신라를 크게 도와 통일의 위업을 이루었으니, 그 사람됨은 반드시 남보다 크게 뛰어난
점이 있을 것이다. 지금 사람 중에서 서사를 널리 섭렵하고 인물의 기위를 논하는 이는 반드시
중국을 일컫는다. 중국은 위로 삼대․한․당으로부터 아래로 송․명에 이르기까지 환하여 손바닥
을 가리키는 것과 같으나 우리나라에 이르러서는 강론함이 드물고 소략함이 매우 심하다.
아! 우리 나라가 비록 작지만 천고에 구한다면 어찌 사람이 없겠는가!
6) <흥무왕연의>에 영향을 미친 <삼국연의>의 여러 부분에서도 삽입시가 등장하고 있다.
7) 序文의 ‘鴻佑羅氏’가 ‘鴻佐羅氏’로, 제7회장의 본문 중 ‘仙堂’이 ‘聘仙堂’으로 되어 있는 것.
8) 延安 李氏 通德郞公第四子校尉公派譜에 의하면 生父는 源性이고, 字는 順九, 號는 雲樵이다. 哲宗 3年 任子(1852) 陰曆
6月 24日에 태어나서 光武 3年(1899) 陰曆 11月 23日에 죽었다. 어려서부터 神童으로 일컬어졌으며 文學과 言行이
뛰어나 고을 사람들에게 敬重되었다. 김동협, ｢흥무왕연의에 대하여｣, 國語敎育硏究 제25집, 慶北大 國語敎育硏究會,
1993. 155～156면 참조.

<三國演義>와 <興武王演義>_安永勳

57

내가 일찍부터 문헌 기록 속에서 약술된 흥무왕의 사적을 보고서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지 오래되었다. 다행히 지난해 겨울에 왕의 먼 후손의 집에서 본전을 얻어 보니 평생의
위대한 자취가 자세히 실려 있어 빠진 것이 없었다. 두 번 세 번 읽고 무릎을 치면서 칭상하였
다.
그리고는 다시 탄식하여 말하였다. ‘(역문 생략)...지금 흥무왕의 정충대업이 넉넉히 삼국상
의 인물이 되나, 전조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선미를 다하지 못했고, 다만 그 집안의 유전이
찬연하여 이것으로 천년 뒤에 지사의 마음을 흥기시키는구나! 아! 장하도다. 공은 세상에
드문 인재로 또 태종․문무 같은 현명하고 큰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군주를 얻어서
...(역문 생략)... 그 충의와 공훈은 비록 제갈량․곽자의로 논하더라도 거의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나는 공에 대하여 더욱 유감이 있으니, 공이 사비성 싸움에서 나의 중랑선조와 함께 백제를
멸망시키고 또 같은 조정에서 신하가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연대는 머나 만약 공융에게 논하
게 한다면 어찌 통가의 의가 없겠는가?
드디어 제사를 참고하고 군설을 모아 흥무왕연의 삼편을 저술하니, 무릇 삼국의 충신․열사
와 산천․성읍이 갖추어 기술되지 않음이 없다. 이 책이 비록 부허하고 과장되어 크게 가전과
동사의 본지에서 벗어난 듯해서 단인․정사에게 읽힌다면 경박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
다. 그러나 흠모의 간절함으로써 만은 칭상될 점이 있을 것이다. 崇禎紀元後五周丁亥二月己卯
延安後人李鼎均謹序9)

윗글을 통해 보면, 작자가 평소 김유신의 인물됨을 숭상하여 역사 기록의 소략함과 중국의 인물만
추앙하는 세태에 불만을 느끼던 차, 병술년(1886) 겨울에 김유신 후손의 집에서 ‘家傳’을 발견하고
흥기하여 여러 문헌을 참조하여 정해년(1887) 2월에 <흥무왕연의>를 저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저술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가전’의 발견인데 지금으로서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다.10)
9) 興武者, 金公諱庾信追王之諡也. 公當靑海鼎峙之日, 鴻佑羅氏, 成統一之業, 其爲人也必有大過人矣. 今人之博獵書史, 論人物
之奇偉者, 必稱中國, 中國上三代漢唐, 下及有宋皇明, 瞭然若抵掌, 而至於東國則罕有議論, 疎略特甚. 嗚呼, 東國誰小, 求之千
古, 豈無其人哉. 余自早歲, 得見興武王事略於文獻錄中, 以寓景仰之慕者有年. 幸去年冬, 寓得本傳於王遠裔之家, 而平生偉蹟
纖悉無遺, 披讀再三, 擊節稱賞. 旣而復歎曰, (昔歐陽子得王彦章家傳以記畵像, 使五代之史 炳然有稱) 今興武之貞忠大業, 優
爲三國上人物, 前朝時, 金開府三國之史未盡善美, 獨其家遺傳燦然, 以此千載之下, 足以興起乎智士之心. 猗歟, 壯哉, 公以不
世之才, 又得有爲之君若太宗文武之賢明(有同魚水, 言聽計從, 東征西討, 所向無前. 百濟高句麗以次削平, 而贊揚王化, 使東韓
之人, 稱新羅聖代, 然則)其忠義勳勞, 雖以諸葛武侯郭汾陽論之, 庶無愧矣. 余於公尤有憾焉, 其在泗沘之役, 與我中郞先祖 同
滅百濟, 又策名同朝, 距今雖年代侵遠, 使如孔北海論之則, 詎無通家之誼乎. 遂乃參考諸史, 褒輯群說, 著爲興武王演義三篇,
凡三國之忠臣烈士山川城邑, 靡不備述. 是書也雖若浮虛誇張, 大略幾越乎家傳及東史之本旨也, 使端人正士讀之則, 似不免於
輕薄之辭, 然特以欽仰之切, 有所稱之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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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에서 밝힌 바 창작 동기는 첫째, 김유신의 위적을 널리 알려 그와 같은 인재가 다시 나타나길
기대하는 심정, 둘째, 작자 자신의 조상(唐將 李茂)에 대한 숭조의 정신, 셋째, 김해 김문과의 通家의
友誼이다. 그리고 다섯째 단락의 두 번째 밑줄 부분은, 이 책이 기존의 史實을 바탕으로 하되 상당
부분이 허구화되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浮虛․誇張’은 사실의 허구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전통 시대에 소설을 두고 荒誕하다거나 浮靡하다고11) 한 것을 상기하면 이는 곧 소설을 짓는다는
작자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端人․正士에게 읽힌다면 경박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
라고 말한 대목도 유학자들의 소설 배격을 의식한 표현이다. 따라서 서문에 나타난 바를 종합하면,
이정균은 史實의 바탕 위에서 각종 전승 자료를 수용하고 허구적 영역을 확대하여, 역사적 실제보다
도 역사적 진실성을 밝힌다는 입장에서 소설 <흥무왕연의>를 창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간행 경위는 후손 용순의 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결미 부분만 인용해 본다.

그러므로 병신년 가을에 구성의 이정균씨가 중랑 휘 무의 후손으로 통가의 의로써 사설을
찾아 모아 3편의 책을 엮고 이름하여 흥무왕연의라 하였다. ... 무술년 겨울을 지나 종제
용욱과 족인 종락이 간행하여 널리 펴기를 함께 도모하여 서로의 정성을 다했는데, 해를
넘겨 공을 이루게 되어 나에게 기를 부탁하였다. 부득이 하여 감히 붓을 놀려 추모의 뜻을
간략히 썼으니, 이 송구함을 밝히지 않고 감히 흠경하지 않으리요. 崇禎紀元後五周己亥正月下
澣 後孫容淳謹識12)

윗글에 의하면 이정균이 <흥무왕연의>를 지은 해는 병신년(1896) 가을이고, 후손 용욱과 종락이
그것의 간행에 착수한 해는 무술년(1898) 겨울이며, 완성한 해는 기해년(1899) 1월 하순이다. 따라서
<흥무왕연의>가 간행된 해는 1899년인데, 연세대 소장본 발문의 간지를 따른다면 1898년에 처음
간행되고 다시 이듬해에 재차 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에서 이정균 자신이 지었다는 연도
(1887)와 발에서 말한 연도(1896)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점은 다른 자료와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10) 다만, 인용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혹 김부식이 ｢열전｣의 바탕으로 삼았다는 김장청의 ｢행록｣이 전해진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뿐이다. 그런데 1958년 金正祥이 編著했다는 <興武王傳記>의 叙言에, ‘本傳記는 興武王의 曾孫 長淸公이 그의
見聞을 基礎로 하고 唐 中郞將 李茂 將軍의 陳中日記를 參照하여 撰述된 十二卷의 記錄을 後孫에게 傳하였던 것’으로
‘一言半句도 演義하거나 刪削함이 없이 史實 그대로’이며 ‘金富軾이 三國史列傳을 記錄할 때에 이 傳記에서 拔萃하였고
뒤를 이어 後孫들의 손에 의하여 여러 번 飜刻되었다.’고 하였다. 이 말대로라면 <흥무왕전기>의 대본 = ‘家傳’ =
｢행록｣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삼국사기의 기록 이후로 지금까지 ｢행록｣에 대해 언급한 문헌이 전무하므로 사실을
가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11) 趙東一, 韓國小說의 理論(知識産業社, 1977), 70면 참조.
12) 故丙申秋, 龜城李鼎均氏, 以中郞諱茂之後孫, 爲有通家之誼, 搜采史說, 輯成文卷三篇, 名曰興武王演義. ... 越若戊戌冬,
從弟容旭與族人鍾樂甫合謀刊布, 相奔盡誠, 踰年而僝功, 因屬余以記之辭, 不獲已敢自柒翰, 略陳追慕之義, 不明是懼 敢不欽
敬者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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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異本의 槪要와 系統
현전 이본들의 간행 연도를 보면 대체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엽까지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13) 김유신전계 소설의 경우, 바로 이 간행 시기에 따라 그 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았다. 즉 체재나 내용, 형태는 고소설에 속하면서도 간행 시기는 대체로 한말 이후 신소설
성행기와 맞물려 있어 연구 영역에서 소외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서․발을 통해서 간행
경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의가 김해 김씨 종중에서 숭조현창의 일환으로 간행되었기에 국문
활자본을 제외하고는 널리 알려지지 못했던 것도 그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문
활자본이 대중용으로 출간된 것은 시대적인 요청도 배경으로 작용하였지만, 그 바탕에 여러 차례에
걸친 간행으로 풍성한 판본을 갖추고 있던 한문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한문본은 한문본대로 그에 못지않은 나름의 소설사적 의의와 시대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통 내에서 타 이본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모본은 저작자가 밝혀져 있고, 연대도 가장
빠른 <흥무왕연의>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흥무왕연의>로부터 사실 계열의 소설이 비롯
되었다. 이 계열은 같은 내용을 지니면서도 각기 제명을 달리하는 작품군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까
지의 검토를 통해 밝혀진 이본 전체의 계통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
(홍무왕전)

김유신전 ─ 사실 계열─ 홍무왕연의

개국공실기

홍무왕전 삼한연의(국한문혼용)

홍무왕실기

홍무왕삼한전(현토)

각간선생실기

김유신실긔(국문)

<삼국유사>
김유신조 ─ 설화 계열 ─ 실나국흥무왕젼·단대본 김유신전(국문)

위의 표에서 <흥무왕연의>에서 사실을 부연한 부분을 깎아서 사실적인 내용을 지향하고자 한
이본이 ‘실기’와 ‘전’ 字가 붙는 계통인데, 이들은 사실상 <흥무왕연의>의 허구성을 그대로 수용하고
제명만 사실 지향의 형태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내용상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13) 개별 이본의 내용에 대해서는 安永勳, 金庾信傳 硏究, 민속원,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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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흥무왕실기> 계열에서 일부는 <흥무왕연의>의 내용을 보다 보강한 것으로, 특히 국립도서
관 一山文庫本은 기존의 판본을 교정 정리하여 가장 善本에 속하며, 후행본의 성립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흥무왕삼한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각간선생실기>는 선행 이본부터 장회의 구분이 없이 내용이 전개되어 <흥무왕연의> - <흥무왕
실기>와 체재상 구별된다. 국문 활자본과 국한문혼용본은 모두 기왕의 한문본을 바탕으로 국역한
것인데, 국한문혼용본의 경우는 서두와 약간의 문구를 제외하고는 <흥무왕연의>나 <흥무왕실기>의
본문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국문본은 대중용 출판이라는 점에서 내용상 축약 등 변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개국공실기>는 가장 소설적 성향이 약화된 것으로 위인전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사실 계열의 이본이 분화된 원인은 실존 인물의 영웅적인 면모를 어떤 방향으로 부각시킬
것인가 하는 시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즉 허구 지향과 사실 지향이라는 의도의 공존이 이 작품군
의 이본 분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흥무왕연의>에서 이루어진 史實
의 허구화가 지속적으로 사실 지향의 견제를 받으면서 <개국공실기> 쪽으로 나아가고, 한편에서는
<흥무왕연의>의 허구성을 계속 이어 나가고자 하는 성향이 대중용 활자본에까지 연결되었던 것이
다. 설화 계열의 경우는 처음부터 역사적 사실보다는 설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방향을 달리하였다.
김유신전계 소설을 두 계열로 나누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형성 과정이 다르다는 데에 있다. 사실
계열은 ｢열전｣ 등에 있는 역사적 사실을 골간으로 삼고 기존의 전승 자료들을 수용하여 형성된
것임에 비해, 설화 계열은 <삼국유사> 김유신 조의 추남환생담을 골간으로 삼고 여타 전승 자료들을
수용하여 형성된 것이다. ｢열전｣과 삼국유사 김유신 조는 주지하다시피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은
물론이고, 그 바탕이 되는 세계관 또한 근본적으로 상이하므로 이 둘을 각각 골간으로 삼은 소설
또한 성격이 서로 구별된다.

4. <興武王演義>의 성격
<흥무왕연의>의 경우, 제명부터가 고소설사에서 몇 안되는 연의소설임을 내세우고 있고,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삼국연의>와 주제, 문체, 인물, 사건, 배경 면에서 흡사한 면을 적지 않게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성격을 ‘삼국지연의식으로 윤색된 한문체 연의소설’로 본 것은14) 일면 타당
성을 지닌다.
14) 박두포, 앞의 글. 이러한 결론은 <각간선생실기>를 가지고 논한 것이지만, <각간선생실기>가 <흥무왕연의> 계열의
축약본이므로 전체적인 성격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같은 대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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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면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삼국지연의>와 비교하여 삼국지연의식 소설로 규정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두 소설이 유사한 역사적 상황을 부연하였다는 점은 상통하고, 17C 이후 널리
성행했던 <삼국연의>의 위력을 <흥무왕연의>의 작자가 빌려 왔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정되지
만, 그것은 표현 그대로 <삼국연의>의 ‘윤색’일 따름이지, <흥무왕연의>의 본질적인 성격을 규정하
기에는 미흡하다.
군담의 성격을 살펴보면, 이 부분 <흥무왕연의>는 세부적 묘사에서 <삼국연의>의 것을 상당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거의 대부분 김유신
개인의 지략과 초인적 능력에서 판가름 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략과 능력은 하늘에
빌어서 얻고, 도사에게서 전수 받으며, 조상의 음조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흥무왕연의>는
한 개인의 일대기가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상황의 유사성이나 군담의 부분적 차용에도
불구하고 <삼국연의>와는 근본적으로 구조가 다른 작품이다.
<삼국연의>와 군담소설은 군담이라는 소재적 차원을 제외하고 나면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15) 군담소설의 특징은 개인의 일생이 중심이 되며,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 부각된다.
<흥무왕연의> 역시 개인의 일생이 기술의 중심이 되지만 국가의 흥망이 개인의 행적과 밀접한
관련하에 기술 전개된다. 이 점은 <흥무왕연의>가 군담소설과 골격을 같이 하면서도 다른 부분이다.
그리고 사건의 초점이나 주제 면에서 보면 <흥무왕연의>는 군담소설과 차이가 나며 <삼국연의>와
닮아 있다. 대체로 군담소설이 가정 내의 갈등이 중요한 사건 전개의 실마리가 되며 애정의 문제가
중시되지만, <흥무왕연의>의 경우, 가정 내의 갈등은 전혀 없고 김유신이 국가의 위태로운 형세를
파악하고 자진하여 집을 나서는 것으로 되어 있다.16) 결혼담이 삽입되어 있는 점은 일대기 중심의
기술임을 보여 주는 단서가 된다.
따라서 군담소설과의 관계 또한 일대기 기술, 군담의 성격을 제외하면, 사건의 초점과 주제면
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초인적인 개인이 국가 내지는 민족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대기 서술이라는 점에서17) 영웅소설에 해당한다. 결국 <흥무왕연의>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영웅소설이라 하겠다.
<흥무왕연의>가 이루어진 후 이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이본들이 생겨났다. 표기 수단에 따라
한문본, 현토본, 국한문혼용본, 국문본으로, 형태에 따라 목활자본, 활자본, 목판본, 석판본, 필사본
15) <삼국연의>와 군담소설의 대비에 대해서는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이대출판부, 1985), 265～279면 참조.
16) 어릴 때 관상 보는 중이 7년의 액운이 있으니 집을 떠나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7년 액운’이 집을 나서는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17) 김열규는 ｢무속적 영웅고-김유신전을 중심으로｣에서 ‘일반적인 세계 상황이 요구하는 파토스적인 경험-불행과 고뇌,
재난과 과제의 무게 등이 지닌 전체적-민족 또는 사회성을 자신의 것으로 떠맡고는 숭엄과 위대성의 빛을 더불어
결행하는 행동, 그것이 영웅적 사건’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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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문본은 제명에 따라 <흥무왕실기>, <흥무왕삼한전>, <각간선
생실기>, <개국공실기>로 나뉜다. ‘실기’나 ‘전’으로 改名하여 사실 지향을 의도하였으나 대부분
내용상으로는 <흥무왕연의>의 허구성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흥무왕실기>는 ‘섬서평정’ 대목의
삽입이나 부록의 첨가 이외에는 내용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 중 교정본을 바탕으로 重刊과 新編이
이루어지면서 차츰 이본의 분화가 일어났다.
<각간선생실기>는 <흥무왕연의>, <흥무왕실기>에 비해 내용이 축약되어 있고, 회장의 구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개국공실기>는 선행본들의 허구적인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감한 거의 傳記에
가까운 것이다. 국한문혼용본 <흥무왕전>은 서두 부분을 제외하고는 <흥무왕연의>의 본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 활자본 <김유신실긔>는 1920년대를 전후하여 대중용으로 출간된 것으로
가장 광범위한 독자층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본은 한문본을 축약하고 일본 관련 대목을
개변한 것으로 시대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다.
결국 <흥무왕연의>에서 이루어진 허구화가 한편으로는 사실 지향의 견제를 받으면서 <개국공실
기> 쪽으로 나아갔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흥무왕연의>의 허구성을 계속 이어 나가고자 하는
성향이 대중용 활자본에까지 연결되었던 것이다.
<흥무왕연의>의 성격과 관련하여 주제의식을 간략히 정리하면, 첫째, 작자와 간행자들의 성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 斥邪衛正 사상이 작품의 사상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당대의 현실적 위기를 극복할 英雄待望 또는 人才待望의 심리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셋째, 正統論,
華夷論을 바탕으로 한 보수적인 역사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역사적 사실을 통한 감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5. 結言
<흥무왕연의>는 주제면에서 보면, 현실적 위기를 극복할 영웅대망의식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으
며, 문학성과 흥미 못지않게 역사적 사실을 통한 감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소설사에
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거기에는 소설 작품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체재와 문학성
이 미흡하다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점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준이 아닌 역사
서술의 영향력이 강했던 한문화권 서사 전통의 맥락을 충분하게 고려하면서 <삼국연의> 같은 연의
소설들과의 비교 검토 등 보다 폭넓은 탐구 작업을 진행한다면 새로운 논의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는 비단 이 작품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므로 후고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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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志演義와 赤壁歌의 距離

許元基
建國大學校

1. 서언
赤壁歌는 원래 판소리 여섯마당 중 가장 연구가 덜 된 작품이었다.1) 그러나 최정락2), 김상훈3),
김기형4)등의 박사논문과 설중환5), 이성권6)등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다할 수 있는
적벽가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띄게 되었다. 적벽가를 차츰 독립적인 작품으로 인정하고 그 구체적인
성격을 구명하면서, 소설이 판소리화되면서 나타나는 희곡적 구성법의 여러 특징7)들과 주제의식8)
및 이본9)에 대한 연구가 아울러 이루어져서 연구의 폭과 깊이가 더해졌다. 또한 최근에는 음악적인
성격에 대한 논의10)가 깊어지고 있다.
적벽가는 수많은 군대와 장수들이 등장하여 전투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빠른 장단에 웅장하
고 씩씩한 호령조를 많이 사용하는 가장 남성적 인 판소리이며, 고도의 기교를 필요로 한다. 또한

1) ‘판소리 관계문헌 목록 : 영역별(김흥규작성, 판소리연구 제3집, 1992.11.17)’에 의하면, 춘향전은 225편, 심청전은
85편, 흥부전은 77편, 토끼전은 31편, 변강쇠가는 15편의 작품론이 이루어졌음에 비해, 적벽가는 10편의 작품론이
이루어 졌다.
2) 최정락(1992), 「적벽가 연구 -판소리 사설의 구조시학 정립을 위하여」, 경북대박사논문.
3) 김상훈(1992), 「적벽가의 이본과 형성 연구」, 인하대박사논문.
4) 김기형(1993), 「적벽가의 역사적 전개와 작품 세계」, 고려대박사논문.
5) 설중환(1992), 「적벽가 연구」, 『한국학연구』 제4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6) 이성권(1996), 「적벽가의 주제론적 검토와 문제점」, 『판소리연구』제7집, 판소리학회.
7) 최래옥(1978), 「적벽가의 해학적 구조」, 『한국 소설문학의 탐구』, 일조각.
8) 이성권, 위의 논문.
9) 위에서 밝힌 김상훈과 김기형의 논문
10) 박희순(2006), 「적벽가 새타령의 바디별 음악적 특성 비교」, 『남도민속연구』12; 김미니(2006), 「적벽가 삼고초려에
나타나는 시김새 연구: 박봉술과 정권진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음악학』7, 한국전통음악학회; 배연형(2011), 「판소리
새타령의 근대적 변모」, 『판소리연구』31, 한국판소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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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벽가는 소설 삼국지연의의 일부인 적벽대전 부분을 판소리사설로 수용한 것인데, 삼국지연의의
일부 적출번역이라 할 수 있는 華容道와 赤壁大戰 등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벽가
는 삼국지연의의 아류가 아니다. 적벽가의 개성은 삼국지연의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더욱 확연해
지겠으나, 적벽가와 삼국지연의의 본격적인 비교연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양 작품에
대한 비교연구로 가장 선편을 보여준 것은, 1978년에 이루어진 최래옥의 논문11)이다. 최래옥은
삼국지연의가 판소리화 되면서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여, ‘①희곡적 구성을 위한 집중
화’, ‘②해학성․풍자성’,‘③구창중 창자의 개입’ 등을 지적하면서 이는 판소리화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
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두 작품의 역사적 의미와 주제 의식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본
발표에서는 기존 논의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두 작품의 같고 다른 점을 먼저 검토한 후, 그것의
역사적 의미와 주제의식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텍스트로는 毛宗岡本 三國志演義와 申在孝本 赤壁歌를 이용하려 한다. 모종강본 삼국지연의는
康熙 18년(1679)경에 완성된 것으로 가장 널리 보급되어 애독되고 있는 판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널리 읽혀진 판본이다.12) 신재효본 적벽가는 신재효의 의식이 개입되어 첨삭 개작된 흔적이
많이 엿보이는 독서물화된 필사본이지만, 당대에 불린 판소리사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적벽가의 모습을 비교적 선명히 유추해 볼 수 있으며 후대 창본과도 일정한 연관을
맺고 있다.13)

2. 삼국지연의에서 삭제한 것
삼국지연의는 본래 一回 宴桃園豪傑三結義에서 一百二十回 降孫皓三分歸一統까지, 즉 後漢 靈帝末
年(中平元年, 184)에서 晋 武帝의 太康元年(280)까지 97년간의 시기를 다룬 역사소설이다. 그런데
적벽가에서는 삼국지연의의 一回 宴桃園豪傑三結義부터 三十六回 玄德用計取樊城에 해당하는 부분
이 삭제되고, 또 五十一回 曹仁大戰東吳兵부터 一百二十回 降孫皓三分歸一統까지가 삭제된다. 그리고
적벽가에 남아있는 부분은 三十六回 徐庶走馬薦諸葛에서부터 五十回 關雲長義釋曹操에 해당하는
대목들이다.
적벽대전 부분 중에서도 장면의 극대화14)가 이루어지고 이야기 전개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대목
11)
12)
13)
14)

최래옥, 앞의 논문.
이경선(1976),『삼국지연의의 비교문학적 연구』, 일지사, 25~26면 참조.
김기형(1993), 「적벽가 이본의 특징과 계열별 사설 비교」, 『판소리연구』 제3집, 참조.
김대행(1976),「판소리사설의 구조적 특성」, 『한국시가구조연구』, 삼영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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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삭제되는데, 예를 들면, 서원직이 모친 때문에 조조에게로 가게 되는 사연 및 서원직의 모친이
결국은 자결하는 대목, 현덕이 공명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최주평 및 공명의 장인 황승언을
만나는 대목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것은 삼국지연의의 주제 의식이 가장 잘 드러난 四十三回 諸葛亮舌戰羣儒
대목의 자세한 정황이 삭제되고 다만 舌戰群儒란 말 한 마디로 대체되어 있다. 蜀의 漢室正統論이
가장 논리정연하고 명쾌하게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 四十三回 諸葛亮舌戰羣儒 대목이다. 이곳에는
제갈량이 노숙과 더불어 동오에 갔을 때, 손권 막하의 문무제관 20여명과 논쟁을 벌이는 대목이
있다. 그 대화 내용을 잠시 엿보면 대개 아래와 같다.

薛綜 : “공명께서는 조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오(孔明以曹操何如人也)”
공명 : “조조는 한나라의 적이오. 또 무엇을 물을 필요가 있겠소(曹操乃漢賊也. 又何必問)”
설종 : “당신의 말씀은 틀렸소. 漢朝의 운명은 이제 天壽를 다했으니, 지금 조조는 이미 천하의
삼분의 이를 차지하고 인심도 다 그에게 쏠려 있소. 유예주께서 천시를 아지 못하고
굳이 그와 다투려 하는 것은,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려고 하는 것이니, 어찌 패하지
않겠소(公言差矣. 漢歷傳至今, 天壽將終, 今曹公已有天下之二, 人皆歸心. 劉豫州不識天
時, 强欲與爭, 正如以卵擊石, 安得不敗乎.)?”
공명 : “薛敬文公, 어찌 그런 無父無君之言을 함부로 할 수 있소! 무릇 사람이 한번 천지간에
났으면 충효로써 입신의 기본을 삼아야 하는 법이오. 공이 이미 한실의 신하로서 신하
의 도리를 벗어난 자 보았으면, 마땅히 힘을 모아 이를 없앨 것을 맹세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가 아니겠소. 지금 조조는 외람되게 대대로 한실의 녹을 먹고 있으면서도,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찬역지심을 품고 있으니 천하가 다 의분을 참지 못하는
터인데, 공은 천수가 그에게 돌아갔다고 하니, 정말 無父無君之人이오, 더불어 얘기할
만한 상대도 아니니, 다시는 더 말도 꺼내지 마시오(薛敬文安得出此無父無君之言乎!
夫人生天地間, 以忠孝立身之本. 公旣爲漢臣, 則見不臣之人, 當誓共戮之, 臣之道也. 今曹操
祖宗叨食漢祿, 不思報效, 反懷簒逆之心, 天下之所公憤, 公乃以天數歸之, 眞無父無君之人
也. 不足與言, 請勿復言.)!
陸積 : “조조가 비록 천자를 끼고 제후에게 호령하고 있다해도, 相國 曹參의 후손이요, 劉豫州
로 볼 것 같으면 中山靖王의 후예라고 하지만, 그것을 밝힐 만한 확실한 증거도 없고,
눈으로 보고 똑똑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자리를 짜고 짚신을 삼아서 팔아온 사람이라
는 것 뿐이니, 어떻게 그가 조조에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이오(曹操雖挾天子以令諸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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猶是相國曹參之後, 劉豫州雖云中山靖王後裔, 却無可稽考, 眼見只是織蓆販屨之夫耳, 何足
與曹操抗衡哉)!”
공명 : “공은 袁術 앞에서 귤을 호주머니에 넣었던 육랑이 아니오? 편히 앉아 내 말이나 들어
보오! 조조가 조상국의 후손이라면, 독 대대로 한실의 신하였소. 그런데 지금 전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君父를 속이고 업신여기는 것은, 다만 군왕에게는 불충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제 조상을 모멸하는 짓이니, 오직 한실의 亂臣일 뿐 아니라, 또한 조씨
집안의 賊子인 것이오. 유예주로 말할 것 같으면 당당한 한실의 후예로서, 지금의 황제
폐하께서도 이러한 가계를 생각하시어 작위를 내리셨거늘, 무엇이 밝힐 만한 증거가
없단 말이오? 더욱이나 고조황제께서도 정장의 신문에서 출발하시어 끝내는 천하를
통일하신 것인데, 자리를 짜고 짚신을 삼았다는 것이 또 무슨 욕될 일이 된단 말이오?
공의 어린애 같은 소견을 가지고는 식견이 높은 선비들과는 얘기도 안 되오(公非袁術座
間懷橘之陸郞乎? 請安坐聽吾一言. 曹操旣爲曹相國之後 則世爲漢臣矣. 今乃專權肆橫, 欺
凌君父, 是不惟無君, 亦且蔑祖, 不惟漢室之亂臣, 亦曹氏之賊子也. 劉豫州堂堂帝冑, 當今
皇帝, 按譜賜爵, 何云無可稽考! 且高祖起身亭長, 而終有天下, 織蓆販屨, 又何足爲辱乎! 公
小兒之見 不足與高士共語)!

위의 舌戰群儒 대목은 正史에는 보이지 않는다. 작자 나관중의 虛構이다. 나관중은 공명의 입을
빌려 한실부흥론을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朱熹의 通鑑綱目과 같은 유형의 역사철학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신재효본 적벽가에는 이런 구체적인 명분론이 삭제되어 있다.

3. 적벽가에 추가한 것
그렇다면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에서와는 달리 신재효본 적벽가에서 추가한 대목은 어떠한 것일
까? 아래에 적벽가의 전체적인 이야기 구성을 밝히면서 새로이 추가한 대목에 밑줄을 가했다.

1) 서두
2) 삼고초려(와룡강경개풀이, 공명인물치레)
3) 공명, 노숙과 동오에 가다
4) 주유, 제장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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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유, 공명․유비를 살해하지 못하다
6) 조조, 잔치배설(오작가)
7) 병졸자탄사설(놀아보자, 부모생각, 아내생각, 자식생각, 첫날밤 생각, 형님생각, 까치생각,
죽음걱정, 싸움타령)
8) 공명, 동남풍을 빌다(칠성단경개사설, 공명축문)
9) 공명, 조자룡과 함께 夏口로 돌아가다
10) 공명, 제장배치
11) 주유, 제장배치
12) 적벽화전(죽고타령)
13) 조조, 오림으로 도망
14) 조조, 웃음
15) 조자룡 나타나다
16) 조조, 호로곡으로 도망
17) 병졸점고사설
18) 조조웃음
19) 장비 나타나다
20) 조조, 화용도로 도망
21) 새(寃鳥)타령(봉황, 鷓鴣, 앵무, 烏鵲, 꾀꼬리, 비둘기, 따오기, 두견, 쑤꾹새, 비쭉새, 검정
새)
22) 장승타령
23) 조조, 유비등의 근본없음을 비웃다.
24) 조조 웃음
25) 관우 나타나다
26) 조조 꾀 사설
27) 조조, 애걸
28) 관우, 조조를 살려 보내다
29) 결말

이렇게 첨가된 대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삼국지연의>에
서는 영웅적 인물들에게 가리어 존재하던 인물인 무명 병졸들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엮어지는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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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 이러한 대목으로는 <병졸자탄사설>,<병졸점고사설>등이 있다.
<병졸자탄사설>은, 조조가 잔치를 열고 驕氣에 가득 차서 창을 들고 “月明星稀 烏鵲南飛”를 읊을
때, 한 켠에서 병졸들이 모여 한탄하는 대목이다. 이 대목은 앞에서도 제시했듯이 “놀아보자, 부모생
각, 아내생각, 자식생각, 첫날밤 생각, 형님생각, 까치생각, 죽음걱정, 싸움타령” 등 아홉 대목으로
나누어 진다.
첫 번째 병사가 등장하여 만 가지 시름을 잊고 놀아보자고 제안하지만, 두 번째 병사가 나와
늙은 부모를 생각하며 서러움을 토로하면서, 無兄弟에 獨身인 자신까지 전쟁터로 끌로 나와 자신을
불효자로 만든 조승상을 원망한다. 세 번째 병사는 얌전한 자기 아내와의 금슬좋던 시절을 회상하며
부부간의 정리를 끊어놓은 부패한 권력을 원망한다. 네 번째 병사는 육대독자인 자기 아들을 보살피
지 못하는 사연과 설령 살아 돌아간다 하여도 자신을 몰라볼 자식 생각에 서러워한다. 다섯 번째
병사는 뒤늦게 결혼했는데 첫날밤도 못 치르고 끌려 나왔다며 서러워한다. 여섯째 병사는 전장에
나온 후 헤어진 형을 그리워한다. 또 여섯 번째 어린 병사는 집에 두고 온 까치가 자신을 찾아
왔는데 승상이 자신에게 묻지도 않고 시를 지었다고 서러워한다. 일곱 번째 병사는 집 생각도 집
생각이지만 전쟁에서 아마도 죽게 될 자기 몸이 더 서럽다고 한다. 여덟 번째 병사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으니 전쟁에서 공이나 세워 돌아가자고 한다. 이들 대목에는 인간의 보편적 정리를 거역
하고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부당한 권력층에 대한 비판의식이 숨어있다고 하겠다.
<병졸점고사설>은 조조가 적벽화전에서 패하고, 다시 오림에서 조자룡에게 쫓긴 후 호로곡으로
도망하여 살아남은 군사를 수습하면서 이루어지는 대목이다. 이 대목에서는 살아남은 병졸들의
참담한 상황과 승상에 대한 모독이 잘 나타난다. 특히 “우리 군중에서 승상님 장군님제 오한
양국 사들은 그러 장수말고 오륙셰 아덜도 모도다  말이 조조 그 죽일 놈 조조 그 죽일
놈 니 셰를 엇디야 인심 그리 못 어덧쇼 지금 사라게실 적의 남의 욕이 저러 제 상나신
쳔만년에 그 시비가 엇더커소” 라고 하거나, “셜령 승젼다기로 승상이나 조흐시제 우리 갓튼
군덜이 무슨 큰 미 보자 물인지 불인지 불계고 왈칵왈칵 달려들어” 또 “승상은 영웅이라
십만 죽여시니” 라고 말하는 등 조조에 대한 비난이 직접 쏟아져 나온다. 생명을 많이 착취할수
록 영웅이 되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음은 특히 유념할 만하다.
병졸뿐만 아니라 자연사물들도 조조를 조롱하고 나선다. 자연사물들이 등장하여 엮어지는 사설
들로는 <새타령>과 <장승타령>이 있다. <새타령>은 일명 <寃鳥타령>이라고도 하는데 적벽․오림․호
로곡에서 원통히 죽은 군사들이 엄동설한에 새가 되어 조조의 죄목들을 조롱하고 꾸짖는 대목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새들은 봉황, 鷓鴣, 앵무, 烏鵲, 꾀꼬리, 따오기, 두견, 쑤꾹새, 비쭉새, 검정새이다.
비쭉새 대목을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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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빗죽 죠롱다 통일쳔하 너를 주랴 안아 옛다 빗죽 이교녀를 너를 주랴 안아 옛다
빗쥭 셥천호령졔후 역젹 놈이 네 아니냐 안아 옛다 빗쥭 침살국모 죡멸충신 네 죄목을
뉘 모르리 안아옛다 빗죽

<장승타령>은 조조가 무고한 화용도 장승을 뽑아다가 治罪하며 화풀이하는데, 장승이 또한 자신
의 신세를 한탄하며 조조를 풍자하는 대목이다. 생명착취에 대한 반감이 생명운화의 주체인 자연물
로 전이되어 표현되고 있다.
그 밖에도 명분없는 전쟁에서 조조의 팔십만 대병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린 대목인
<죽고타령>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불 속의 타셔 쥭고 물 속의 져 쥭고 총마져 쥭고 살마져 죽고 칼의 죽고 창에 죽고
발펴 죽고 눌녀 죽고 업더져 죽고 잡바져 죽고 긔막켜 죽고 숨마켜 죽고 창터져 죽고 등터져
죽고 팔부러져 죽고 다리부러져 죽고 피토야 죽고 싸고 죽고 웃다 죽고 다 죽고 소지
르다 죽고 달아나다 죽고 안져죽고 셔셔 죽고 가다 죽고 오다 죽고 장담다 죽고 부긔쓰다
죽고 이갈며 죽고 쥬먹쥐고 죽고 죽어보노라 죽고 담으로 죽고 셜워 죽고 동무라
죽고 요놈 쥭고 져놈 쥭고 이리 쥭고 져리 쥭고 슈업시 죽은 것이 강물이 피가 되야 젹벽강이
젹슈강 ‥‥‥

또 공명이 동남풍을 빌기 위해 쓴 축문이 첨가되었으며, 조조가 애걸하는 대목도, “삼국지에
잇 젹 조조가 관공보고 말타고 비러시되 비  아니기로 부드기 이 문을 셰상이 곳쳣
다” 라고 하여 조조를 더욱 비속하게 만들었고, 또 관우를 피해 살아남고자 꾀를 쓰는 사설인
<조조, 꾀 사설>이 첨가되어 조조를 더욱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간다. 또 조조가 유관장, 자룡, 공명등
의 근본없음을 비웃는 아래의 대목이 또한 첨가되어 있다.

유황슉은 탁군의서 신만삼 궁조오 졔갈량은 남양에서 밧파든 농토이 악가 그 그
관운쟝은 하동에 독장수 더더구나 쟝비 그 손은 탁군에 제육장수 괫심다 조룡은 샹에
서 노략질군

신분의 귀천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비뚤어진 인간관이 조조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관
이야말로 민초들에게 도리어 경멸의 대상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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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물 형상의 변모
위에서 살펴본 구성상의 변화와 함께 등장인물의 성격도 변모한다.
가장 큰 변모는 앞에서도 잠시 거론했듯이 무명 병졸들의 前面 登場이다. 이점이 <삼국지연의>와
<적벽가>의 가장 큰 변별점이다. <삼국지연의>는 영웅들의 마당이며, 병졸들은 그 안에 객체로
매몰되어 자기발언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나 <적벽가>에서는 <병졸자탄사설>과 <병졸점고타령>등
에서 보이듯이, 무명 병졸들이 영웅들과 대등한 위치에 서서 거침없이 자신의 심회를 토로하면서
절대권력의 소유자인 조조와 대립하며 조조를 비판한다. 그리하여 영웅들의 이야기가 범인들의
이야기로 변모하는 기틀을 마련한다.
그 다음으로 큰 변모를 보이는 인물이 程昱이다. <삼국지연의>에 나타난 정욱은 충직한 모사일
뿐 감히 조조를 풍자하거나 항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이러했던 정욱이 <적벽가>에서는 방자형
인물로 변모한다. 그래서 정욱은

비소(誹笑)하야 “승상 목 좀 노시오. 근본 두풍(頭風) 과시니 죠타는 편전(片箭)으로
박 통겨 피 시면 두풍이 낫소리다.”

와 같은 무시무시한 발언을 입에 담는 인물로 변모한다.
<삼국지연의>에서 조조는 奸雄으로 등장한다. 그가 간웅으로 불리게 된 연고는 <삼국지연의>
第一回 斬黃巾英雄首立功에 나타난다. 사람 잘 알아보기로 소문난(有知人之名) 許邵가 조조를 보고,
“당신은 치세에는 유능한 신하요, 난세에는 간웅이 될 것이요(子治世之能臣也 亂世之奸雄也)” 라고
하자 조조가 이 말을 듣고 몹시 좋아했다(操聞言大喜) 한다. <삼국지연의>에서 이 대목 이후로
조조는 줄곧 전형적인 간웅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간웅도 영웅은 영웅이다. 조조는 유비와
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영웅을 거론한다.

용은 능히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소.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고 물 속에 숨을 수도
있소. 몸이 커지면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뿜어내며, 작아지면 티끌 속에 몸을 감출 수도
있소. 하늘로 올라가면 우주 사이를 날아다니고 몸을 감추면 물결 속에 잠복한다 하오. 지금은
봄이 한창이니 용이 때를 타서 변화한다면 마치 사람이 뜻을 얻어서 사해를 종횡하는 것과
같은 것이오. 용이라 하는 것은 정말 인간 세상의 영웅에 비할 만 하오.(龍能大能小 能升能隱
大則興雲吐霧 小則隱介藏形 升則飛騰於宇宙之間 隱則潛伏於波濤之內 方今春心 龍乘時變化 猶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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得志而縱橫四海 龍之爲物 可比世之英雄)「弟二十一回」

라고 하고 또 “영웅이란 가슴에 큰 뜻을 품고 뱃속에 훌륭한 계책이 들어 있으며, 우주의 조짐을
안아 감추며 천지의 뜻을 삼키고 뱉을 수 있어야 되오(夫英雄者 胸懷大志 腹有良謀 有包藏宇宙之氣
呑吐天地之志者也)” 라고 한다. 또 “오늘날 천하의 영웅은 오직 그대와 이 조조뿐(今天下英雄 惟使君
與操耳)”이라고 한다. <적벽가>에서는 간웅 중에서 奸의 부정적 성향이 더욱 극대화되어 비속한
면모가 강화된다. 또 雄의 요소는 극도로 퇴색된다. 이러한 면모는 특히 <조조, 꾀사설>같은 대목에
잘 나타나는데, 그 대목에서 조조는 구차한 갖은 잔꾀를 써서 苟命徒生하는 일개 범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결국 조조는 覇道를 추구하는 부정적 절대권력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그
절대권력을 해체 당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반면, 유비․관우․제갈량․장비․조자룡 등의 긍정적이며 영웅적인 성향에는 변모가 없다. 유비는
王道의 君主, 理想的인 聖君의 풍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풍모는 <적벽가>의 서두 다음 가장
첫 부분에 있는 三顧草廬 대목에서 다시 확인된다. 義將 關羽의 성격에도 변모가 없다. <삼국지연의>
弟五十回에서 정욱은 관우의 인품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운장이 웃사람에게는 강하고 아랫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며, 강자는 누르고 약자는
동정하는 성격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와 원한을 분명히 하며 신의가 두터운
사람입니다(某素知 雲長傲上而不忍下 欺强而不凌弱 恩怨分明 信義素著)

관운장은 의리의 화신이며 好生之德을 아는 인물로 나타난다.
<삼국지연의>에서 제갈량은 弟三十七回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弟百四回 隕大星漢丞相歸天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사건 대부분의 중심인물이 된다. 때문에 <삼국지연의>의 중심인물로도 볼 수
있다. 그는 半神仙格인 賢相으로 나타난다. 이는 <적벽가>에서도 그대로 수용된다. 특히 신출귀몰한
지략을 구사하고 동남풍을 빌어, <적벽가> 전면이 北西風으로 상징되는 부정적 절대권력을 향한
신명풀이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인물로 생명운화의 주재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삼국
지연의>에서는, 제갈량이 漢室復興이라는 명분 아래 약소국 南蠻을 정벌하는 대목은 합리화되고
있으며, 이 대목이 통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중요한 무대가 된다. 나관중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명국이며 강대국인 중국이 야만족인 남만을 정벌하는 것은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 3세계 국가의 시각에서 보면, 제갈량은 제국주의 국가의 앞잡이로 보일 수 있다. 제갈량의 이러한
성향이 <적벽가>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적벽가에서 제갈량은 오히려 약소국을 대변하면서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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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강한 것을 꺾는 지혜로운 재상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한편 장비와 조자룡의 경우도
<삼국지연의>에서의 인물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5. 羅貫中의 시대와 申在孝의 시대
역사소설은 역사를 소재로 삼는다. 때문에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일단의 역사의식이 개재된다.
<삼국지연의>와 <적벽가>도 예외가 아니다. 먼저 나관중이 살던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삼국지연
의>의 역사의식을 검토해 보자.
羅貫中의 생존연대는 1328년부터 1398년까지15) 혹은 1330부터 1400년까지16)로 추정되는데,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다. 그는 대개 14세기 후반에 활동한 인물로 여겨지는데, 생애와 행적도
자세하지 않다. 다만 그가 『錄鬼簿續編』의 작자인 賈仲明과 망년교를 맺었으며 아울러 施耐庵과
함께 소설창작에 종사했다는 정도17)가 알려져 있다. 원말명초의 동란시대에 살아서 혹자는 그가
원말 농민봉기의 영수인 張士誠의 막부에 참가했다고도 하고, 아울러 정국이 통일되기 전에 왕위를
노리기도 했다18)고 한다.
나관중은 진나라 陣壽(233-294)의 『삼국지』와 南宋의 裵松之(372-451)가 어환(魚豢)의 『魏略』등
140여종의 역사서를 참조하여 만든 注를 토대로 하고, 『後漢書』․『晉書』등의 正史와 그밖에 송의
呂祖謙이 엮은 『十七史詳節』등 많은 역사서를 참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話本인 『全相平話三國志』와
희곡으로 전하여오던 三國故事까지도 작품에 살렸다.19) 그러나 正史『三國志』는 魏를 정통으로 보아,
曹操를 武帝, 曹丕를 文帝라 부르고, 유비를 先主, 劉禪을 後主라고 하였으며, 손권은 吳主로 표기하였
다. 이러한 견해는 司馬光(1019-1086)의 『資治通鑑』에서도 받아들여진다. 사마광은 삼국 가운데
어느 나라가 정통인지는 잘 모르지만, 魏의 연호를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또 촉의 유비가 한 황실의
후예라 하지만 혈육이 너무 멀어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歐陽修와 蘇軾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취했다고 한다.20) 그러나 북송이 金에 쫓겨서 남송시대를 맞게 되자 朱熹의 名分論에
입각한 蜀正統論이 우세하게 된다. 주희는 通鑑綱目에서 蜀이 정통임을 분명히 하고 촉의 연대를
후한에 연결시켰다. 또 유비를 높이고 조조를 낮추어 보았다. 주희는 스스로 오의 손권과 촉의
15)
16)
17)
18)
19)
20)

이경선(1976)이 『삼국지연의의 비교문학적 연구』에서 추정.
연세대 중문과(1988), 『중국문학사전Ⅱ-작가편』, 다민출판사, 참조.
위의 책 참조.
위의 책 참조.
이경선, 앞의 책, 8~26면
이경선, 위의 책, 97면.

三國志演義와 赤壁歌의 距離_許元基

75

유비가 다같이 천하를 통일할 만한 형세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촉을 정통으로 보는 것은
유비가 한 황실의 후예라 하지만 혈육이며, 그의 擧兵에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제갈량의 출사와 진퇴에 대해 물었을 때, 조조는 원래 역적이니 따를 수 없고, 손권은
기회주의자이며, 유비만이 명분이 서므로 공명은 유비를 섬겼다고 말하였다.21) 주자학의 윤리는
결과보다는 동기의 선악으로 그 가치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조조가 결과에 있어서는 천하를 지배했
으나 그 동기가 찬탈하려는 야심에서 나왔으므로 찬탈자요, 유비는 한실의 부흥이라는 대의명분에
서 출발하였으므로 정통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촉 정통론은 한족이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 중원에서 쫓겨난 시기에 특히 대두되었다.
때문에 촉 정통론은 한족들의 민족주의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三國故事가 민간에서 성립된
것은 남송시대이거니와 같은 시기에 금에 저항하여 싸운 岳飛가 민족적 영웅으로 추앙받은 것 또한
이와 맥락을 함께 한다. 중국에서 악비는 관우와 동격으로 취급되었다. 이는 두 인물이 모두 한황실,
또는 한족황실을 위해 싸우다가 불우하게 죽은 인물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국가권력
이었던 魏가 마치 침략자 금과 동일시되었다. 이러한 민중들의 민족주의적인 경향은 元末明初에도
강하게 일어난다. 빈농출신인 주원장이 원을 타도하고 명을 세울 때에 元의 실력자를 조조와 동류로
몰아쳐 민중의 호응을 얻었다. 나관중이 주원장과 동시대인이고, 또한 반란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장사성과 관계가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그가 민족정신이 강렬한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판소리전성기의 인물인 申在孝(1812-1884)는 高敞縣의 京主人이었던 申光洽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부친이 남긴 풍족한 재산을 더욱 확대했고 고창현의 아전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戶長의 지위에
까지 올랐다. 40세를 전후하여 천석을 추수하고 50가구가 넘는 세대를 거느린 부호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흉년에 구휼하고 경복궁재건 때 많은 재산을 헌납하여 通政大夫 折衝將軍 및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의 加資를 받았다.22) 신재효가 살던 19세기는 18세기 영정조시대의 난숙했던 조선문명
이 내면화되던 시기였던 동시에 세도정치를 통해 집권층의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민생이 극도로
어려웠던 시대였다.
勢道政治는 이른바 중국의 覇道政治와 다를 바 없었고 민생은 전란기와 다를 바 없었다. 이 시기는
조선시대 중 가장 많은 민란이 일어나던 시기였는데, 민란을 일으킨 사람들도 민초였고 민란진압에
동원되는 사람들도 힘없는 민초였다. 부패한 세도층은 허수아비 왕을 앞세우고 전횡했다. 마치
삼국지연의에서 조조가 황제를 능멸하던 형편과 다를 바 없었다. 이러한 부패구조는 사회전반에
21) 『朱子語類』, 「卷第136․ 歷代3」 참조.
22) 신재효의 가계와 생애에 대한 연구로는 강한영(1969)의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 연구」, 『영인신재효판소리전집』,
연세대인문과학연구소. 서종문(1984)의 「신재효 판소리 사설 연구」, 『판소리 사설의 연구』, 형설출판사. 정병헌
(1986)의 「신재효 판소리 사설의 형성배경과 작품세계」, 서울대박사논문. 에서 자세하게 다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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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착취를 일반화시켰고 피폐한 민생은 마치 참전한 병졸들처럼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웠다. 민초
들의 生命運化는 막히고 恨은 깊어졌다. 한편으로 민중종교운동이 일어나면서 開闢과 解寃相生 등이
주창된다. 그러한 시대에 신재효는 중인으로서 상층의 부패와 생명착취를, 민초들의 심각한 생명고
를 동시에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또 외세의 제국주의가 밀려드는 때였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나관중이 삼국지연의를 저술하던 시대와 우리나라의 신재효가 판소리 적벽
가의 정리하던 19세기가 역사적으로 긴밀한 동질성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6. 양 담론의 전술과 전략
판소리는 열려있는 텍스트, 즉 말하기․듣기․읽기․쓰기를 포함하는 의사소통의 행위인 담론이다.
판소리는 기본적으로 담론이라는 전제 위에서 논의되어야 그 전반적인 모습을 구명하기 쉽다. 담론
은 권력의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전략과 전술이 개재된다. 그런데 전략은 저절로 드러나기
어렵고 전술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미셸푸코는 모든 담론에는 배제와 수용이 적용된다고
했다. 그리고 배제와 수용의 양태를 잘 관찰하면 그 담론의 전략이 드러난다고 보았다.23)
<삼국지연의>와 <적벽가>에서도 그 배제와 수용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양 작품의
전략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삼국지연의>는 魏正統論을 배제하고 蜀正統論에 입각한 漢室復興論을
수용하며 주장한다. 결국 <삼국지연의>는 왕도정치와 한족의 민족주의라는 명분론을 통해 권력의
광정을 추구하고 있다.
<적벽가>도 <삼국지연의>의 이러한 주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적벽가>는
민생을 위한 왕도정치를 펴야한다는 명분을 수용하고 있을 뿐, 한실정통론이나 한실부흥론 같은
시효가 다한 명분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러한 종류의 명분론은 가급적 배제하면서 민초들의 생명
의지를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권력지향 영웅들의 부패한 권력의지를 해제하면서 동시에 억압된
민초들의 생명운화를 풀어 신명풀이를 의도하고 있다. 신명을 푼다는 것은 곧 생명운화의 울결된
바, 즉 맺힘을 푼다는 것을 말한다.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우주는, 크게 두 개의 상반되는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는 푸는 힘이요 하나는 맺는 힘이다. 그래서 우주의 움직임을 氣로 이해할 때, 이러한 氣의

23) 담론에 대해서는 다이안 맥도넬(1994, 임상훈 옮김), 『담론이란 무엇인가』(한울). 미셀푸코(1993, 이정우 옮김), 『담론
의 질서』(새길). 이지은(1991), 「‘담화이론의 조류’와 문예이론과의 관계」, 『지식과 권력』(한울). 정호근(1994, 겨울
호), 「하버마스의 담론이론」, 『철학과 현실』(철학과 현실사)등에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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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聚散으로 이해했는데, 이 聚散이 바로 맺고 푸는 것이다. 이는 음양론적 사고 방식과도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 이러한 맺음과 풀이가 원활해야 뭇 생명들의 원활한 생명운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문명 속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서 이 ‘맺음’과 ‘풀이’가 항상 순조로울 수만은 없다. 특히
맺음이 과도하여 한이 될 때, 이것을 비일상적으로 풀어내는 문화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신명풀이라는 문화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신명풀이는 무속의 ‘살풀이’, 음악의 ‘산조’, 그리고
서사양식 중에서는 ‘판소리’등 우리 기층문화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다.24)
<적벽가>에서도 이러한 맺음과 풀이는 담론의 중요한 한 과정이며 전술로 작용한다. 특히 북서풍
과 동남풍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서풍은 계절로는 가을과 겨울을 의미하며 만물을 맺는(凝結,
聚하는) 힘을 뜻한다. 이에 반해 동남풍은 봄과 여름을 의미하며 응축된 생명력을 발산하고 푸는(解,
散하는) 힘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를 확장하면, 북서풍을 몰고오는 조조는 만물을 수렴하고자 하는
권력의지의 화신이고 동남풍을 빌어오는 생명의지의 화신이다. 그러나 제갈공명은 단지 동남풍을
빌어오는 데서 끝나고, 동남풍을 통해 신명풀이를 완결단계로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과정은 정욱과
군졸, 寃鳥, 장승 등이 담당하고, 그 정점에 관우가 있다. <적벽가>는 북서풍을 배제하고 동남풍을
수용하는 담론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북서풍을 통해 한을 맺은 다음, 동남풍을 통해 신명을 푼다.
동남풍과 북서풍, 맺음과 풀이는 서로 待對的인 關係로 담론의 전술을 형성하면서, 부정적인 절대권
력을 민초의 생명의지로 풀어내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것이 <적벽가>와 <삼국지연의>와 주제면에서 취하고 있는 서로 다른 전략이다. 나관중은 명분
있는 권력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했던 영웅들의 비장한 인생을 강조했고, 신재효의 <적벽가>는 명분
없는 간웅의 부당한 권위를 해체시키면서 민초들의 건강한 생명운화를 주장하고 있다.

7. 결언
<적벽가>는 판소리이지만 중국소설에서 소재를 빌어왔기 때문에 판소리연구사에서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또 고소설 연구사에서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판소리연구와 소설연
구 양쪽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적벽가>가 <삼국지연의>의 아류라는 인식이 은연중에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적벽가>와 <삼국지연의>를 비교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적벽가>와 <삼국지연의>가 역사적 생성배경과 주제의식 및 미의식 면에서 각기 상이한 기반 위에
서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 졸저(2001), 『판소리의 신명풀이 미학』, 박이정, 42~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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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벽가>는 외형상 <삼국지연의>와 크게 세 가지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구성상 사소한 대목들
과 한실부흥론류의 명분론들은 대거 삭제되어 있으며, 둘째, <병졸자탄사설>,<죽고타령>,<병졸점
고사설>,<새타령>,<장승타령>등이 새로이 첨가되었다. 그리고 셋째, 이러한 구성상의 변모를 통해
정욱과 무명병졸, 자연물등이 자신들의 견해를 떳떳하게 발언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성배경과 주제면으로 보면, <삼국지연의>는 남송기와 원말명초의 漢族中心主義라는 시대사조
를 반영하고 있지만, 신재효본 <적벽가>는 19세기 지도층의 부패와 민생의 황폐 속에서 민초들이
지도층의 경직된 명분이 해체되며 민생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한 면에서 양 담론의 전술과 전략은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삼국지연의>는 魏正統論을
배제하고 漢室復興論을 수용하여 정당한 권력을 수립하려는 영웅들의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적벽가>는 한실부흥론등 여러 명분론을 대거 배제하고, 기층민들의 정서를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하여 심각하게 맺힌 신명을 풀 수 있는 장치를 단계적으로 마련했다. 그리하여 부당한 절대권력
의 권위해체와 민초들의 생명사상 표출이라는 두 측면으로 신명을 풀고 있다.
미의식 면에서도 상이한 점이 나타난다. <삼국지연의>가 한실부흥과 정통성회복이라는 역사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 영웅들의 삶에 중심을 두면서 비장미를 구현하고 있다면, <적벽가>는
부당한 절대권력을 해체시키면서 민초들의 신명을 진작시키는 신명풀이 미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벽가>가 비록 <삼국지연의>의 소재와 줄거리를 빌어오긴 했지만, 여러 국면에서
새로운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陳壽(233-297)의 정사 삼국지로부터 비롯된
삼국지의 역사가 나관중의 <삼국지통속연의>에서 문학적 집대성을 이루었고, 조선에 건너와 <적벽
가>를 통해 한국적 미의식으로 새로운 성취를 이루어 냈다. 그러므로 적벽가는 그 이전 1600여년동
안 중국에서 온축된 삼국지문학의 여향을 이어 한국적 정취로 새로운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보여준
특기할 만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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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관점에서 본
關羽 神格化의 歷史的 변모 양상 고찰

裴圭范
(中國) 華中師範大學校

1. 서언
하나의 상징물이 가지는 정치적인 역할은 그 상징에게 부여된 ‘權威’에서 출발한다. 통치계급으로
표현되는 사회 상층부와 그 상대편에 있는 일반 민중은 그 권위를 사이에 두고 自家的인 해석을
부여하게 된다. 즉, 동일한 대상을 보면서 각기 다른 자신만의 정치적 관점을 투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상징물은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진 채 ‘유연성’과 ‘애매모호성’1)으로 확대 재생산해 나갈
힘을 얻게 된다.
전 아시아권을 통틀어 다양한 방면에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변화 발전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關羽만한 것이 없다. 본고는 蜀漢의 武將에서 출발하여 神으로 추앙받고 있는 관우의 생명력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된다. 이른바 ‘神格化’라는 말은 그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곳이 神의 경지였기에
붙일 수 있는 명칭이다. 무려 1800년 동안 무수한 왕조를 거치면서 신격화를 향해 일관되게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을까? 본고에서는 그 근원을 정치적 측면에서 찾고자 한다.
관우가 가진 정치적 역할은 그것을 만든 사회의 주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 역사에서 정치, 경제, 문화 방면의 토대가 갖는 특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2) 경제적

1) 장지연,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른 東郊 壇廟의 의미 변화-근대 先農壇과 東關王廟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36집,
2009, 42쪽.
2) 孫建輝, ｢關羽“武聖”政治角色的建構—以暈輪效應爲視角｣, 中國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1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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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때, 중국은 전통적으로 小農 經濟 체제 아래에 있었다. 가족 단위의 농민들은 낙후된 생산
도구로 비교적 낮은 생산규모를 가졌으며, 자연재해의 공습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낮은 방어능력은 착취와 억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끔 되었다. 결국
그들은 유일한 탈출구로 어진 임금과 신하, 그리고 神靈의 출현을 祈求하게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
볼 때, 어지러웠던 時勢에서 권력계층에 오른 이들은 중원의 쟁탈전을 승리로 이끌고, 또 그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확고한 호소력을 갖춘 존재가 필요했다. 반면 일반 민중들은 그들을 안정된 생활
로 이끌 인물이 출현할 것이라는 심리적 위안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웅숭배의 전통, 종교적
신격화, 문학예술의 형상화라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낳았다. 이러한 정치, 경제, 문화적인 배경
아래 관우 신앙은 정치적 역할을 형성해갔다.
관우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범아시아적 인물’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중국
본토는 물론 그 영향권에 있는 한국과 일본, 대만 등에서 수많은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다.3) 하지만
국내에서 관우 神格化 현상을 특정 분야로 집중시켜 논의한 경우는 흔치가 않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인물이기에 놓치기 쉬운 학술적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다 세분화된 기준
으로 사료를 점검함으로써 관우 신격화의 정치적 측면을 한층 심도 있게 접근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적인 흐름 속에서 관우와 그에 대한 이미지를 통치자들이 어떻게 만들고 발전시켜
갔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정치적 의미와 권위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정치적 성공 여부를 떠나 관우가 얻은 상징성은 현대에까지도 유효하다. 그러기에
정치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2. 魏晉南北朝 시대 : 史傳에 묘사된 一介 將軍으로서의 관우
관우는 대략 160년~219년4), 즉 三國時代 실존 인물이다. 파란만장했던 삼국시대가 晉에 의해
3) 關羽와 關羽信仰, 關羽 이미지 등으로 확장시켜 볼 때 중국에서는 2000년 이후 약 46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그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다.(中國知网:cnki.net기준) 한편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는 크게 關廟와 關羽信仰, 詩歌, 三國志
演義와 판소리 및 공연예술 관련, 건축 및 기타 분야 등으로 나누어 약 80여 편의 논문이 나와 있다. 본고와 관련해서는
전인초(2006), 남덕현(2011a, b), 유상규(2011), 구은아(2012), 閔寬東(2015) 등의 논문이 돋보인다. 한편 단행본 책으로
는 李慶善(1978)을 필두로, 金鐸(2004), 원정근(2014), 남덕현(2014), 이마이즈미 준노스케(2002), 타츠마 요시스케
(2000) 등이 있어 많은 도움을 준다. 자세한 연구사 검토는 각주로 대신한다.
4) 일반적으로 관우는 출생은 미상이고, 사망은 建安24年(219)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마이즈미 준노스케는 관우(예
담, 2002, 29~31쪽)에서 河南省 運城市 현지답사에서 향토연구가 孟海生(運城日報문화부장) 씨 등의 연구를 토대로
160년 출생을 언급하였다. 孟海生은 關帝志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삼국지의 여러 기록들에서는 建安24年(219)
손권의 공격을 당해 아들 관평과 함께 臨沮에서 참수 당한 것으로 나와 있다. 반면 吳書 ｢吳主傳｣에는 建安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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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었지만, 이후 南北朝라는 동요와 분열의 시기를 겪어야만 했다. 이 시기는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 극에 달했었다. 이는 백성의 고통과 반항으로 이어졌다. 한편 평민들과 일부 문인들 사이에
서는 나라가 분열되고 경제가 도탄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武를 숭상하는 민족정신이 함께 일어나기
도 했다.
이 시기 관우에 대한 언급은 三國時代 일개 장군으로서의 비중밖에 가지지 못했다. 혼란스런
사회에서 관우의 忠·義·勇은 특히 군인들을 중심으로 流傳되었다. 관우에 관한 기술도 刮骨療毒5)
과 같이 勇을 강조하는 내용이 부각되는 데 그쳤다.6)
관우에 대해 언급한 최초의 史書는 陳壽(233~297)의 三國志｢關羽傳｣이 있다.7) 陳壽의 ｢關羽傳｣
은 954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간략하다. 生年이나 家世 등 개인자료가 불명확하며, 수록된 부분도
관우의 일생 중 몇 단락에 불과하다. 아무래도 당시가 亂世인데다가 그가 평민 출신이라 의미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敍事의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관우 인생에서
중요한 단계는 적절히 표현되고 있다. 관우가 조조 군영에 있었던 시기에서부터 관우가 樊城을
포위하고, 七軍을 수장시키고, 于禁의 항복을 받아내고, 龐德을 목 베어 위세를 華夏에 떨치다 敗亡하
기까지가 묘사되었다. 여기에서는 서사 편폭의 확대를 통해 인물 관계와 충돌의 모습을 비교적
충분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傳記 중에는 두 단락의 가십적 描寫, 즉 제갈량에게 馬超와
자신의 비교평가 해달라는 일과 刮骨療毒한 일이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陳壽는 다음과 같이 관우를
張飛와 함께 논하기도 했다.

관우는 卒伍에게 잘 대했지만, 士大夫에게 무례했다. 장비는 君子를 愛敬했지만, 小人을
동정하지 않았다.
(羽善待卒伍而驕於士大夫, 飛愛敬君子而不恤小人)8)

관우와 張飛는 모두 萬人을 대적할 것이라 칭송받아, 세상의 虎臣이 되었다. 관우는 曹公에
게 은혜를 갚으려 노력했고, 장비는 의리 때문에 嚴顔을 풀어주었으니 모두 國士의 풍모를
12월, 潘璋의 司馬 馬忠이 章鄕에서 관우를 잡았다는 기록이, 魏書 ｢武帝紀｣에는 曹操가 建安25年(220) 1월에 손권으
로부터 관우의 머리를 받았다는 기록만 있다. 이 자료만으로는 관우가 건안24년에 참수된 것인지 25년에 참수됐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5) “살을 가르고 뼈를 갉아 독을 치료한다”는 말로, 흔히 관우의 담대함과 용맹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고사다. 三國志演義
第75回 ｢關雲長 刮骨療毒｣편에서 그때의 일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다.
6) 王欽若 編, 周勳初 校訂, 冊府元龜卷395, ｢將帥部·勇敢二｣, 南京:鳳凰出版社, 2006, 4687쪽. “長孫子彥, 西魏出帝時爲中
軍大都督, 子彥少常墜馬折臂肘, 上骨起寸餘, 乃命開肉鋸骨, 流血數升, 言戲自若, 時以爲逾於關侯.”
7) 陳壽 撰, 裴松之 注, 三國志,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1.
8) 陳壽 撰, 위의 책, 8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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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다. 그러나 관우는 굳세면서 自矜心이 지나쳤고, 장비는 사나우면서 은혜를 베풀지 못했
기에, 이런 단점으로 인하여 패망하게 되었으니 (세상)이치가 그런 것이다.
(關羽張飛皆稱萬人之敵, 爲世虎臣. 羽報效曹公, 飛義釋嚴顔, 並有國士之風. 然羽剛而自矜, 飛
暴而無恩, 以短取敗, 理數之常也)9)

이후 진수의 삼국지는 劉宋 元嘉6年(429) 완성된 裴松之(372~451)의 三國志注에 와서 훨씬
풍성한 내용을 갖추게 된다. 그의 注는 蜀記, 典略, 江表傳, 傅子, 吳曆, 魏書 등의 각종
史籍는 물론 민간자료10)를 참고로 하여 완성했다.11) 거기다 개인적 논평을 덧붙임으로써 보충의
의미가 강해졌다.12)
한편 이 시기 관우를 언급한 책으로 北魏 酈道元(470~527)이 쓴 水經注13)가 있다. 이 책은
人文地理書로서, 三國時代 人物들의 古跡을 언급하고 있다. 그 중에 관우와 관련된 곳은 모두 5군데이
다.14) 당시 이 지역 전설들에서 關羽는 그리 英勇스럽지만은 않게 묘사되고 있다. 또한 關羽 이야기
는 당시 文人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兩晉 문인의 筆記小說, 예를 들어 葛洪(284~364)의 抱朴子․
神仙傳, 裴啓(東晉)의 語林, 習鑿齒(?~384)의 漢晉春秋 등으로부터 劉義慶의 世說新語 등은
모두 三國人物의 言行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關羽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다.15)
關羽가 가진 勇猛과 忠義는 주로 軍隊에서만 流傳될 뿐이었다. 武將이라는 關羽의 身份과 그의 “驕於
士大夫”한 性格과 상관된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 關羽는 史書나 類書, 地理書에서만 그 모습을
대략적으로 엿볼 수 있을 뿐 통치자들의 시선을 거의 끌지 못했었다. 다만 이 시기 관우는 建安5年
9) 陳壽 撰, 위의 책, 877쪽.
10) 陳壽의 正文과 비교하면 裴注는 일종의 민간 서사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 돼지가 관우의 발을 문 일, 關羽가
徐晃과 대치하면서 나누는 戲劇性 對話, 관우의 집안이 滅族되는 등의 이야기에선 자못 신화적 색채를 띠고 있다.
11) 裴松之는 그의 ｢進書表｣에서 作注의 몇 가지 體例 原則을 말했다. “첫째, 진수가 적지 않은 것 중 기록할 만한 것은
보충한다. 둘째,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데도 말이 乖離하거나 혹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모두 기록한다. 셋째,
오류가 분명하거나 말이 사리에 맞지 않으면 교정한다. 넷째, 時事가 합당하지 않거나 진수가 실수한 부분은 내
뜻으로 論辨한다.” 陳壽 撰, 위의 책, 中華書局, 1982, 出版說明, 1쪽.
12) 華容道에서 조조를 쫓지 않은 관우를 칭찬했다든지, 許田에서 조조를 죽이지 않은 유비에 대해 “國家惜之”라고 반박한
것이라든지, 蜀吳 관계에서부터 孫權이 關羽를 참수한 것에 대한 추단이랄지 모두 인용된 고사를 이용하여 적절하게
변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朱謀瑋 箋, 王國維 校, 袁英光·劉寅生 標點, 水經注校, 北京:中華書局, 2007.
14) ➀위의 책(이하동일) 卷5, ｢河水｣, 159쪽. “又東北過黎陽縣南, …白馬城…袁紹遣顔良攻東郡太守劉延於白馬, 關羽爲曹公斬
良以報效, 即此處也.”, ➁卷28, ｢湧水中｣, 900쪽. “沔水又逕平魯城南.…東對樊, …建安中, 關羽圍于禁於此城, 會湧水泛諡三
丈有餘, 城陷, 禁降, 龐德奮劍乘舟, 投命於東岡. 魏武曰:‘吾知於禁三十餘載, 至臨危授命, 更不如龐德矣.”, ➂卷32, ｢沮水｣,
1025쪽. “沮水又東南逕驢城西, 磨城東, 又南逕麥城西, 昔關雲長詐降處, 自此遂叛.”, ➃卷34, ｢江水二｣, 1083쪽. “(江水)又南
過江陵縣南……江水又東, 逕江陵縣故城南, ……舊城, 關羽所築, 羽北圍曹仁, 呂蒙襲而據之, 羽曰:‘此城吾所築, 不可攻也.’乃
引而退.”, ➄卷38, ｢資水｣, 1185쪽. “(資水)又東北過益陽縣北, 縣有關羽瀨. 所謂關侯灘也. 南對甘寧故壘. 昔關羽屯軍水北,
孫權令魯肅甘寧拒之於是水. 寧謂肅曰:‘羽聞吾咳唾之聲, 不敢渡也. 渡則成擒矣.’羽夜聞寧處分, 曰:‘興霸聲也.’遂不渡.”
15) 焦磊, ｢關羽神聖化過程的歷史考察—以關帝廟爲核心｣,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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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백마성 전투에서 袁紹의 장군 顔良을 벤 공으로 曹操에 의해 ‘漢壽亭侯’에 봉해졌었다. 이는
당시 관우가 부득이하게 조조 막하에 있으며 세운 공에 대한 조조의 후의였다.16) 그리고 死後에는
後主 劉禪에 의해 景耀3年(260) ‘壯繆侯’에 봉해졌다. 여기서 ‘壯’은 반란에 맞서 싸워 망설이지 않았
다, ‘繆’은 의리를 지키고 덕을 널리 폈다는 뜻을 담고 있다.17)

3. 隋·唐時代 : 武成王廟 從祀를 통해 국가 祀典 편입
역사 인물로서 관우의 영웅적 사적은 隋·唐代에 이르면 점차 역사적 조류 속에 사라져갔다.
隋唐 五代는 중국의 봉건제 사회가 전성기로 들어가던 때였다. 통일된 사회면모와 융합된 인문정신
은 사회 전반적으로 盛世의 문명을 지향했다. 관우는 上古時代 전쟁터를 누빈 장수이자 英雄과
같은 위치였다. 게다가 이 시기는 曹操의 魏나라를 正統으로 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기에 唐나라
통치 집단은 文治武功을 창도하면서 蜀漢의 장수 關羽를 褒頌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唐代 “四大類
書”로 꼽히는 虞世南(558~638)의 北堂書鈔18) 가운데 관우에 대해 기록한 것은 겨우 1則, 그것도
藝文部 好學편에 나와 있을 정도다. 반면 민간에서 관우에 대한 신앙은 湖北省 荊州를 중심으로
地域神으로서의 위치를 굳혀가고 있었다.19) 여기에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관우의 신격화를 시도했
던 불교와 도교의 역할이 있었다.
이 시기 정치적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우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고향 涿州에 있는 유비의 사당에 從祀된 것이다. 蜀王 劉備가 건국 대업을 완수했고,
관우와 장비도 평생 그를 따르며 공을 세웠으니 그들이 유비의 사당에 함께 배향되는 것은 자연스러
운 일이다.

20)

16) 관우가 받은 ‘漢壽亭侯’는 “男→子→伯→侯→公→王→帝”의 官位 서열 중 4등급에 해당한다. 더욱이 候에는 縣侯, 鄕侯,
亭侯, 列侯의 구분이 있으므로 관우가 받은 봉후는 4등급의 3품에 해당한다. 이는 그가 받은 최초의 봉호이다. 方北辰
注譯, 김원중 역, 정사 삼국지, 민음사, 2007
17) 朱一玄 等 編, 三國演義資料彙編, 諡法, 天津:南開大學出版社, 2003, 552쪽. “名與實爽曰穆”(穆與繆通). 郎瑛, 七修續
稿권4(타츠마 요시스케, 영웅의 역사6권, 솔, 2000, 75쪽에서 재인용). “壯爲克亂不遂, 穆爲執義布德.”
18) 唐代 虞世南이 찬한 현존 最古의 漢族 類書이다. 類書는 三國 魏文帝 敕 劉劭, 王象 등에게 칙령으로 편찬케 한 皇覽에
서 시작되었다. 魏晉 이후 역대 왕조는 항목을 나누고 檢閱에 갖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누차 屢屢組織 人力과 物力을
투입해 정부 보관문서를 점검해서 거질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 逸失되었다. 歐陽詢 등이 편찬한 藝文類聚
, 白居易가 편집하고 宋人 孔傳이 續輯한 白氏六帖, 徐堅 등이 撰集한 初學記와 함께 唐代 “四大類書”로 꼽힌다.
虞世南 撰, 北堂書鈔, 北京:學苑出版社 1998.
19) 관우와 관련된 최초의 碑文 기록인 董侹의 ｢荊南節度使江陵尹裴公重修玉泉關廟記｣(董誥 編, 全唐文卷684, 北京:中華
書局, 2013, 7001쪽)에는 “寺西北三百步, 有蜀將軍都督荊州事關公遺廟存焉.”라는 기록이 있다.
20) 郭筠, ｢蜀先主廟記｣, 唐文拾遺卷7. “(先主)崇於故里, 甘皇後配饗於神座之中, 諸妃嬪圖形於旒扆之後, 孔明孝直股肱, 皆列
於東廂, 關羽､張飛爪牙, 悉標於西廡, 威生戶牗, 武耀庭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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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강태공을 모신 武成王廟에 64명 중 한 명으로 配享된 것이다. 武廟와 관우의 관계는
그의 신격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국가 祀典에 편입됨으로써 정치적으로 공식적
인 흠향의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武成王廟는
唐 太宗 貞觀年間(627~649) 姜太公(薑子牙)이 낚시를 하던 곳인 播溪에 武廟를 짓고 제사를 지내면서
시작되었다.21) 姜太公이 武聖으로 꼽히게 된 이유는 그가 六韜三略를 지었으며, 周 武王을 도와
통일대업을 완수했기 때문이다.22) 하지만 무엇보다 武廟에 대한 국가적 현창은 시대적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갈수록 노골화되어 가는 북방 민족의 침략 야욕 앞에 장령과 사병들의 기세는
전투력과 직결에서 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 일정치 않은 제사 기간이나 제수
등 그 정치적 비중은 공자를 모신 文聖王廟에 비하면 비교가 힘들 정도였다. 이후 唐 玄宗代에
이르면 開元19年(731), 兩京에 太公尚父廟(武廟) 한 곳을 설치하게 된다. 그리고 仲春과 仲秋, 上戊日
에 釋奠을 지내고, 漢留侯 張良을 配享하였다. 이로부터 武神에 대해 국가가 본격적으로 崇祀하는
전통이 확립되었다. 이는 武將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한 단계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 肅宗 上元元年
(760) 閏4月에 이르게 되면, 강태공을 追封하여 ‘武成王’으로 삼고, 드디어 文宣王 孔子와 同格으로
南面하게 하였다. 그리고 역대 良將 10명을 뽑아 十哲23)로 삼고 有司에게 명하여 제사지내게 했다.24)
이어 德宗 建中4年(783)이 되면, 또 조서를 내려 范鑫 등 名將 64인을 뽑아 그 초상을 벽에 그리고
매년 釋奠 때 모두 從祀하게 했다.25) 이때에 비로소 관우가 武成王廟에 從祀된 것이다. 비록 關羽가
64명 중 左邊 第15位에 불과한데다, 周瑜·陸遜·張遼 등과 특히 生死를 건 마지막 전투를 했던
呂蒙과는 마주보고 있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가 祀典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다는데 의미가
있다.26) 關羽가 武聖王廟에 配享된 것은 隋·唐代에 생겨난 관우에 대한 종교적 형태가 정치생활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송대 關羽 신앙의 본격적인 확립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암튼
武成王廟 從祀는 관우 신격화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정치적 사건이었다.

21) 中敕 撰, 大唐郊祀錄卷10, 北京:民族出版社, 2000. “史籍無恒祭太公之文. 皇朝貞觀中始於播溪置祠.”
22) 이는 唐 德宗代 武廟의 대대적 확충을 놓고 벌인 文武 대립에서 문신 李紓가 한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太公述作止於六
韜, 勳業形於一代”(李紓, ｢享武成王不當視文宣廟奏｣, 全唐文卷395).
23) “十哲”은 오른쪽으로 張良·田鑲直·孫武·吳起·樂毅이고, 왼쪽으로 白起·韓信·諸葛亮·李靖·李劫인데, 관우는
이 중에서 빠져있다.
24) 新唐書卷15, ｢禮樂五｣, 北京:中華書局, 1975, 375쪽. “禮儀使顏眞卿上奏, 治武成廟, 請如月令春·秋釋奠. 其追封以王,
宜用諸侯之數, 樂奏軒縣.”
25) 中敕 撰, 앞의 책. “至肅宗上元元年閏四月, 又追封爲武成王, 移坐南面, 選曆代良將爲十哲, 令有司祭.”
26) 北宋 初期 “關羽爲仇國所擒”라고 하여, 武廟 陪祀의 位置에서 뺀 적도 있었다. 古今圖書集成卷37의 北宋 宣和5年(1123)
關羽에 대한 封을 구하고 아울러 武成王廟에 從祀하게 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宣和5年 前에는 관우의 武成王廟
종사가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劉永華, ｢關羽崇拜的塑成與民間文化傳統｣, 廈門大學學報(哲學社會
科學版)1995年2期,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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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宋·元時代 : ‘侯’에서 ‘公’으로, 다시 ‘公’에서 다시 ‘王’으로
隋·唐代와 그 이전의 관우에 대한 이미지는 일개 장군으로서의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다. 이른바 형주지역을 중심으로 土地神이나 地域神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었다. 宋代에 이르게 되면 唐代의 凶神이미지가 남아 있었지만,27) 보다 활발해진
관우 숭배의 모습을 보여준다.
北宋 中葉 이후 佛敎와 道敎에서 관우가 神系로 유입되면서 朝廷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28) 이를
바탕으로 南宋과 元代 관우 숭배는 官方祀典 중에서도 그 지위가 한층 높아졌다.
앞서 언급한 武成王廟는 시행된 지 불과 5년 만에 폐지되었다. 德宗이 建中2年(781) 내린 武成王廟
보수공사에 대해 문신들이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德宗 貞元4年(788) 8月13日 兵部侍郎 李紓
는 上疏하여 太公과 孔子가 나란히 앉을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다.29) 이런 논쟁 중 또 武將 令狐建
등 24인이 지금 예에 따라 결정할 것을 청하였다.30) 이렇게 文武 간의 대립이 팽팽해지자, 결국
德宗은 上將軍 이하 充獻官에게 칙령을 내리고 그 외의 것들은 李紓가 주청한 대로 실행하게 했다.
武廟 제도의 폐지였다. 하지만 그 뒤 宋代 仁宗 慶曆年間(1041~1048)이 되자 武廟 제도는 자연스럽게
회복되었고, 이는 明 太祖 洪武21年(1388)까지 지속되었다.

禮部의 奏請 下에 徽宗은 武成王廟에 從祀하게 하였다.
(令從祀武成王廟)31)

위 기사는 宋代 徽宗 宣化5年(1123), 관우가 武成王廟에 다시 從祀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때 武廟에
從祀한 武將에 대한 制度 역시 회복되었다. 당시 從祀된 武將은 72位로 증가했다. 그 중 關羽는
西廡 第14位에 배향되었다. 唐代와 비교해볼 때, 武成王廟 중 關羽의 地位는 별다른 상승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 각 계층의 관우에 대한 인식은 송대에 이르면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준다. 우선 宋代
史書에서 등장하는 관우의 모습이 달라졌다. 우선 鄭樵(1104~1162)가 지은 ｢關羽傳｣은 서두에서부
27) 洪邁 著, 夷堅志卷9, 支志·甲, ｢關王幞頭｣, 北京:中華書局, 1981, 782쪽. “在州治西北隅, 土人事之甚謹. 偶象數十
軀, 其一黃衣急足, 面怒而多髯, 執令旗, 容狀可畏”
28) 金井德幸, ｢社神和道敎｣, 福井康順 等 監修, 道敎2卷,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92, 141~143쪽.
29) 李紓, ｢享武成王不當視文宣廟奏｣, 全唐文卷395. “伏以文宣垂敎, 百代宗師, 五常三綱, 非其訓不明, 有國有家, 非其制不
立, 故孟軻稱生人已來, 一人而己.……且太公述作止於六韜, 勳業形於一代, 豈宜擬諸盛德, 均其殊禮.”
30) 劉海燕, 앞의 논문, 27쪽. “當今兵革未堰, 宜崇武敎以尊古, 重忠烈以勸今. 欲有貶損, 非激勸之道也.……故文武二敎, 猶五行
之迭用, 四時之代序. 固宜並立, 廢一不可, 況其典禮之制, 已曆二聖, 今欲改之, 恐非宜也.”
31) 陳夢雷 撰, 古今圖書集成卷37, 關聖帝君部, 北京:中華書局, 1934, 29쪽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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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관우가 左氏春秋을 애호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관우가 단순한 勇將이 아니라 春秋를 통해
文武를 갖추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이는 조조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대목에서도 확인된다.

“장료는 드디어 (조조에게) 아뢰었다. 조조가 말했다. ‘임금을 섬김에 그 근본을 잊지 않으
니 天下의 義士다. 언제쯤 갈 것 같으냐?’ 장료가 대답했다. ‘공의 은혜를 받았으니 반드시
공을 세우고 그것을 갚은 뒤에 갈 것입니다.
(遼遂白之, 操曰:‘事君不忘其本, 天下義士也. 度何時能去.’ 遼曰:‘受公恩, 必當立效報功而後去.)32)

작자는 관우가 공을 세워 조조의 은혜에 보답을 표시한 뒤 떠나는 대목에서 裴注에서 언급한
張遼의 심리를 傳文 속에 삽입하고 있다. 여기서 조조는 관우의 義에 대해 “天下義士”라는 말로
칭찬했다. 鄭樵는 관우가 조조의 후한 禮를 사양한 것도 그의 春秋大義, 즉 劉備에 대한 忠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런 모습은 또 다른 傳인 蕭常의 ｢關羽傳｣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된다.33)
여기에는 송대에 이미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대두된 蜀漢正統論이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北宋의 문호 蘇軾이 보여준34) 당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의 분위기를 차지하더라도, 朱熹에 의해
언급된 “帝蜀寇魏” 사상은 유가 문사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다.35)
그래서인지 宋代 文人들이 지은 ‘題詠碑記’ 중에서 관우의 忠義와 英勇을 칭송한 대목이 자주 보인다.

獨 先主가 구구하게 그 힘은 부족했지만 그에 대항하였지만, 자주 졌다. 이때의 선비들은
去就之計를 품고 주인을 선택해 그를 섬겼는데, 진실로 忠義大節에 밝지 않다면 어찌 강한
것에 대항하고 약한 것을 도우며, 편안함을 버리고 위험한 곳에 나갈 수 있었겠는가! 무릇
爵祿富貴는 사람들이 몹시 바라는 바이거늘, 萬鍾 보기를 초개처럼 가볍게 여기니, 千乘을
32) 鄭樵 撰, 通志卷180, ｢關羽傳｣, 杭州:浙江古籍出版社, 2007. “關侯字雲長, 本字長生, 河東解人也. 好左氏傳, 諷誦略皆上
口.”
33) 蕭常 編, 續後漢書卷9, ｢關羽傳｣, 濟南:齊魯書社, 2000. 宋代의 두 史傳과 陳壽 三國志의 文字風格은 서로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각기 다른 裴注를 傳文에 직접 삽입하거나 아예 삭제하고 있다. 그 결과 미세한 차이지만
관우의 이미지는 다르게 나타났다. 작자의 취사태도에 따라 관우에 대한 評價는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또한
두 전의 인물 칭호가 달라졌다. 曹操에 대해 三國志에서는 曹公이라 했지만, 두 傳에서는 모두 曹操라고 바로 이름을
불렀다. 한편 ｢鄭樵傳｣에서는 관우를 關侯, ｢蕭常傳｣에서는 劉備를 昭烈이라고 했다. 劉海燕, 앞의 논문, 2002, 40쪽.
34) 蘇軾 編, 東坡志林卷1, ｢塗巷小兒聽說三國語｣, 北京:中華書局, 1981, 7쪽. “塗巷中小兒薄劣, 其家所厭苦, 輒與錢, 令聚坐
聽說古話. 至說三國事, 聞劉玄德敗, 顰蹙有出涕者; 聞曹操敗, 即喜唱快.”
35) 朱熹는 通鑒綱目 등의 저서에서 蜀漢正統論의 뉘앙스를 많이 풍겼다. 包詩卿, ｢明代關羽信仰及其地域分布研究｣,
河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12쪽. 이 외에도 朱熹는 독서의 이치를 설명하면서 관우의 예를 드는 등 유독 관우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朱熹 著, 朱子語類卷52, 北京:中華書局, 1986, 1262쪽. “讀書理會義理, 須是勇猛徑直, 理會將去,
正如關羽擒顔良, 只知有此人, 更不知有別人, 直取其頭而歸.” 趙山林, ｢南北融合与关羽形象的演变｣,文學遺產2000年04
期,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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匹夫보다 천하게 여김은 어찌 다른 뜻이 있어서이겠는가! 忠이 다하고 義가 勝했을 뿐이다.(獨
先主區區欲較其力而與之抗, 然屢戰屢敗矣. 士於此時懷去就之計者, 得擇主而事之, 苟不明於忠義
大節, 孰肯抗強助弱, 去安而即危者. 夫爵祿富貴, 人之所甚欲也, 視萬鍾猶一芥之輕, 比千乘於匹
夫之賤者, 豈有他哉! 忠盡而義勝耳)36)

鄭咸이 지은 ｢元祐重修廟記｣의 일부다. 그는 關羽가 조조 등 권세가에게 붙지 않고 爵祿富貴도
사모하지 않았으며, “抗強助弱, 去安而即危”한 “忠義大節”로 언급했다. 관우의 忠義的 특징이 형성된
시기는 바로 北宋부터라고 할 수 있다. 南宋은 金나라의 힘에 밀려 결국 南下하여 왕조를 이어갔다.
이때는 중국 역사상 가장 무기력한 군사력으로 인해 북방민족으로부터의 치욕과 위협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자연 민족은 분열되고 민심이 동요되었다. 그러기에 송나라를 위해 적에 저항할 수 있는
武力과 忠勇的 정신이 더욱 필요했다. 關羽의 忠義 정신은 남송시기에 숭상한 民族氣節과 잘 어우러
짐으로써 關羽 숭배가 살아있을 수 있는 토양을 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關羽의 특징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忠義的 이미지 또한 확립되었다.37)
이런 사회정치적 요구는 이민족의 압박에 항거하는 민족 주체 의식과 만나 당시 사회적 심리로까
지 발전했다. 대중의 심리는 史書와 野史, 그리고 민간 전설의 기초 위에 關羽의 “剛勇､忠義､儒雅”한
개성과 합쳐져서 관우 숭배라라는 사회적 현상을 낳았다. 통치자들은 이런 점을 놓치지 않았다.
통치자들은 북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정권을 지키기 위해 관우에 대한 加封을 부단히 시행했다.
북송 중엽 이후 宋왕조는 날로 弱化一路 속에 있었다. 蜀漢의 勇將으로 强敵을 두려워않는 정신과
關羽 자신의 勇武､忠義의 특질은 통치자의 심리적 요구에 부합했다.
송대 제왕 중 관우에 대한 追封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북송 9대 徽宗(재위 1100~1125)이었다.
그는 재위 기간 중 무려 5차에 걸쳐 관우에 대한 追封을 시행했다. 그는 북방에서 거란족인 遼와
여진족인 金이 세력을 떨쳐 압박해오자 崇寧1年(1102) 관우를 ‘忠惠公’에 봉하였다. 이는 관우가 ‘侯’에
서 ‘公’으로 격상된 첫 번째 예다. 강력한 도교 신봉자였던 휘종은 崇寧3年(1104) 正一派 도사들의
건의에 따라 관우에게 ‘崇寧眞君’의 시호를 추증했다.38) 즉, 관우가 解州 鹽池에서 백성과 나라를
위해 요괴를 물리치고 재앙을 없애주었다는 주장에 부응한 것이다. 崇寧4年(1105)에는 ‘崇寧至道眞君’
으로 고쳐 부르고, 大觀2年(1108)에는 ‘武安王’으로 봉해 ‘公’에서 다시 ‘王’으로 격상시켰다.39) 宣和5年

36) 蔡東洲 等 著, 關羽崇拜研究, 成都:巴蜀書社, 2001, 100쪽.
37) 이 외에 南宋 때 南濤가 지은 ｢紹興重修廟記｣에서도 관우가 유비에 대해 가졌던 “忠義大節”을 전쟁터에서의 용맹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郭素媛, ｢關羽崇拜與關羽形象的演變及詮釋｣, 齊魯師範學院學報第27卷第5期, 2012.10, 152쪽.
38) 盧曉衡 主編, 關羽關公和關聖,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82쪽 ; 李瀷, 星湖僿說제9권 ｢關王廟｣.
39) 徐松 撰, 宋會要輯稿, ｢禮之二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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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에는 ‘義勇武安王’으로 봉하면서, 드디어 武成王 강태공의 신분을 능가하게 되었다.40) 南宋代에
도 關羽 追封은 이어졌다. 1대 高宗은 建炎2年(1128)과 建炎3年에 각각 ‘壯穆義勇王’, ‘壯繆義勇武安王’
을 봉했으며, 2대 孝宗은 淳熙4年(1177)에 ‘英濟王’을, 淳熙14年(1187)에 ‘壯穆義勇武安英濟王’에 봉했
다.41) 통치자의 關羽 追封은 일반 백성들의 신앙 대상인 관우를 숭앙함으로써 백성과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한편, 관우의 유비에 대한 충성심과 의리를 백성들이 본받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이었다.42)
송의 뒤를 이은 金과 元은 기본적으로 漢族의 종교를 수용하여 정책에 응용했다. 특히 몽골족
정권인 원나라 조정은 정책적 차원에서 관우 신앙을 확대시켰다. 즉, 원의 통치자들은 漢族을 원활하
게 통치하고 교화하기 위해 몰락한 宋의 귀족이나 유력자들의 협조를 구해야 했고, 이런 맥락에서
宋代 護國神으로 추봉된 관우를 수용했다. 그리고 관우 신앙은 피지배계층의 새로운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도 유용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장려되었다. 그 결과 관왕묘가
도시를 중심으로 중국 곳곳에 설립되었고, 관제신앙에 대한 책이 간행되기 시작했다.
다음은 元代 관우 祠祀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관우는) 解梁人으로 琢郡에서 義擧하였고, 徐充에서 戰爭을 했으며, 冀豫로 달아났고, 江淮
에서 공을 세웠다가, 荊楚에서 죽었다. 그 英靈하고 義裂함이 天下에 퍼졌기에 사당에서 제사
를 지낸다. 福善禍惡하는 神威가 빛나시니 사람들이 모두 敬畏한다. 燕趙荊楚 지방에서 더욱
돈독하되, 郡國州縣과 鄕邑間井에 모두 사당이 있다. 夏5月13日, 秋9月13日은 큰 제사를 지냈
다. 儀仗을 整盛하게 하고, 旌甲과 旗鼓를 세우고, 長刀와 적토마를 생전처럼 엄숙하게 마련한
다. 천년 뒤에 仰慕하길 지금과 같이 할 것이니, 하물며 漢季의 遺民들은 말해무엇하겠는가!
(解梁人, 起義於琢郡, 戰爭於徐充, 奔走於冀豫, 立功於江淮, 而殘於荊楚. 其英靈義裂遍天下,
故在所廟祀, 福善禍惡, 神威赫然, 人咸畏而敬之, 而燕趙荊楚爲尤篤, 郡國州縣､鄕邑間井皆有廟.
夏五月十三日, 秋九月十有三日, 則大爲祁賽, 整仗盛儀, 旌甲旗鼓, 長刀赤驥, 儼如王生. 千載之下,
景仰向慕, 而猶如是, 況漢季之遺民乎)43)

元代 문인 郝經이 蒙古 海迷失後 元年己酉(1249)에 쓴 ｢漢義勇武安王廟碑｣의 내용이다. 관우의
英靈과 義烈이 천하에 퍼져 전국의 마을에 모두 그의 사당이 있었다.44) 이는 宋代보다 진전된 모습인
40)
41)
42)
43)
44)

盧曉衡 主編, 앞의 책, 82쪽.
盧曉衡 主編, 위의 책, 2002, 195쪽.
유상규, ｢韓·中 關帝信仰의 史的 展開와 傳承 樣相｣, 高麗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11, 15쪽.
郝經 著, 郝文忠公陵川文集卷33, 太原:山西古籍出版社, 2006.
이 외에도 析津의 關廟 상황뿐만 아니라 당시 城隍堂의 종교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 그 중에서 관우는
監壇之神을 맡았다. 당시 관우 숭배에 대한 민속을 엿볼 수 있다. 熊夢祥 著, 析津志, ｢祠廟·儀祭｣, 北京:北京古籍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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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분명하다.
元代에는 관우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저술이 등장한다. 바로 胡琦45)의 關王事跡이다.46) 玉泉
寺志에 저술 동기가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 元 仁宗 延祐3年(1316) 봄, 山西 太原平遙 梁轆(字 仲祿)
이 當陽의 책임자가 되어 왔다가 胡琦의 명성을 듣고 연회에 초대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선조
瓊公이 關聖 顯靈의 도움을 받아 적을 물리친 이야기를 들려주자, 胡琦가 감동해서 關王事跡을
지었다는 것이다. 關王事跡은 일종의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저술이다. 관우 生前의 事跡과 死後의
顯靈 기록, 그리고 역대 關王 封祀와 廟記와 碑記를 바탕으로 지어졌다. 실로 明淸代 關羽 聖跡
書籍의 원천이 되는 책이다. 胡琦가 이 책을 編撰한 것은 관우의 義勇忠節을 사모하고, 허탄한 얘기라
고 묻혀버리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라고 했다.47) 관우는 南宋 사회 동요 시기로부터, 그 忠勇精神으
로 인해 여러 神 가운데 발탁되어, 民族氣節과 精神의 대표가 되었다. 더욱이 宋나라 遺民들의 심리상
태에 부합되었다.
한편 원대 제왕의 추봉은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8대 文宗이 天曆元年(1328)에 내린 ‘顯靈義勇武
安英濟王’48)이 전부이다. 이에 반해 民間에서의 칭호는 아주 인상적이다. ｢武安王封號石刻｣(1331)49)
과 ｢關廟詔｣(1353)50)에 의하면, 일반 백성들은 관우에게 “效封齊天護國大將軍 檢校尚書 守管淮南節度
使 兼山東河北四門關鎮受招討使 兼提調遍天下諸宮神殺無地分巡案 管中書門下平章政事 開府儀同三司
紫金光祿大夫 駕前都統軍 無侈侯 壯穆義勇武安英濟王 護國崇寧眞君”라는 긴 稱號를 붙였다.
이 외에도 元代에 이미 關帝라는 호칭을 사용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흥미로운 자료가 있다. 淸代
吳仰賢은 小鮑庵詩話를 집필하면서 元代 시인 張憲의 시를 인용했다. 그 시에는 “張侯生冀北, 關帝
出河東.”라는 구절이 있다.51) 관우를 이미 關帝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우가 ‘王’에서
‘帝’로 격상된 시점은 明나라 神宗으로부터 ‘協天護國忠義大帝’를 봉호로 받은 萬曆18年(1590)으로
알려져 있다. 明代에 가서야 본격적인 關帝信仰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元代의 공식문헌
에서 關羽에게 帝의 봉호를 내렸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사대부와 민간에서 그리했으
社, 1983, 57쪽. “……武安王廟, 南北二城約有廿餘處, 有碑者四. 一在故城彰義門內黑樓子街, 有碑. 自我元奉世祖皇帝詔,
每月支與馬匹草料, 月計若幹, 至今有怯薛寵敬之甚. 國朝常到二月望, 作遊皇城建佛會, 須令王監壇. 一在北城羊市角北街西,
有碑二, 記其靈著. 一在太醫院前, 揭曼碩有記.”
45) 저자 胡琦에 대해서는 玉泉寺志 列傳에 보인다. 玉泉寺志, 當陽玉泉寺, 2014. “胡琦, 字漳濱, 當陽人也, 系宋胡安國
之云(疑誤), 仍荊志安國有宅在北門外新店, 宋末廢落, 元詔復其家. 琦因奉文定, 祀居當陽之漳濱鄉, 故號漳濱也. 克守家
訓, 不樂仕進. 州郡征辟者, 皆不就. 延祐三年春, 山西太原平遙梁公轆字仲祿者, 宰當陽, 幕琦名, 延之, 乃館於琴堂, 公言其先
46)
47)
48)
49)
50)
51)

祖瓊公蒙關聖顯靈平武仙賊, 琦感於心, 乃撰關王事跡, 後以壽老於家.”
胡琦 撰, 關王事跡, 北京:文物出版社, 2000.
劉海燕, 앞의 논문, 39쪽.
劉海燕, 위의 논문, 36쪽. “加封漢將軍關羽爲顯靈義勇武安英濟王, 遣使祠其廟”
沈濤 撰, 常山貞石志卷20, ｢武安王封號石刻｣, 歷代碑志叢書第2冊, 江蘇古籍出版社, 1998, 13523쪽.
胡聘之 撰, 山右石刻叢編卷38, ｢關廟詔｣, 石刻史料新編第20~21冊, 台灣:新文豐出版公司, 1982, 15825쪽.
王齊洲, ｢論關羽崇拜｣, 天津社會科學1995年6期,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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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는 추측만 할 뿐이다.

5. 明·淸時代 : ‘王’에서 ‘帝’로, 武廟의 主神으로 등극
明代는 관우 이미지가 질적인 변화를 겪은 시기다. 隋·唐의 시작기를 출발로 宋·元의 형성기를
거치면서 관우는 이미 일개 武將에서 神靈으로 변해갔다. 이제 세상의 아녀자들이나 아이들조차도
모두 알고 기원하는 至高의 절대 대상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더군다나 明初부터 중대 군사 활동
중에는 관우의 陰助가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 太祖 朱元璋과 陳友諒이 鄱陽湖 전투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關王의 도움을 받은 것52)이나, 3대 成祖 朱棣가 本雅失理를 정벌할 때 관우 陰兵의
도움으로 北征에 성공한 것53)이 그 좋은 예다.
明代 관우 숭배의 전체 방향을 결정지은 것은 太祖 朱元璋이었다. 朱元璋은 농민 봉기의 영수로서,
蒙古人의 통치를 뒤집고 한족 정권의 건립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 그는 元代 이후의 제도를 “오랑
캐제도(胡制)”로 보았다. 그리하여 건국 이래 儒敎的 原理主義 관념에서 출발한 대규모 禮制 개혁을
단행했다. 朱元璋은 각지에 명령을 내려 歷代 帝王의 陵寢과 관련된 정황을 중앙에 보고하게 했다.
이를 바탕으로 洪武3年(1370) 6月, 朱元璋은 원리주의 색채가 충만한 ‘神號改正詔’을 반포했다.

歷代 忠臣과 烈士는 당시 처음 봉해진 것을 實號로 삼되, 후세에 지나치게 찬미된 칭호는
모두 革去한다. 오직 孔子처럼 先王을 밝힌 중요한 道는 天下의 스승으로 삼아 후세를 구제케
한다. 한 지역 한 때에 공이 있는 자로 따를 만하지 않으면 모든 封爵은 마땅히 옛것으로
돌아가되, 神人之際는 명분이 정당하고 말이 사리에 맞게 하고, 이치에 맞춰 바루어 짐이
예로 귀신을 섬기는 뜻에 걸맞게 하라.
(歷代忠臣､烈士, 亦依當時初封以爲實號, 後世溢美之稱, 皆宜革去. 惟孔子善明先王之要道, 爲
天下師, 以濟後世, 非有功於一方一時者可比, 所有封爵, 宜仍其舊, 庶幾神人之際, 名正言順, 於理

52) 劉錦藻 撰, 淸朝續文獻通考, 台北:新興書局, 1959. “太祖高皇帝平定天下, 兵戈所向, 神(關羽)陰佑爲多, 及定鼎金陵, 乃於
雞鳴山建廟以崇祀, 載在祀典.” ; 關帝事跡征信編卷14, 靈異. “明太祖既定天下, 將建廟於雞鳴山以事神, 夜夢關羽以鄱
陽助戰論功, 明日遂勅工部建廟於雞鳴山, 特賜英靈坊以表之.” 이 외에도 한국 측 기록으로는 다음 자료가 있다. 李瀷,
星湖僿說제9권, ｢關王廟｣,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4, 56쪽 ; 許筠, ｢勅建顯靈關王廟碑｣, 金昌鎬 著, 海東聖蹟誌卷2,
藝文考.
53) 俞憲 纂, 獲鹿縣志卷4, 祀典, 天一閣藏明代方志選刊續編本. “餘嘗遍遊齊魯燕趙,又西過太行, 涉晉代關隴之墟. 父老往
往言, 時遇邊徼■患, 矢石交下, 煙沙茫茫, 或風雨震淩, 我軍危急, 將士心悼■愕, 衆口歡祝, 即在空中若見侯靈旗羽蓋, 神光
閃爍. 俄頃, 虜遂驚潰以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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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正, 用稱朕以禮事神之意)54)

즉, 太祖는 宋元代에 하사한 公과 王의 봉호는 모두 혁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대로 내려온 “諡美之
稱”을 버리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치에 맞춰 祀典을 바로잡는다(厘正祀典)”는 기준과 관련하여
孔子를 제외하곤55) 唐宋 이후로 수여받은 神靈封號는 모두 폐지되었다. 이때 關羽廟의 本稱도 그가
生前에 漢獻帝로부터 수여받은 ‘漢壽亭侯’라는 封號에서 따온 ‘(漢前將軍)壽亭侯廟’로 격하되었다.56)
하지만 洪武3年은 전국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던 때라 여기저기서 국지전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
다. 그러기에 兵家의 사기를 고려해 그들이 섬기는 武成王 祭祀와 그 봉호는 곧장 폐할 수 없었다.57)
洪武21年(1388), 朱元璋은 역대 제왕묘의 從祀 제도에 대해 진일보된 정리와 확충을 시도했다.

처음 歷代名臣 중 終始 全節한 자 37인을 兩廡에 從祀하고 四壇으로 진열했다.……太公望은
從祀됨으로써 자신의 옛 사당과 武成王이란 봉호를 잃었다.
(始定歷代名臣終始全節者三十七人從祀兩廡, 列爲四壇.……而太公望以從祀, 罷其故廟及武成
王號)58)

太公望의 “武成王”이란 封號는 唐 肅宗이 수여한 봉호다. 이를 계속 채용한다면 洪武3年의 “神號改
正詔”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는 周나라 武王와 같은 王號를 누리는 것으로, 君臣의 예에도
어긋났다. 이에 朱元璋은 강경한 조치를 발효하여 太公望의 專廟를 버리고, 王號로 버렸으며, 太公望
을 周武王에 從臣從祀하게 했다. 朱元璋의 이런 조치는 ‘국가 祀典의 제도화’를 통해 전통 윤리 준칙과
군주 전제주의를 확립하려는 ‘神號改正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한편 기준에 부합하는

54) 皇明詔令卷1, ｢初正山川並諸神祗封號詔｣. 朱海濱, ｢國家武神關羽明初興起考-從薑子牙到關羽｣, 中國社會經濟史研究
2011年1期, 88쪽.
55) 孔子의 “大成至聖文宣王”이란 號도 嘉靖年間(世宗1522~1566) 실시된 禮制改革 중 결국 폐지된다.
56) 기존의 많은 논의에서 태조가 격하시켜 다시 내린 관우의 봉호를 ‘漢壽亭侯’라고 하는데, 실상은 ‘壽亭侯’가 맞다.
이후 제11대 世宗 嘉靖10年(1531)에 이르면, 南京 太常寺 少卿 黃芳의 건의에 의해 明初에 내린 ‘壽亭侯’ 봉호를 ‘漢壽亭侯’
로 개정한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는 “漢壽는 犍爲(四川)에 있는 縣名이며, 漢壽는 封邑이고, 亭侯는 봉작의 통칭 작위이
기에 ‘漢壽亭侯’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淸代의 고증학자 趙翼은 陔餘叢考(北京:中華書局, 2006)에서 關羽를 봉한
“漢壽”은 四川 犍爲가 아니라 湖北 武陵이라 수정했다. 田藝衡, 留青日劄卷10, ｢漢壽亭｣. “臣考之前少詹事程敏政言,
漢壽,縣名, 在犍爲. 史稱‘費遇害於漢壽’. 唐詩亦有句曰‘漢壽城邊野草春’. 是漢壽者, 封邑;亭侯者, 爵也. 今大明會典亦只稱
‘壽亭侯’, 去‘漢’, 而以‘壽亭’爲封邑, 誤矣. 嘉靖十年八月, 家大夫在禮部覆議云:“按後漢書建安四年, 先主劉備遣司馬關羽行
徐州太守事. 五年曹操東伐擒羽歸, 袁紹遣其將顔良攻東郡, 羽刺良於萬衆之中, 操表羽爲漢壽亭侯.” 三國志·勸進表:“漢壽
亭侯關羽, 新亭侯張飛.” 觀此, 則亭侯爲封爵之通稱, 而漢壽爲封邑無疑. 蓋漢壽在犍爲郡, 即今敘州府也, 後世訛爲‘漢’爲國
號, 而以‘壽亭’爲封邑, 會典未之厘正也.”
57) 明史卷50, 禮四曆代帝王廟, 北京:中華書局, 1974, 1293쪽. “初太公望有武成王廟, 嘗遣官致祭如釋奠儀.”
58) 夏元吉 監修, 明太祖實錄권231, 洪武21年(1388)조, 台北: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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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位를 선별하여 中央에서 때를 정해 관원을 보내 제사를 지내, 明朝가 正統性을 계승한 왕조임을
천명했다. 이 외에는 모두 ‘淫祠’로 규정하는 ‘禁淫祠制’를 발표했다.
그렇지만 태조의 과감한 禮制 개혁은 洪武27年(1394)에 변화가 생겼다. 南京에 역대 帝王, 功臣들
의 묘와 함께 關羽 사당을 세운 것이다. 관우 신앙에서 廟宇는 특수한 문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곳은 중세 일반 백성들의 높은 文盲率과 불편한 交通, 그리고 폐쇄적 정보 사회 속에서
관우 신앙에 대한 강력한 傳播와 강화를 담당해왔다.59) 중국 역대 中央王朝 중 수도에 關羽 專廟를
세운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60)

이 달 漢壽亭侯 關羽廟를 (南京)雞鳴山 남쪽에 세웠다. 舊廟는 玄津橋 서쪽에 있는데, 이때
새로 지었다. 歷代 帝王과 功臣과 城隍廟를 나란히 하고는 통칭 十廟라고 했다.
(是月建漢壽亭侯關羽廟於雞鳴山之陽. 舊廟在玄津橋西, 至是改作焉, 與歷代帝王及功臣､城隍
廟並列, 通稱十廟云)61)

관우가 처음으로 國家級 祀典에 독립된 지위로 들어감으로써 각종 祭典도 거기에 맞춰 진행되었다.

漢前將軍壽亭侯 關公廟은 孟月과 歲暮에 應天府 관원을 보내 제사하게 하고, 5月13日에는
또 南京 太常寺의 관원을 보내 제사하게 했다.
(前將軍壽亭侯關公廟:四孟､歲暮遣應天府官祭, 五月十三日又遣南京太常寺官祭)62)

祠廟와 祭祀를 중앙 관리하는 전문기구인 太常寺의 官員이 직접 關廟의 제사를 지냈다. 5月 13日은
民間에서 關羽 탄신일로 기억되는 날이다. 여기다 1월․4월․7월․10월, 그리고 歲暮, 총6회 제사였다.
이는 十廟 중에서 가장 많은 횟수이다. 특히 關羽廟는 祀典상으로 비록 “小祀”에 속했지만,63) 5月13日
에 한해서는 太常寺 官員이 한번 제사를 지냈으며, 그 祭品은 “太牢”를 사용했다.64) 이후에도 洪武年
59)
60)
61)
62)
63)

趙世瑜, 狂歡與日常-明淸以來的廟會與民間社會, 北京:三聯書店, 2002, 58·75·86·87쪽.
朱海濱, 祭祀政策與民間信仰變遷, 上海:復旦大學出版社, 2008, 31쪽.
明太祖實錄권231, 洪武27年(1394)春正月條.
徐溥 撰, 李東陽 重修, 明會典卷85, 合祀神祗(影印文淵閣四庫全書617冊, 台北:商務印書館, 1986, 801쪽).
명대의 국가사전 체계는 圓丘․方澤(地神에게 제사지내던 제단)․祈穀․太廟․社稷 등에 제사지내는 大祀, 天神․地祇․太歲․朝
日․夕月․역대제왕․先師․先農․先蠶 등에 제사지내는 中祀, 先醫․關帝․文昌․북극성 등을 비롯한 30여 종의 신에 제사지내는
群祀로 나뉜다. 관묘 제사는 여기서 群祀, 즉 小祀에 해당했다. 張志江, 關公, 中國社會出版社, 2008, 176-177쪽.
흥미로운 점은 명나라에서는 小祀로 관우를 받들었지만 조선시대 영조는 小祀로 받들다가 정조 이후에는 中祀로

격상하여 받들었다.
64) 太牢에는 제사 때마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과일 5종류, 비단 1종류를 제수로 썼는데 가장 크고
중요한 제사를 말한다. 朱海濱, 앞의 논문,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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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1368~1398) 朱元璋은 南京에 모두 14座의 祠廟를 세워 중앙 직속 祭祀 官廟로 삼았다. 물론 이
속에 漢前將軍壽亭侯廟가 포함되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결국 태조도 건국 초 권력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이어 관우의
이용 가치를 확인한 것이다. 즉, 關羽는 명나라 통치의 보조 도구로서 “聖化의 不足한 부분을 보충하
고”, “王化를 暗助”65)하는데 사용되었다. 그가 가진 정통 왕조에 대한 충성심은 臣民에게 盡忠의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어졌다. 태조의 뒤를 이어 3대 太宗은 자신이 ‘靖難의 변’을 일으켜 政權을 탈취한
지라 절대적 권위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靖難 중에 관우의 保佑를 받았음
을 강조하고, 永樂1年(1403) 宛平縣 東쪽에 관우를 위해 廟宇를 지었다.66) 그리고 永樂19年(1421),
北京으로 천도한 뒤에도 남경 十廟의 예를 따라 북경에도 유사한 제도를 세우고 關帝廟를 포함한
중앙 직속 祠廟를 세웠다.67)
明代 關羽 神格化의 획기적인 계기는 13대 神宗 때라고 할 수 있다. 明代는 永樂(成祖1403~1424)․成
化(憲宗1464~1487)․嘉靖(世宗1521~1567) 3대 연간에 걸쳐 정치적 부패, 몽골․왜구의 침입, 소수민족
의 반란과 농민봉기 등이 겹치며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었다. 특히 神宗 萬曆10年(1582), 張居正
(1525~1582)의 改革이 실패로 끝나며 국력은 극도로 쇠망해졌고, 민족 모순은 더욱 첨예화되어
통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에 神宗은 국가기구를 운용한 “法制”를 실시하는 한편 神力
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투쟁심을 마비시키는 “心治”를 단행했다. 關羽는 “心治”의 과정으로 새로운
봉호의 하사와 함께 神格化되어 통치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68)
神宗은 萬曆18年(1590), 江淮 治水에 功이 있다하여 관우에게 ‘協天護國忠義大帝’라는 尊號를 내리
고, 특별히 帝王의 면류관을 하사했다.69) 이는 관우가 ‘王’에서 다시 ‘帝’로 격상된 것으로, 본격적인
關帝信仰의 시작이었다. 萬曆 후반에 이르면 명나라는 상하 신분제가 해체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이에 통치계급이 개선책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關羽 神靈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었
다. 萬曆42年(1614) 10月11日이 되면 재차 加封하여 天地人 三界를 다스리는 ‘三界伏魔大帝神威遠震天
尊關聖帝君’이라는 최고의 神格으로 격상시킨다.70) 이를 계기로 마침내 관우는 강태공을 대신하여
65) 朱國禎, 湧幢小品卷20, ｢關雲長｣. “以補聖化之不足”, “暗助王化”
66) 太宗代에는 단순히 제사를 잇는 데서 벗어나 특별히 龍鳳黃旗 하나를 내려 尊崇을 표시하는가 하면, 매년 正旦, 冬至,
朔望 등 明初 6차에서 25次를 넘겨 지내기도 했다. 古今圖書集成卷37, 關聖帝君部. “每歲致祭”, “特頒龍鳳黃旗一,
67)
68)
69)
70)

揭竿豎之”, “每歲正旦､冬至､朔望”, “香燭等儀, 具有恒品”.
孫承澤 撰, 天府廣記卷9, ｢漢壽亭侯廟｣, 北京古籍出版社, 1984, 101쪽. “廟祭於京師”
文廷海, ｢論明淸時代“關羽現象”的演變和發展｣, 中國 四川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6期, 1999.11, 32쪽.
陳夢雷 編, 古今圖書集成卷37 關聖帝君部, 北京:中華書局, 1934.
하지만 신하들의 논란이 있어 실제로는 熹宗 天啓4年(1624) 7月, 太常寺 題請을 거쳐 정식 정부의 인가를 받게 되었다.
劉侗, 帝京景物略卷3, ｢關帝廟｣, 北京:故宮出版社, 2013. “萬曆四十二年十月十一日, 司禮監太監李恩齎捧九旒冠､玉帶､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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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廟의 主神이 됨으로써 文聖인 공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武聖으로 文武二聖 숭배의 대상이 되었
다.71) 이후로 관우는 關聖帝君이라 불리게 되었다.
명의 마지막 황제 毅宗은 지속적인 농민 봉기와 東北 後金의 침범을 당하자 더욱 天兵天將의
도움, 즉 關帝의 再世를 꿈꿨다. 하지만 명나라는 끝내 關帝의 陰佑를 받지 못한 채 왕조의 막을
내리고 말았다. 비록 淸代에 기술되긴 했지만, 朱梅叔(1795~?)의 埋憂續集72)과 顧公燮의 丹午筆記
73)에 실린 이야기는 명대 통치자의 어리석은 말로를 잘 보여주고 있다.
淸代가 되면 북방 이민족인 滿族에 의해 중원이 지배된다. 청대 초기 滿族은 명 왕조의 정치․경제․
문화적 영향권 내에서 왕조를 수립했었다. 때문에 北京으로 천도하기 이전부터 이미 관공을 숭배하
고 있었다. 관우는 유교적인 忠臣으로서 武神의 위엄을 갖추었기에 국가 변경 방어의 상징으로
숭상 되었다. 동시에 義勇의 절개로 지역과 개인을 보호하는 守護神으로 숭배되었다. 청의 통치자들
은 명 왕조와 마찬가지로 관우의 ‘忠義’ 정신을 선양하여 청 왕조에 충성하는 신하로 부각시켰다.74)

伏魔呵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靈異가 지극히 많으셔서 國初에 ‘關瑪法’이라 칭했다. ‘瑪
法’은 國語로 ‘祖’이란 말이다.
(伏魔呵護我朝, 靈異極多, 國初稱爲‘關瑪法’. ‘瑪法’者, 國語謂‘祖’之稱也)75)

여기서 伏魔는 관우의 봉호 ‘三界伏魔大帝神威遠震天尊關聖帝君’을 말하는 것으로, 만족이 관우를
별도로 國祖神으로 숭상하고 있었을 보여준다. 중원으로 들어간 뒤 청나라 정부는 명의 歲祭 關廟
풍습을 따랐다. 順治1年(1644), 關帝에 제사 지내는 예를 정하고, 地安門 宛平縣에 關廟를 重修했다.
그 규모와 법제가 확대되어 三門正殿에다 後殿은 5間을 짓고, 담 둘레도 60丈에 달했다. 붉은 색
기둥에 五彩로 棟梁을 짓는 등 지극히 화려해졌다.76) 제사 규정은 해마다 5月13日 太常寺 堂上官을
보내 致祭하게 하는 것이었으니 明代와 비슷한 셈이었다.

袍､金牌, 牌書救封三界伏魔大帝神威遠鎮天尊關聖帝君, 於正陽門祠, 建醇三日, 頒知天下. 然太常祭祀, 則仍舊稱.……天啓四
年七月, 禮部覆題得旨, 祭始稱帝.”
71) 蔡東洲․文廷海, 앞의 책, 169쪽.
72) 朱梅叔, 埋憂續集卷1, 乩書. “崇禎時, 宮中每年或召仙, 或招將, 叩以來歲事, 無弗應者. 以前一召即至, 至是久不至.
良久, 玄帝下臨, 乩批云:‘將俱已降生人間, 無可應召者.’ 上再拜, 叩以天將降生意欲何爲? 尚有未生者否? 批云:‘惟漢壽亭侯受
明深厚, 不肯降生.’ 批畢寂然, 再叩不應矣.”
73) 顧公燮, 丹午筆記. “崇禎末年, ‘寇’信急. 帝請關公降乩, 判曰:妖麼甚多, 不可爲矣.”
74) 한편 滿族은 몽골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유비에, 몽골을 관우에 비유하는 등 관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구은아, ｢중국의 關公信仰 고찰-관공신앙의 역사적 전개와 현대 관공문화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30,
2012.3, 245쪽.
75) 姚元之 撰, 竹葉亭雜記卷3, 北京:中華書局, 2007.
76) 文廷海, 앞의 논문,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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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代 통치자들은 중원에 들어간 뒤 전국적 통일을 완성하고 전 백성의 복종을 위해 다시금 관우의
加封을 시도했다. 順治9年(1652) 4月, 3대 世祖는 관우를 ‘忠義神武關聖大帝’에 봉했다. 여기서 ‘忠義’
는 전국의 백성들이 청나라 왕조에 忠順하라는 뜻이 담겨 있으며, ‘大帝’는 생전에 보여준 관우의
강력한 武功을 고려해 明末의 ‘帝君’에서 격상된 칭호다.
그 뒤에도 제5대 世宗이 관우 先代를 孔子의 예에 따라 追封하는가 하면77), 京城 白馬關帝廟를
重修한 뒤 祭儀를 제정78)하였다. 제6대 高宗 乾隆帝에 와서도 關帝와 三代에 대한 祭典은 계속적으로
발전했다. 고종은 乾隆25年(1760)에 올린 禮部의 주청79)을 받아들여 乾隆33年(1768), 원래 시호를
바꾸어 “神勇”으로 삼고, “靈佑”라는 봉호를 하사하여 表彰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당시의 군사적
상황이 고려된 정치적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서역 新疆에서는 准部 阿睦爾撒納과 回部 大小와
卓木이 앞뒤로 일으킨 반란이 있었다. 청나라 조정은 급히 新疆에 파병하여 힘든 전투 끝내 난을
평정했다. 조정의 통치자들은 이 반란 평정을 정권 옹호의 기회로 삼아 關帝의 도움을 선전했다.
이에 關帝의 封號는 ‘忠義神武靈祐關聖大帝’ 10자에 달했다. 비단 封號를 하사한 것만이 아니라 “地安
門 밖 關帝廟 正殿과 大門의 瓦色을 純黃琉璃로 바꾸었다.”80) 중국에서 黃色은 帝王의 전용색이며,
유리기와는 帝王의 殿宇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다. 이렇게 신격화된 關帝가 청 황실을 위해
顯靈助戰한다는 것은 일반 백성의 반항을 진압하는 위협의 도구가 되었다.
이후 청대의 황제들은 농민 봉기와 지역 반란을 평정할 때마다 關帝에게 가봉하는 행위를 반복했
다.81) 그중 흥미로운 것으로 9대 文宗과 11대 德宗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문종은 咸豐7年(1857) 7月,
“萬世人極”이란 편액을 親書하여 전국각지 關廟에 걸게 했다. 이 4字는 關帝 忠義精神의 내용을 함축하
고 있는 말이다. “萬歲토록 人極이다”는 뜻이다. 여기서 ‘人極’은 일반적으로 ‘太極’과 비교되는 말로
周敦頤의 ｢太極圖說｣가운데서 나온다. 太極을 우주만물의 최고의 準則이라 한다면 人極은 인간으로
서 최고의 준칙이 된 사람, 즉 聖人을 말한다. “영원한 성인”이란 뜻이다. 통치자가 관우에게 준
77) 淸文獻通考卷105, 群祀一. “追封 關帝 曾祖父 光昭公, 祖 裕昌公､父 成忠公…授爲世襲五經博士, 以奉祀事.”
78) 雍正5年(1727)의 일로, 이때의 제의는 淸初에 비해 자세하고 規範的이었다. 매년 春秋 季月과 5月13日 3차례 致祭하게
했다 祭品은 前殿은 太牢와 尊爵과 같이하고, 後殿은 少牢와 尊爵과 같이 하고, 官員은 前殿에 大臣 1人을 보내 承祭하고,
後殿에 太常寺 堂上官을 보내 承祭하고, 行禮는 前殿에 三跪九叩를 행하고, 後殿에 二跪六叩를 행했다. 文廷海, ｢앞의
논문, 33~34쪽.
79) 淸高宗實錄卷806, 中華書局, 1986. “關帝原諡壯繆, 實與功德未符. 順治九年加忠義神武之號, 名稱雖盛, 諡法未更, 今際武
成大告, 式荷神麻, 請加更正.”
80) 王傑修 撰, 欽定大淸會典事例卷438, 北京:中國藏學出版社, 1991. “近於西師之役, 複昭蒙佑順”, “地安門外關帝廟正殿及大
門, 瓦色改用純黃琉璃.”
81) 7대 仁宗은 嘉慶18年(1813), 白蓮敎의 일파인 天理敎 농민봉기를 진압했다하여 ‘忠義神武靈佑仁勇關聖大帝’로 봉했으며,
8대 宣宗은 道光8年(1828), 新疆 張格爾의 난을 평정했다하여 ‘忠義神武靈佑仁勇威顯關聖大帝’로 봉했으며, 9대 文宗은
咸豐7年(1857), 太平軍을 막고서 ‘忠義神武靈祐神勇護國保民精誠綏靖關聖大帝’로 봉했다. 급기야 德宗 光緖5年(1879)에
이르면 ‘忠義神武靈祐神勇威顯護國保民精誠綏靖翊贊宣德關聖大帝’라는 26자 시호 등장하기도 한다. 구은아, 앞의 논문,
245~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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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국 臣民에 대한 문종의 윤리적 기대치를 반영한다. 또한 德宗은
光緖5年(1879), 神靈이 顯應했다는 이유로 山西省 永濟縣 關帝廟에 “祈年大有”이란 匾額을 내려주고,
‘宣德’을 加封한다. 여기서 “祈年”은 풍년을 기원한다는 뜻이고, “大有”82)는 “火天大有卦, 乾下离上”의
易卦의 이름으로 역시 풍년이란 뜻이다. 즉, 한 해의 풍년을 의미하는 문구다. 이에 관우의 封號가
늘어나 26자에 이르게 되었다. 덕종의 加封은 그 주제가 비바람이 고르고 해마다 풍년이 들기를
빌고, 이를 통해 군주의 威德이 宣揚되기를 기원하는 등 그 의미가 다채로워졌음을 의미한다.
이런 정치적 배려를 통해 關帝信仰과 關帝廟는 최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이른바 “天下關帝廟, 奚啻
一萬餘處’說83)이다. 淸代中期에 이르면 北京 성내 關帝廟는 116개로 孔廟를 초과했으며, 전국적으로
30여 만 개에 달해 3000여 개의 孔廟를 크게 앞질렀다.

매년 4월8일은 關帝가 봉호를 받은 날로, 遠近의 男女가 모두 羊豕를 잡고, 북을 치고 깃발을
흔들며, 徘優와 巫現들이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했다. 秦·晉·燕·齊·汴·衛땅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서로 槍棒을 시험하고 拳勇를 겨루며, 天下를 흔들어댔다.
(每歲四月八日傳帝於是日受封, 遠近男女, 皆刲擊羊豕, 伐鼓嘯旗, 徘優巫現, 舞燕娛悅. 秦晉燕
齊汴衛之人肩轂擊, 相與試槍棒､校拳勇, 傾動半天下)84)

이 자료는 關帝가 봉호를 받은 4월8일을 기해 벌어진 다양한 지역 활동을 묘사하고 있다. 5월13일
탄신일을 기해 지내는 단순한 제사를 넘어 일종의 축제의 모습을 보여준다. 통치계층에서 추존한
절정의 지위가 겹치면서 민간에서도 관우 숭배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다.85) 그 결과 관우 사당은
일반 백성들이 명절을 보내는 공공 오락 장소를 넘어 평소에는 휴식처이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용한 상품 교역의 시장으로서의 기능까지도 갖추게 되었다.
淸代의 황제들은 항상 關廟를 직접 참배하여 關帝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다. 제사의 기간이나
규모, 그리고 관우에 대한 加封에 있어 역대 최고의 수준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관우 神靈에
대한 간절한 기원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권력과 시대의 흐름에 밀려가는 봉건제도는 이미 역사적
수명을 다하고 있었다. 결국 1911年 辛亥革命의 발발로 청나라는 망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실시하던
관우 祀典의 모습도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82)
83)
84)
85)

전관수, 한시어사전, 국학자료원, 2007, 48쪽.
薛福成 編, 庸庵筆記卷5, ｢亡兵享關帝廟血食｣, 南京:江蘇人民出版社, 1983, 2쪽下.
盧湛 輯, 關帝聖跡圖志全集, 北京:線裝書局, 2003, 39쪽.
이런 시대적 모습은 5대 世宗 雍正帝(1722~1735)의 입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清]英廉 等 編, 日下舊聞考卷44,
北京:北京古籍出版社, 1981, 698~699쪽. “雍正皇帝:自通都大邑, 下至山陬海, 村墟窮僻之壤, 其人自貞臣賢士仰德崇義之徒,
下至愚夫愚婦, 兒童走卒之微賤, 所在崇飾廟貌, 奔走祈禳, 敬思瞻依, 凜然若有所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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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結論
지금까지 본고는 歷史的인 고찰을 통해 관우 신격화가 갖는 정치적인 의미와 그 권위의 실상에
대해 추적해보았다. 魏晉南北朝 시대 일개 장군으로 묘사되던 관우가 隋·唐 시대를 거치며 武成王廟
從祀를 통해 국가 祀典에 편입되었고, 다시 宋·元 시대에는 ‘侯’에서 ‘公’으로, 다시 ‘公’에서 ‘王’으로
신분의 급상승을 이루었다. 관우 신격화가 절정에 이른 明·淸 시대에 이르면, ‘王’을 넘어 ‘帝’로
등극하면서 三界를 통섭하는 최고의 권능을 부여받게 된다. 이렇듯 관우의 이미지는 역사에서 생활
로, 영웅에서 神으로 변화되었다. 자연 神壇에서 家庭으로 들어옴으로써 백성에서부터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생활 신앙과 도덕 정신에 영향을 미쳤고, 그는 정신적 守護神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역사상 통치자가 關羽에게 내린 封號는 다양했지만, 결국 국가의 재난 해소와 봉건 통치의 유지와
보호라는 정치적 필요성이 깔려 있었다. 이를 통치자들은 “人道로 綱常을 심고, 風敎를 펼치는 것을
돕는다”86)라고 미화했다.
현대 사회에서 관우는 새로운 사회 체제에 연착륙함으로써 그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즉, 봉건사
회의 정치적 효력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효력으로 바꾸어놓았다. 비록 정치적 목적은 경제
적 목적으로 바뀌었지만, 關帝神은 인간의 기대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어 “行業神”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일련의 조사에 의하면 관우 신앙은 홍콩, 마카오, 대만과 동남아의
화교 집단거주지는 물론 이국에서도 광범위한 影響을 미쳐 143개 지역에서 엄밀한 조직 하에 공동
숭배의 신으로 모셔지고 있다.87) 한편 현대 관우 신앙은 有廟 숭배에서 無廟 숭배로 그 양상이
바뀌고 있다.88) 즉, 봉건사회의 특성상 至大했던 關廟의 역할과 武勇, 伏魔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났
다. 대신 플라스틱이나 도자기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소형의 관우 神像을 집이나 상점에 모셔놓
고 기원하는 無廟型 숭배로 발전한 것이다. 無廟型 숭배의 근원에는 절대적 관우의 財神으로서의
이미지가 깔려 있다. 財神으로서의 관우 이미지는 다분히 민간신앙 등 종교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에 종교적인 관점과 민간 설화적인 관점에서 본 관우 신격화 양상에 대한 고찰은 후속 작업으로
남긴다.

86) [清]張吉午 纂修, 閻崇年 校注, 康熙順天府志, 北京:中華書局, 2009. “爲人道扶植綱常, 助宣風敎”
87) 吳松·易素貞, ｢關羽崇拜現象形成的原因探析｣, 華北科技學院學報第4卷第4期, 2002.12, 102쪽.
88) 김훈, ｢현대중국사회 민간신앙에 대한 고찰｣, 신종교연구제20집, 2009. 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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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속요 청산별곡과 대국(大國)속에 비친
위구르적 요소 연구
-특히 후렴 ‘얄라’와 ‘얄리’의 기원을 중심으로
(위구르어에서 고려속요로)-

金定慰
韓國外國語大學校 前 副總長

1. 머리말
북방의 유목민족은 예하부족들간의 분쟁을 끝치고 통일국가를 수립하면 자신들 간의 적개심을
씻어내고 또 그 단합력을 함양가기 위해 남부의 경작민을 정복하는데 열주한다. 이런 일은 여러번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도 되풀이 되어 왔다. 몽골족도 칭기스칸의 지휘아래 통일과업을 달성하자
남부의 금나라를 정복하고 송나라를 양자강 남쪽으로 밀어내자 결국 고려에 까지 그 손을 내밀어
칩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고려도 오랜 항쟁 끝에 결국 충열왕시절부터 공식적으로 몽골제국
원나라의 종속국이 되어 정비(正妃)로 원나라 공주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정치적으로는
고려의 독립성에 흠집이 생겼지만 문화적으로는 중국문화의 벽을 넘어 서역의 여러 나라의 문물을
접하게 되고 또한 교역의 범위도 넓어졌다. 그와 함께 또한 몽고인 위구르인 또한 회회인 등의
먼나라 외국인도 한반도에 들어와 살게 되어 문화교류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
이러한 문화적 쇼크의 결과로 고려속요도 향가적 전통에서 벗으나 후렴으로 특징을 이루는 새로
운 형태의 고전을 창출한 것 같다. 즉, 고려왕조(918-1392)의 몽골부마국시대(蒙骨駙馬國時代,
1273-1368)에 이 고려속요의 전형이 처음으로 완성되어 또 널리 알려지고 또 읊어지게 된 것 같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문화의 영향으로 결국 한글이 창제된 후 16세기에 들어 와 마침내 훈민정음으로
이 고려속요는 기록되었다. 이 한글창제는 결국 각 민족은 저마다 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양
한 문화교류에서 인식한 사회분위기아래서 여러 저명한 학자들이 10 여년 이상에 걸친 각고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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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제되어 1446년에 조선왕조정부에 의하여 반포되었다.
이 글에서는 총 40여수의 현존 고려속요 가운데 네수(동동, 정석가, 쌍화점 및 대국)의 본문이나
그 배경 속에 들어난 위구르족의 흔적을 모두 언급하기가 너무 장황할 것 같아 우선 대국(大國)의
후렴 ‘“얄리얄리 얄라 얄랑성 얄라” 만 취급하려 했다.그러나 청산별곡의 후렴 ‘얄리 얄리 얄랑성
얄리리 얄라.와도 너무 비슷하여 함께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 후렴, 문체, 어휘 및 그
생성배경의 기원이 현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계곡에서 발생한 민요의 후렴등 과도 매우 비슷하여
서로 그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할 것이다. 이 글의 당면 목적은 위구르인들의 고려진출과정과
또한 고려인과의 접촉과 그들의 고려인화 과정을 탐구하면서 그 문화적 역사적 접촉을 가능한한
추정해 보는데 있다.
우선 고려속요 두 수 즉 ‘대국’과 ‘청산별곡’를 한편으로 하고 또 현 우즈베키스탄 민요 세 수
‘울란(Ulan)’,‘얄라존님(Yallajoim)’ 및 ‘요르요르( Yoryor)는 서로 그 내용이나 의미상으로는 너무 달
라 공통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의 지리적 원천이나 전수자(傳授者)가 다 같이 위구르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위구르 인들은 몽골부마국시대에 몽골군과 그 행정조직을 수행
하여 도우미로 고려에 들어와 오랜 기간 한반도에 살다가 결국 한겨레로 동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고려속요가 형성되어 나타나기 전에 중국과 중앙아시아에서 한반도에 들어 온 음악과 춤
등이 이미 당대의 고려인에게는 알려져 보급되어 있었기에 전통적 음악과 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고려속요는 전통민요의 형태로 조성되었으나 외부세계에서 들어
온 신선미도 가미되어 갔다.
고려왕조는 한반도 내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후삼국의 영토를 병합, 통합하여 다시 삼국통일
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마쳤다. 그 후 또 몽골 부마국시대에 이르는 역사에서 여러 가지 다른
가구, 물품 및 기록가운데 중앙아시아에서 한반도에 도입된 것도 오늘날 많이 전해오고 있다. 예를
들면 목화씨, 화약 및 세계지도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이 사실은 단순한 물품이나 지식의 전달에
불과하다. 그 보다는 외국인들이 한반도에 직접 이주하여 정착하면서 또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세워
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문화와 풍속을 전수한 사실은 훨씬 더 위력적이었을 것이다. 바로 이들이
몽골 부마국시대에 몽골군을 수행하여 한반도에 직접 들어 온 위구르 인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생활을 영위할 이슬람공동체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자신들의 민요를 노래하면서 그 고유문화
를 한반도에 전시한 것이다. 이 사실은 그 후 800년이란 오랜 세월의 그늘 아래 시들어 사라져
갔는데 그 흔적을 찾아보는 것도 바로 이 글의 또 다른 목적이다.
또한 절대다수의 고려속요는 전통적 민요의 바탕 위에서 창안되었지만 그 중에도 약간은 한반도
밖에서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들어 온 위구르 인들의 영향을 오래 받은 후 이루어 진 것이다.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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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인등의 민요는 실재행동적인 몸놀림 즉 춤이나 마당놀이로 관중들이 모인 궁정이나 응방(鷹
坊)과 같은 특별장소에서 부리워 졌을 것이다. 또 많은 이가 함께 행한 노래와 춤과도 더불어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고려와 위구르 양쪽의 후렴이 그 문장내의 위치나 발음이 서로 엇비슷한
점으로 보아 그 원천도 역시 중앙아시아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 보는데 있다.

2. 후렴 ‘얄라’와 ‘얄리’의 긴 여행(위구르 어에서 고려속요 속으로)
청산별곡(靑山別曲)과 대국(大國)의 가사는 서로 내용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는 아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 반면에 이 두 고려속요의 후렴은 그 발음이나 철자상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거의 같은 것으로 여길 만큼 서로 비슷하다. 심지어 그 놓인 위치도 각 절(節)의 맨 마지막 행의
끝에 자리매김하고 또 박자를 맞추고 흥을 돋구는 기능도 꼭 같으며 또 각 절의 마침을 알려주는
역할도 서로 같다.
즉, 먼저 ‘청산별곡’의 첫 번째 절의 가사 와 그 후렴을 보면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애 살어리
랏다. 멀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이다. 반면에 ‘대국’의
첫 번째 절은 술도 됴터라 드로라 고기도 됴트라 드로라 엇더다 別大王들러신 사백창난을 아니져
차실가 얄리얄리 얄랴 얄랑성 얄라” 먼저 두 속요의 후렴을 비교해보면 ‘청산별곡’의 후렴은 “얄리
얄리 얄랑셩(혹은 얄라) 얄라리 얄라” 인 반면에 ‘대국’의 후렴은 얄리얄리 얄라 얄랑성 얄라”이다.
즉, ‘얄리’는 맨 앞에 나오며 반면에 ‘얄라’는 맨 뒤에 나온다. 그 배열순서도 같다. 또한 앞 것은
두 글자씩 먼저 두 번(얄리, 얄리)나온 다음 세 글자(얄랑셩, 얄라리)로 역시 두 번 그 다음은 역시
두 글자로 끝나는 반면에 뒷 것은 두 글자로 세 번(얄리,얄리, 얄랴) 나오고 세 글자로 한번(얄랑성)
나오고 두 글자로 끝난다. 즉, 두 글자로 끝나는 점은 같다. 단지 앞 것은 세 글자가 두 번인데
반하여 뒷 것은 한 번뿐이다. 이점이 다를 뿐이다.
물론 첫 번째 절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뜻이다. 세 글자로 나오는 소리 즉 얄랑셩 과 얄라리는
‘청산별곡’에서는 세 번째에 나오고 ‘대국’에서는 네 번째 나온다. 다만 앞 것은 ‘얄랑셩’이 후렴에서
세 번째에 오는 반면에 뒷 것은 네 번째에 오는 것만이 다르고 나머지의 순서는 모두 다 같다.
하지만 ‘청산별곡’에서는 첫 번째 절에서만 얄랑셩이지 나머지 구절의 후렴에서는 모두 ‘얄라’이다.
얄리와 얄라의 차이점은 흥겨움이니 느낌을 맞추기 위한 맞춤소리에 알맞게 짝을 맞춘 정도일
것이다. 이 두 속요의 후렴은 이러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무시할 정도이고 닮은 점이
훨씬 많아서 그 근원은 같은 곳이다. 또 이 두 속요의 후렴은 마치 쌍둥이 같아 그 발생의 근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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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곳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두 속요의 후렴이 이렇게 흡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내용은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
앞 것은 속세를 버리고 떠나서 혼자 살고 있는 은둔자나 세상을 등진 사람들의 쓰라린 한탄이나
비통한 중얼거림이나 고뇌를 내뱉는 느낌을 주는 반면에 뒤 것은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신성가족
이나 신령들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간청이나 애원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무가(巫歌)이다.
고려 수도 개성지역의 향토의 역사를 알리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개성부조 회회세자)』
이나 읍지(邑誌, 『輿地圖書(송도보유 I, 원문 81쪽과 번역문 70쪽과 송도보유 원문64쪽 과 번역문
169쪽)』, 『中京誌(부록, 410쪽)』 및 『松都誌』 등)에서는 회회세자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그것에
따르면 회회세자는 명나라(1368-1644)의 창시자 주원장(朱元璋, 1368-1398재위) 의 명(命)에 의하여
그 경쟁자 명승(明昇)을 고려에 유배시킬 때 그와 함께 온 27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 세자는 개성에서 살았는데 어떤 영문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개성의 오정문(午正門)앞에
있는 대국신당(大國神堂)에는 이 회회세자(回回世子)의 소상(素像)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즉, 이
인물은 역사적 실존인물로 그 이름이 문해(文偕)라고 알려져 있다. 이 소상의 현상은 곧 회교의
거물인 회회세자께서 한반도의 민간신앙에 등장한 사실로 해석된다.즉, 고려사람들의 이슬람 종교
에 대한 대단한 관심과 또 동시에 그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셈이다. 즉, 이슬람에서는 우상숭배가
금지되어 있으나 고려 인들의 민간신앙에서는 이슬람적인 절대자에 대한 신학이론은 관여하지 않고
단지 그 종교의식의 장대함과 우렁참을 둔화시켜 그냥 고려의 일반민속신앙으로 즉, 한겨레의 민족
적 전통신앙으로 끌어들인 셈이다. 이 소상의 의미는 결국 고려의 신앙상황에 맞게 회회세자 만을
내세워 이슬람의 상징적 측면을 당대 일반서민의 신앙적 욕구에만 알맞게 충족 시킨 것 같이 보인
다. 즉, 고려말 원의 지배시대에는 상당한 수의 위구르계 이슬람교도가 몽골군의 도우미로 한반도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왕궁에서나 상가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사료는 고려
속요 쌍화점이나『세종실록』(9년 즉, 1427년 4월 4일자) 에서 잘 볼 수 있다.
즉, ‘얄라’와 ‘얄리’와 같이 유사한 후렴에서 발성소리도 비슷한 음가를 가진 지역이 있다. 특히
한반도의 밖에서 찾아 보면 우선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영역인 페르가나 계곡이 연상된다. 이계곡은
유명한 말(馬)의 산지로 한무제(漢武帝, 기원전141-87) 시절에 장건(張騫, 기원전 114죽음)이 사절로
이 지역에 감으로써 그 이름이 동아시아 역사에 나타난 곳이다. 당시 이 나라는 아리안족 즉, 이란계
인종의 나라로 그 이름은 대완(大宛)이었다. 약 300km에 이르는 이 계곡에서 많은 민요가 생겨나서
10세기 이후 주변의 여러 민족과 나라로 전파되어 갔다고 한다. 그 이웃 민족가운데 하나가 위구르
족인데 그들은 동투르키스탄 즉, 오늘날 중국의 신장(新疆)에 속하는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지만
중앙아시아 전역에도 여러 곳에 살고 있다. 역사적으로 페르가나 지역은 위구르 족이 주도한 카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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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999-1211)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중앙아시아에서 이 왕조의 집권과 더불어 터키 계 언어와 문화
가 이란계의 그 것들을 압도한 전환기가 되었다.
그 결과 10세기 이후에 들어 와서는 중앙아시아지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터키화
되었다. 그 결과 페르가나 계곡의 민요는 인종과 민족의 구분이나 차별도 없이 위구르 사람을 포함
한 여러 민족들이 그 대를 이어서 계속 발전해 나갔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 오고
있다. 심지어 중국 신장성의 위구르 족과 과거 공산주의 소련방의 공화국(1920-1989)에서 독립한
우즈벡키스탄 공화국의 우즈벡 족과의 언어상의 차이점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터키어계 민족가운데 위구르 족과 우즈벡족은 서로 거의 대화를 자유롭게 할 정도로 그 언어도
서로 밀접하다. 필자가 사마르칸드에 만 2년간(2006-2008) 머물 때 들은 바에 의하면 두 언어(위구르
어와 우즈벡어) 사이에는 85내지 90%의 어휘나 문장구성이 서로 같다고 한다.
13세기에 시작된 몽골부마국 시대의 고려에서는 위구르 족이 그들의 상사인 몽골 족을 따라
한반도에 들어와서 약 150(1270-1420)년간 살아 왔다. 그들의 수가 모두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세종실록 9년 즉 1427년 4월 4일자에 의하면 조선조 초기까지 궁전의 대조회(大朝
會)에서 거행하는 송축(頌祝) 행사에 참여하고 또 이슬람식 축송(祝頌)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서울 개성에서는 그들의 공동체가 있었으며 또 종교지도자 즉, 이맘(기독교의 목사에
상당)도 있었고 그들 자신의 민족적 명절행사도 거행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의 대조회에서 국왕과 국가의 평안과 발전에 대한 이슬람식 축송이 세종시대까지 행하여
졌다는 사실은 곧 고려시대에는 그들의 활동이 더 자유스러운 것임이 확실하다. 즉, 위구르 족을
비롯한 회교도들의 공동체가 중앙아시아에서 한반도로 이식되어 150년간이나 지탱되어 오다 1427
년에 세종의 어명에 의해 종식된 것임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동시에 이 공동체는 결국 압도적
다수인 한겨레의 공동체에 흡수되어 소멸의 길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 흔적이 여기 저기 조금 남아
있는 데 그 중에 몇 가지가 고려속요 와『고려사』속의 회교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고려사』에는 흔히들 왕궁의 뜰이나 격구장에서 왕과 더불어 행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슬람 종교의식이 그 속에 행하여 졌는지 등 자상한 내용설명이 없는 상태다. 즉,
이슬람신자들의 모임 특히 주로 회교도들이 봉직한 응방(鷹坊)에서 흔히들 행하는 코란낭송이나
또는 기도나 예배 등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아마도 정도전(鄭道傳,1342~1398)을 비롯한
조선왕조의 골수 유생(儒生)인 『고려사』의 편집자들은 이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아직 알 수 없는
이유로 본래의 고려시대의 원본에서 삭제 내지 생략된 것 같다.
위구르 회교도들이 한반도에 들어 와 정착한 몽골 부마국시대는 마침 또 고려속요의 형성기이고
또 한겨레 전통민요의 발전기여서 많은 노래의 가사와 가락이 이 시대에 세상에 나온 것으로 추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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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한국의 대표적 민요 아리랑도 이 시대의 산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두 고려속요
즉, ‘청산별곡’과 ‘대국’은 그 후렴 즉 ‘얄라’와 ‘얄리’ 등으로 더욱 인기를 얻게 된 것 같다. 이에
대조적인 위구르 족의 노래 즉,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 계곡에서 발생한 민요에 드러나는
후렴을 음미하고 그 유사성을 보고 한층 더 깊숙이 연구에 매진하면 고려속요의 발생 경위 뿐만
아니라 후렴이나 아리라의 형성도 짐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구르 즉, 현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 계곡에서 유래한 ‘울란(Ulan)’.‘얄라존님(Yallajoim)’
및 ‘요르요르( Yoryor)란 이름의 민요는 아예 그 민요의 이름조차 바로 이 후렴에서 나올 정도이고
또 이미 위에 소개한 고려속요 ‘청산별곡’과 ‘대국’의 후렴 ‘얄라,얄라 얄랑성’ 또는 얄리 얄리 얄랑성
과 ‘그 발음이 매우 비슷하여 매우 놀랍다. 페르가나 계곡의 세 민요와 고려의 두 속요는 ‘얄라’
또는 ‘얄리’라는 소리나 또는 외침과 매우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우선 페르가나의 민요 ‘울란’의
첫 구절을 소개해보면;

Namanganning olmasi, anori bordirey,

나망간엔 사과와 석류가 있어

Mani ko'nglimni olgan o'sha dildorey.

내 마음 앗아 간 그녀

Boqqa kirgim keladi, ey yallajonim yalla

난 정원에 가고 싶군. 오! 내 사랑 노래

Gullar tergim keladi, oromi jonim yalla.

난 꽃을 꺾고 싶군, 내 기쁨 노래(2x)

O’sha sevgan yorimni, yalla jonim yalla,

저기 내 사랑이여, 내 사랑 노래여

Kunda ko’rgim keladi,oromi jonim yalla

난 내사랑을 낮에도 보고 싶군, 내 기쁨 노래 (2x)

Oromi jonim yalla, yallajonim, oromi jonim yalla... 이쁜이 얄라 내 사랑 노래 이쁜이 얄라
Gul hovuzning bo’yida, yalla jonim yalla

연못가의 꽃송이, 내 사랑의 노래

Qizil gullar o’sibdi, oromi jonim yalla

빨간 꽃이 자라네, 내 기쁨 노래(2x)

Qizil guldan uzgandim, yallajonim yalla

내가 꺾은 붉은 꽃 한송이, 내사랑노래(2x)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옆에 있는 몇 사람은 ‘yallajonim oromi jonim내 사랑 노래 이쁜이’라는
후렴을 되풀이 하여 되뇌이는 것이다. 여기서 얄라 존님 얄라라는 후렴은 고려속요 ‘대가‘와 ’ ‘청산별
곡‘의 얄라 얄라 얄라와 발음뿐만 아니라 그 놓인 위치도 각 문장의 끝자락에 오며 또 후렴의 역할도
서로 닮은 점이 보인다. .
또 ‘얄라존님(Yallajoim)’의 번안으로는

boqqa kirgan ham o’zing, yallajonim yalla

정원에는 너가 들어 간 거야 내사랑 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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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llar tergan ham o’zing, oromi jonim yalla

꽃을 꺾은 이는 바로 너야 내기쁨 얄라(2x)

shunisiga hayronman (2x) yallajonim yalla,

그 때문에 난 놀랐네 내사랑 얄라

yorga o’tmaydi so’zim, oromi jonim yalla

내 사랑을 못 믿겠네 내기쁨 얄라(2x)

이 두 번안을 마친 후에 ‘yallajonim과 oromi및 jonim’이라는 어휘에 뒤이어 Yalla라는 어휘를
붙여서 후렴을 만들고 또 그 후렴은 얼마든지 흥겨움에 따라 여러 번 되풀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우즈벡인들의 말이다. 또한 이 민요에서는 ‘yala and yali or yalla’는 내 사랑 또는 내 귀염둥이를
뜻하는 것이다. 이 ‘얄라존님(Yallajoim)’에서도 역시 얄라는 어휘는 고려속요 대가와 청산별곡의
외침소리 얄라와 상당히 엇비슷하다.
또한 ‘세번째 우즈벡민요 “요르 요르”( Yor-yor)’에 대한 설명과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즉 ‘요르요
르’는 민요인데 주로 결혼식 축하연에서 흔히 부르는 것인데 신부가 정든 부모형제를 떠나 시댁이나
살림집으로 떠나는 사정과 새로운 앞날에 대한 부풀은 꿈을 노래한다. 아주 먼 옛날의 중앙아시아
원주민들(오늘날의 우즈벡, 타직, 위구르 및 투르크만 족)에게는 잘 알려진 곡이다. 요르요르는
한절이 두 줄(二行) 또는 네 줄(四行)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행의 끝이나 중간마다 ‘내사랑
사랑아 내가 애무해주지’라는 후렴(後斂)을 외치는 것이다. 끝에 올 때는 후렴이라 볼 수 있지만
때때로 이 후렴은 각 절의 중간에 삽입되어도 그 역할은 후렴의 역이지만 그 이름은 한국어로
중렴(中斂)이라 불러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보통 요르요르는 우즈벡의 전통악기 도이라(Doira, 북같이 생겼으나 손가락으로 연주함)
와 더불어 연주하고 여성들이 훨씬 더 선호한다. 요르요르의 곡조는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교차되지
만 조화를 이루고 또 즐거운 멜로디와 휴가중의 기쁨에도 삶의 우울함과도 어울리는 인생항로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이 요르요르의 노랫말 속에는 신부의 맵시, 소원, 품어 온 꿈 및 그녀가
받아 온 축하말이 짜임새 있게 마련되어 있다. 원문의 번역은 영어에서 우리 말로 중역하여 다소나
마 그 뜻을 전하고 간단히 한 단절만 소개한다. 또 요르요르의 쓰임새를 음미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구분해 본다.

Yor yor의 일부
Naqorat: 결혼날

Hay-hay o'lan, jon o'lan

여바, 여바 울란 내사랑 울란

Yolg'onchi qiz yor-yor,

오늘은 결혼날 요르요르 네 결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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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dasida turolmagan

친구는 오는데 적은 떠나네

Yolg'onchi qiz yor-yor.

오늘은 바로 그날 요르요르 좋은 날이네

위의 Yor yor의 첫째 구절에서 ‘요르요르’는 반드시 후렴으로만 사용되지만 않고 중렴(中斂)으로도
사용된 점이 보인다.
이상의 우즈벡어 민요 3수에서 여러 번 사용되고 되풀이 되고 있는 감탄의 어감을 나타내는
어감을 주는 ‘yalla , yalli, yala, yali 및 yoryor’의 근원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 다섯 개의 감탄적
외침은 모두 아랍어의 이슬람종교적 외침인 ‘Ya Allah(오! 알라)’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10세기
경부터 시작된 이슬람화 현상이 중앙아시아를 휩쓸어 덮칠 때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실은
우즈벡 학계와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각국의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오! 하나님!
하는 종교적 탄원이 기도문의 앞이나 중간이나 또는 맨 끝이 관계없이 어디나 들어갈 수도 있다.
즉, 예베자가 ‘Ya Allah(오! 알라)’ 즉, 오! 하나님 하는 외침을 자신의 감정상황에 즉, 뜻에 따라
언제 또는 어디서든지 외칠 수 또 울부짖을 수 있는 것처럼 얄라와 ‘yor yor’는 이침이기에 시귀(詩句)
에 삽입 될 때 문장의 맨 앞, 중간 또는 맨 끝으로 마치 기도 올리는 사람이 신의 이름을 기도
올릴 때 머리에, 중간에 또는 끝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자신의 격한 감정에 따라 수시로
여러 번 또는 단 한번 부를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우즈벡 민요에서도 어느 민요나 마찬 가지로
수많은 입들이 수 백년에 걸쳐서 다듬고 또 다듬어 그 곡조와 가사는 세련미를 갖추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고려속요 청산 별곡과 대국은 엄연히 한겨레의 민족적 문학 전통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단지 그 후렴적 요소만을 받아 들여 청산별곡의 얄리 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나 또는 “대국”의
“얄리얄리 얄랴 얄랑성 얄라”처럼 후렴으로만 ‘Ya Allah(오! 알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맺음말
고려의 말기에 해당되는 몽골부마국시대 100 여년 동안에는 그 정복자 몽골인들과 그 도우미로
수행해 온 위구르 인들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초기에는 함께 거주하며 일했던 것 같다. 하지만 몽골
관료들은 임기가 끝나면 대체로 귀국했으나 위구르인들 가운데는 그들의 고향으로 귀국도 했지만
그대로 한반도에 머문 이들도 흔했던 것 같다. 더구나 그 후기 즉 고려 말에 이르러 더 많은 위구르
인들은 한반도에 머물게 되었다. 아마도 세월이 흐를수록 머나 먼 고향과의 인연이 멀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위구르인’들은 고려 여인들과 결혼하여 위구르 언어도 서툴게 되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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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과의 인연은 줄어 들어 가게 된 것 같다. 동시에 고향에 대한 향수는 이슬람 종교에 대한 애착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민요에 더욱 매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같다.
즉 그들은 현지어인 고려어에도 능통하게 되었고 또 고려인들과도 밀접하게 어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위구르 인들 가운데 상당한 수는 회교도 였다. 즉, 중앙아시아의 거주자인 위구르 인들이 한반도
에서는 그 수가 매우 작지만 새로운 회교공동체를 처음으로 세워 놓았다는 의미이다. 그들의 공동체
는 고려인들의 눈에는 매우 이색적이고 또 너무나 생소하고 또 비정상적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인 이슬람을 일상생활에 자유롭게 행하면서 살아갔다. 이와 동시에 중앙아시아의 문화 즉 그들
의 민요도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한반도에 이식된 것이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한반도에도 고려속요의
발생과 발전이 마침 일어나게 끔 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아마도 그들의 공개적인 이슬람 종교행사
와 또 위구르 인들의 명절행사에 고려인들은 초대받아 직접 보고 듣고 어울림으로써 한반도의
전통민요에도 자극적 영향을 주게 되었다. 결국 그 중간 형태인 고려속요로 발전된 것 같다. 당시의
고려사회는 순박하고 단순했고 또 한겨레 문화의 특색이 갖추어 지는 시기여서 그 후대보다 더
순수했던 것 같다. 위구르 인들의 중앙아시아적 문화요소는 결국 당대의 고려인들을 자극하여 한겨
레의 전통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주어 결국 고려속요 발생의 계기가 된 것 같다.
대국(大國)은 중앙아시아 즉, 위구르 족의 영향을 그 형태·문체·내용 및 후렴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이 자극 받아 온 것 같다. 특히 위구르 인들은 한반도에서는 회교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스스로
이슬람공동체를 만들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 유지하려 애쓴 것 같다. 더구나 이 시기의 고려는
또한 한반도역사에서도 몽골제국의 한 회원국이 되어 외국문물(예, 대성악·한문시·화약·목화·
소주·세계지도·지폐 등)이 일시에 홍수처럼 몰려 들어 오는 시대였다. 또한 향가적 전통도 수백
년간 지속되어 새로운 외국의 여러 문물과의 만남에서 자극을 받아 민요(아리랑 등)와 고려속요를
움트게 한 계기가 된 것 같다. 고려속요 가운데 ‘청산별곡’과 ‘대국’에 나오는 후렴 ‘얄리 얄리‘ 를
그 것과 거의 같은 소리 와 역할을 담담하고 있는 현 우즈베키스탄 의 페르가나 계곡에서 나온
세가지 민요(Ulan, Yallajonim, Yoryor) 의 가사를 번역하여 직접 선 보이면서 특히 그 후렴을 서로
비교하였다. ’아’,야‘ ’오‘ 등의 모음은 인료의 가장 기본적인 목소리이고 또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르짓는 고고(呱呱)의 소리다. 또한 세계 각국 언어의 알파벳 가운데 첫소리로 보통 소개되어
있다. (예, 서양어의 A)만 봐도 당연함을 느낄 것이다. 또한 ’ㄹ‘도 역시 자음가운데서는 가장 흔히
쓰이는 소리로 세계 각국 언어의 알파벳에서도 그렇게 전시되어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우즈벡
민요의 ‘울란(Ulan)’·‘얄라존님(Yallajoim)’ 및 ‘요르요르( Yoryor)의 후렴구절은 다른 언어군에 속하
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전해질 수 있는 소리값을 지니고 있다. 아마도 페르가나의 민요가 위구르인을
통하여 고려에 들어 와서 고려속요의 형성 발전에 한 몫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신된다.

114
■참고문헌■

이유원 저·김동주 역, 『林河筆記』 민족문화추진회, 2000, 8권.
김광언, 『우리 문화가 걸어 온길』 민속원, 2001.
박원길, 『조선과 몽골』 소나무, 2010.
윤영옥, 『고려시가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1.
이개석, 『고려대원관계연구』 지식산업사, 2013.
이등룡, 『여요석주』 한국학술정보, 2010.
이능화, 『조선불교통사』(원문과 번역문 전 7권),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이도학, 『살아 있는 백제사』 휴머니스트, 2003.
,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1997.
이희수, 『한-이슬람교류사』 문덕사, 1991.
고혜선 등, 『중세동서문화의 만남』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8.

115

『三國遺事』 萬佛山 條에 대하여

辛鍾遠
韓國學中央硏究院

1. 머리말
『三國遺事』 全篇에 흐르는 분위기는 한 마디로 깊은 신앙심이다. 스님 신분으로서 一然이 편찬한
책이라는 점을 두고 보면 오히려 당연한 말이다. 그 신앙심이 塔像篇 즉 불교조형물에 이르면 최고의
예술적 아름다움은 곧 불교적 靈異라야 가능하다고 일러준다. <四佛山·掘佛山·萬佛山>條(아래 ‘四
佛山等條’로 줄임)도 그러한 예를 보여준다. 四佛山의 네 분 돌부처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掘佛山의 돌부처도 땅에서 솟아난 것이니 (天)地의 造化라 할 것이다.
세 번째가 萬佛山으로서(아래 ‘萬佛山條’로 줄임) 여기서는 신라사람들의 빼어난 솜씨에 감탄한 나머
지 그 정도면 技巧를 넘어 ‘하늘이 만든 무엇[天造]’이라 하였다. 조각 자체도 그러하지만, 어떠한
조건이 되면 스스로 움직이며 연출하는 ‘설치미술’1)은 당나라 사람들이 놀라 敬拜하기에 충분하였다.
『三國遺事』 의 내용 태반이 佛敎說話集임을 想起할 때 四佛山等條의 내용은 신라가 ‘부처님 나라임’
을 현재 있는 遺蹟·遺物을 두고 말함으로써 믿음이 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四佛山과 掘佛山은
지금도 볼 수 있는 유적이며, 그 造像과 주변환경이 범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四佛山等條의 세 번째 이야기인 萬佛山條는 앞의 두 설화와 다르다. 조각 즉 불교공예가 당시는
물론 지금도 볼 수 없는 점 때문이다. 조각의 實在有無를 떠나 불교영험집으로서의 『三國遺事』를
『三國遺事』 답게 하는 내용은 四佛山·掘佛山보다 오히려 萬佛山 기사다. 이미 당나라에 보내졌기
때문에 이야기는 더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四佛山等條의 무게중심은 오히려
세 번째 이야기 萬佛山에 있고, 그것은 서술 분량으로 보아도 맞는 말이다.
1) 최완수, 『한국 불상의 원류를 찾아서』, 대원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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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佛山條가 이질적이라는 혐의를 갖는 독자에게 그 출전이 중국의 설화집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은
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해준다. 이제 본론에서 萬佛山條의 출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萬佛山을 조각하여 전시한 사실여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萬佛山條의 출전에 대하여
萬佛山條의 原典은 『杜陽雜編』이다. 아래에 四佛山等條와 함께 제시하고 後者의 번역만 실어둔다.

(A) 『杜陽雜編』 卷上

上崇奉釋氏, 每舂百品香, 和銀粉以塗佛室. 遇新羅国献五彩氍毹, 制度巧麗, 亦冠絶一時.
每方寸之内, 即有[歌舞伎樂, 列国山川之象. 忽微風入室], 其上復有蜂蝶動摇, [燕雀飛舞]. 俯而[視之,
莫辨真假]. 又獻萬佛山, 可高一丈, 因置山于佛室, 以氍毹藉其地焉. 萬佛山則雕沉檀珠玉以成之. 其佛之
形, 大者或逾寸, 小者七八分(八九分. 태평광기). 其佛之首, 有如黍米者, 有如半菽者. 其眉目口耳螺髻毫
相無不悉具. 而更[鏤金玉水精爲幡盖流蘇, 菴羅薝卜]等樹, 搆百寶爲樓閣臺殿. 其狀雖微, 而勢若飛動. 又
前有行道僧徒, 不啻千数. [下有紫金鐘], 径闊三寸, 上以龜口(浦牢. 태평광기)銜之. 每撃其鐘, 則行道之
僧禮首至地, 其中隱隱謂之梵音, 盖關棙(戾. 문연각본) 在乎鐘也. 其山雖以萬佛爲名, 其数則不可勝記.
上因置九光扇于岩巘间, 四月八日召雨衆(兩街. 태평광기)僧徒入内道場禮萬佛山. 是時觀者嘆非人工, 及
覩九色光于殿中,
咸爲之佛光, 即九光扇也. 由是上令三藏僧不空念天竺密語于(千.문연각본)口而退. 傳之于僧惟籍. (出
杜陽雜編. 태평광기)

(B) 『太平廣記』 해당 條는 위 (A)와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의 편의상 위 (A)의 인용에다
서로 다른 문구만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C) 『三國遺事』 塔像, 四佛山·掘佛山·萬佛山

竹嶺東百許里有山屹然髙峙, 真平王九年甲申, 忽有一大石四面方丈彫四方如來, 皆以紅紗護之, 自天墜
其山頂. 王聞之命駕瞻敬, 遂創寺嵓側, 額曰大乗寺. 請比丘亡名誦蓮経者主寺, 洒掃供石香火不廢. 号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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亦徳山, 或曰四佛山. 比丘卒旣葬, 塚上生蓮.
又景徳王逰幸栢栗寺, 至山下聞地中有唱佛聲, 命掘之得大石, 四面刻四方佛. 因創寺以掘佛爲号, 今訛
云掘石.
王又聞唐代宗皇帝優崇釋氏, 命工作五色氍毹, 又彫沉檀木與明珠美玉爲假山髙丈餘, 置氍毹之上. 山
有巉嵓恠石澗冗區隔, 每一區内有[歌舞伎樂列國山川之狀. 微風入戶]蜂蝶翺翔[鷰雀飛舞], 隠約[視之莫
辨真假]. 中安萬佛, 大者逾方寸, 小者八·九分. 其頭或巨黍者, 或半菽者. 螺·髫·白毛·眉·目的㿨,
相好悉備. 只可髣髴莫得而詳. 因号萬佛山. 更[鏤金玉爲流蘇幡蓋·菴羅·薝葍]·花果·莊嚴百歩樓
閣·臺殿·堂榭都大, 雖微勢皆活動. 前有旋遶比丘像千餘軀, [下列紫金鍾三]簴, 皆有閣有蒲牢鯨魚爲撞.
有風而鍾鳴則旋遶僧皆仆拜頭至地, 隱隱有梵音, 盖關棙在乎鍾也. 雖號萬佛, 其實不可勝記. 旣成, 遣使
献之, 代宗見之嘆曰, “新羅之巧天造非巧也.” 乃以九光扇加置嵓岫間, 因謂之佛光. 四月八日詔两街僧徒
於内道塲禮万佛山, 命三藏不空念讃宻部真詮千遍以慶之, 觀者皆嘆伏其巧. 旣成, 遣使献之, 代宗見之嘆
曰, “新羅之巧天造非巧也.” 乃以九光扇加置嵓岫間, 因謂之佛光. 四月八日詔两街僧徒於内道塲禮万佛
山, 命三藏不空念讃宻部真詮千遍以慶之, 觀者皆嘆伏其巧.

죽령(竹嶺) 동쪽 1백리 가량 떨어진 마을에 높은 산이 있는데, 진평왕(眞平王) 46년 갑신(甲
申)에 홀연히 사면이 한 발이나 되는 큰 돌에 사방여래(四方如來)를 조각하고 모두 붉은 비단
으로 감싼 것이 하늘로부터 그 산 정상에 떨어졌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그곳에] 가서 쳐다보고
예경한 후 드디어 그 바위 곁에 절을 창건하고 이름을 대승사(大乘寺)라 하였다. 『법화경』을
외우는 이름이 전하지 않는 비구니를 청하여 절을 맡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돌을 공양하며
향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 산을 역덕산(亦德山)이라고 하며, 혹은 사불산(四佛山)이라
고도 한다. 비구니가 죽자 장사지냈더니 무덤위에서 연(蓮)이 났었다.
또한 경덕왕(景德王)이 백율사(栢栗寺)에 행차하여 산 아래에 다다랐을 때 땅속에서 염불하
는 소리가 들리므로 사람을 시켜서 파보라고 하니 큰 바위가 있는데, 사면에는 사방불이
조각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절을 창건하고 그 이름을 굴불(掘佛)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그릇
되이 굴석(掘石)이라고 한다.
경덕왕은 또 당(唐)나라 대종황제(代宗)가 특별히 불교를 숭상한다는 말을 듣고 공장에게
명하여 오색(五色) 모직물을 만들고 또 침단목(沈檀木)을 조각하여 맑은 구슬과 아름다운
옥으로 꾸며 높이가 한 발 남짓한 가산(假山)을 만들어 [그것을] 모직물 위에 놓았다. [그]
산에는 험한 바위와 괴석이 있고 개울과 동굴이 구간을 지어 있는데, 한 구역마다 춤추고
노래 부르며 음악을 연주하는 모양과 여러 나라의 산천모양을 꾸몄다. 미풍이 창으로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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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 나비가 훨훨 날고, 제비와 참새가 춤을 추니 얼핏 봐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 속에는 또 만불(萬佛)이 안치되었는데, 큰 것은 한 치 남짓하고 작은 것은
8, 9푼이었다. 그 머리는 혹 큰 것은 한 치 남짓하고 작은 것은 8, 9푼이었다. 그 머리는
큰 것은 기장 탄알만하고 혹은 콩알 반쪽만하였다. 나발(螺髮)·육계(肉髻)·백모(白毛)와
눈썹과 눈이 선명하여 상호(相好)가 다 갖춰져 있었다. [그 형상은] 다만 비슷하게는 말할
수 있어도 자세히는 다 형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만불산(萬佛山)이라고 하였다.
다시 금과 옥을 새겨 수실이 달린 번개(幡蓋)와 암라(菴羅)·담복(薝葍)·화과(花果)의 장
엄한 것과 누각(樓閣), 대전(臺殿), 당사(堂榭)들이 비록 작기는 하지만 위세가 모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앞에는 돌아다니는 비구상[旋遶比丘]이 천여 구 있고 아래에는 자금종(紫
金鍾) 세 구를 벌려 놓았는데, 모두 종각이 있고 포뢰(蒲牢)가 있었으며 고래모양으로 종치는
방망이를 삼았다. 바람이 불어 종이 울리면 곁에 있던 돌아다니는 스님들은 모두 머리를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고 은은하게 범음이 있었으니 대개 활동의 중심체[關棙]는 종에 있었다.
비록 만불이라고 하나 그 실상은 이루 기록할 수가 없다.
그것이 완성되자 사신을 보내어 당나라에 헌상하니 대종은 이것을 보고 감탄하면서 말하길
“신라의 기교는 하늘의 조화이지 사람의 재주가 아니다.”하였다. 곧 구광선(九光扇)을 바위
산봉우리 사이에 더하여 두고는 그로 인하여 불광(佛光)이라고 하였다. 4월 8일에는 양가(兩
街)의 승도(僧徒)에게 명하여 내도량(內道場)에서 만불산에 예배하게 하고 삼장불공(三藏不
空)에게 명하여 밀부(密部)의 진전(眞詮)을 천번이나 외워서 이를 경축하니 보는 자가 모두
그 기교에 감탄하였다.

일찍이 崔南善이 엮은[編] 『三國遺事』의 解題에서 그는 “別로 書名을 標出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대개는 本한 바가 잇슴은 卷三의 「萬佛山」이 대개 唐 蘇鶚의 杜陽雜編의 文을 쓴 것임과”라고2)
한 이래 李成市도 이를 지적하였다.3) 이후 『杜陽雜編』과 『三國遺事』의 해당 기사를 비교·대조한
장충식은 “이상의 내용을 서로 종합할 때 『遺事』가 『杜陽』을 참조하여 기록했다고는 볼 수 없고,
이들 두 기록은 별개의 내용으로 전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라 할 것이다.”4) 라고 논평하였다.
여기에 제3의 자료로서 『太平廣記』에 실린 萬佛山 史蹟이 소개된5) 바 있다.
萬佛山 史蹟이 실린 세 책 가운데 『三國遺事』는 달리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나머지 두
2)
3)
4)
5)

최남선
李成市,
張忠植,
金長煥,

해제, 1954, 20쪽.
『東アジアの王權と交易 - 正倉院の寶物が来たもうひとつの道』, 靑木書店, 1997, 74~75쪽.
「三國遺事 萬佛山과 新羅工藝」『文化史學』 6·7合輯, 1997, 362쪽.
「太平廣記 所載 ‘新羅’관련 故事」『新羅史學報』 4, 2005, 332~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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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杜陽雜編』은 蘇鶚이 세 권으로 편찬한 책이다. 당나라 代宗,
光德 1년(763)부터 懿宗 咸通14년(873)까지의 ‘雜’事를 기록하였는데 대부분이 傳聞이다.6) 이 때문에
이 책을 ‘筆記小說集’이라거나 “해외의 진기한 보물을 적어놓은 것으로서 사적은 자못 荒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7) 『太平廣記』는 송나라 학자 李昉을 중심으로 12명이 편집하였는데(977년) 한나라에
서부터 宋代 초기까지의 중국 野史와 傳記·小說 등을 집대성한 책이다.
先學의 결론과 같이 『三國遺事』와 『杜陽雜編』 두 기록이 별개의 내용으로 전래되었다고 보는
데는 선뜻 찬동하기 어렵다. 시간적으로 둘 사이에는 『太平廣記』(B)가 끼어 있는데 이 셋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차츰차츰 문장이나 표현이 변해갔음을 알 수 있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杜陽
雜編』(A)과 맨 뒤의 『三國遺事』(C)의 萬佛山 史蹟을 全文 적어두고 서로 비교한 결과를 말하면 다음
과 같다. 원문의 [ ] 안 문장은 『杜陽雜編』(A)· 『太平廣記』(B)· 『三國遺事』(C)에 모두 공통으로
있다. 밑줄은 (B)에 처음 나와서 (C)가 이를 답습한다. 이렇게 보면 (A)·(B)·(C)는 모두 동일한
계통임을 알 수 있고, 그 시대에 따른 變移도 자연스럽게 추적된다. 즉 『杜陽雜編』(A) → 『太平廣記』
(B) → 『三國遺事』(C)의 차례로 變異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萬佛山 工藝에 대하여
萬佛山을 彫刻하여 전시한 사실여부를 생각해보자. 사료에 등장하는 모직물이 당시 쓰였던 물건
임은 다음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六頭品·五頭品은 … 또 虎皮, 毬𣯜, 㲮𣰆의 사용을 금한다.
四頭品에서 백성까지는 … 또 毬𣯜, 㲮𣰆, 虎皮와 大唐毯 등을 금한다. (『三國史記』 卷33,
志2, 器用)

이들 양털 제품은 신라에서 생산되었다고 보는가 하면8) 서역에서 생산되어 한반도까지 전해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9) 이러한 모직물이나 萬佛山 조각을 만들었을 部署를 『三國史記』 職官志에서
찾아보면, 그 이름으로 보아 景德王 때 ‘雜工司’로 改稱되었던 ‘南下所宮’으로 보고 있다.10) (人工)萬佛
6) 高賀 登, 『アジア歷史事典』 第7卷, 平凡社, 1985.
7)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
8) 李成市, 『東アジアの王權と交易 - 正倉院の寶物が来たもうひとつの道』, 靑木書店, 1997, 74쪽.
9) 정수일, 『실크로드 사전』, 창작과비평사, 2013.
10) 李仁哲, 『新羅政治制度史硏究』, 일지사, 1993,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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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이 전시되어 그 장치가 작동되는 광경을 현대 역사가는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海東歷史』에 의하면 766~779년 사이에 신라에서는 ‘만불산’이라고 부른 소리자동장치 즉
바람이 불어 종이 울리게 될 때의 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장치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감탄케 한 사실이 있다. … 이에 대하여 『삼국유사』에서는 쇠북 속에 트는 장치가
들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 교묘한 자동장치를 본
다른나라 사람들은 모두 “신라사람들의 재간이 하늘의 솜씨이지 사람의 재주가 아니다.”라고
높이 평가하였다고 전한다. 이와 같이 만불산은 불교선전을 위하여 만든 사상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장치자체의 기술수준은 매우 높았다.11)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萬佛山條는 설화 또는 사실 가운데 어느 쪽인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하지만 實在·史實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傍證으로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을 한두 가지
환기시키고자 한다. 첫째, 비록 신라 유물은 아니지만 百濟金銅大香爐(국보 제287호)를 보면 萬佛山
條에서 묘사한 奏樂像 등 온갖 微細 조각의 존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1982년 중국 닝보(寧波)시 천봉탑(天封塔) 지궁(地宮·탑의 사리장치)에서 출토되어
2009년 닝보시박물관에서 공개한 통일신라 금동불(높이 21㎝)로서 8세기 신라와 중국의 문화 교류
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통일신라의 불상이 중국에 전해졌거나
신라인들에 의해 중국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12)

4. 註釋의 문제
萬佛山條을 이해·譯註하는 데 문장이 매끄럽지 않거나 해석이 어려운 데가 더러 있다. 이 때문에
해석과 주석의 편차도 심한 편이다. 온전한 해석을 하려면 이러한 자료의 經路나 先行 기록을 잘
알아야 한다. 참고로 한두 가지 예만 들어둔다.
1) 원문의 九光扇에 대해서는 : 1)九光은 다양한 색깔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구광선은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진 부채라고 추측된다.(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광채를 뿜는 부채(리
상호) 3)부채 이름(이재호) 4)道家 용어로서 아름답게 빛나는 것(三品彰英) 5)9가지 빛을 내는 부채
박남수, 『신라수공업사』, 신서원, 1996, 111~112쪽.
11) 과학백과서전종합출판사, 『조선전사』 5, 1979, 329쪽.
12) 최성은, 「장보고 선단과 신라하대 불교조각」 『선사와 고대』 3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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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수) 등의 주석이 있다.
2) 蒲牢에 대해서. (1) 포뢰 : 용의 일종 곧 龍鈕(최완수) (2) 종의 당두(撞頭) 부분이다. 포뢰(蒲牢)
는 고래를 두려워하는 짐승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고래가 포뢰를 치면 포뢰가 크게 운다고 여겨서
포뢰의 모양을 종 위에 만들어 놓고 고래 모양의 당목(撞木)을 만들어 종을 쳤다고 한다(국사편찬위
원회) (3) ‘포로’(이재호) (4) 종을 다는 ‘고리 쇠’(리상호)
3) 兩街에 대해서. (1)두 거리(리상호, 권상로) (2)唐의 洛陽(東京)과 長安(西京)인가? (三品) (3)僧錄
司의 左街·右街를 가리킨다. 승록사는 불교 관련의 사무와 그 처리를 담당하였다. (한국사데이터베
이스, 국사편찬위원회) (4)장안의 큰길 좌우(최완수) 등이 있다. 그런데 『杜陽雜編』에는 ‘雨衆’으로
되어 있다. 아마도 이 글자를 잘못 읽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맺음말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三國遺事』를 온전히 이해하는 길도 멀고 험난하다. 이 글에서 다룬
<四佛山·掘佛山·萬佛山>條의 萬佛山 기사 또한 문헌 및 불교예술·공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바람직하다. 萬佛山條는 처음 『杜陽雜編』에 실린 것이 『太平廣記』에 옮겨졌고, 그것이 다시 『三國
遺事』에 소개되었지만 『三國遺事』는 그 출전을 밝히지 않았다.
萬佛山의 실재여부에 대해서, 먼 신라시대의 木造遺物이 남아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무리다. 다만
비슷한 정황이나 유물로 유추할 수는 있다. 다행히 근래 방증될만한 유물이 한국 및 중국에서 발견
되어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절망적이지는 않다. 신라 工人의 솜씨는 이웃나라 백제의 금동대향로에
서 유추할 수 있고, 신라 물품이나 기술의 對唐 수출에 대해서도 중국 닝보[寧波]市에서 발견된
통일신라금동불이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두 단계를 거쳐 『三國遺事』에 실린 萬佛山條의 註釋 또한
만만치 않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개략적 연구와 전망을 거칠게나마 적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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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칠석 연구

李相俊
仁川大學校

1. 칠석이란 무엇인가?
동아시아의 칠석전설을 비롯해 칠석시가와 칠석풍속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칠석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양력 7월 7일을 칠석으로
정해서 칠석행사를 하지만, 원래는 음력 7월 7일이 칠석이다. 칠석의 천문현상을 보면 견우성과
직녀성이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동서(東西)로 격리되어 있는 형상이다. 이러한 천문에 의거하여
칠석날에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서 견우를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만든 것이 칠석전설이다.
이와 같은 칠석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하수와 견우성과 직녀성이 가지는 상징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칠석전설을 이야기할 때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은 절기와 천문을 배제한 왼쪽 그림과 같은 식의 이해이
다. 옆의 그림이 칠석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는
바로 바로 달(月)이다. 음력 7일 밤에 영롱하게 빛나는 달은 보름
달이 아니고 상현 반달이기 때문이다. 옆의 그림은 이런 천문현상
을 망각하고 엉터리 콘텐츠를 마구 생산한 대표적인 예인 것이다.
칠석의 반달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바로 음과 양의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음양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날의 상징
이다. 그렇기 때문에 칠석전설이나 칠석시가, 칠석풍속 등에서
평소에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서 만나는 것이 칠석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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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날에는 남녀(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교접(sex)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바로 생산으로 이어지고, 생산은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다.
칠석을 기하여 하늘에서 음양의 기운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땅에서도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칠석이 지나야만 벼가 이삭을 피우고, 과일도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내기 시작하며, 곧 이어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의 섭리다.
칠석 전까지는 절기상 장마철이다. 칠석을 전후해서 이 장마가 끝나고, 날씨가 좋아져야만 그해의
농작물들이 여물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칠석 이후의 날씨가 좋아야만 그해의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장마가 계속되면 수확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지상(地上)에 사는
인간들은 하늘에서 물을 관장하고 있는 신(神)에게 장마가 끝나기를 기원하는 제(祭)를 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칠석의 제일차적인 의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하백(河伯)은 은하수(天河)의 사람으로 나반(那般)의 후손이다. 7월 7일은 바로 나반이 하늘
의 강을 건너는 날이다. 이날 용왕에게 명하여 하백을 부르나니, 용궁에 들어가 하백으로
하여금 사해의 뭇 신을 주관케 하시느니라. 은하수를 나타내는 天河는 다른 이름으로 천해(天
海)라고도 한다. 지금 북해(北海)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천하의 주께서 말씀하시길 천도(天
道), 즉 하늘의 도는 북극에서 일어난다. 고로 천일(天一)의 물이 나온다. 이를 북극수라 하며,
북극은 수정자(水精子)가 사는 곳이다.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1)

상기의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에 의하면, 물을 관장하는 신은 바로 하늘의 은하수에 있는
하백(河伯)이다. 이 물의 신인 하백이 있는 은하수가 바로 칠석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장소이거나,
건너가야만 하는 장소이다. 이 은하수를 두별(남여)의 만남의 장소로 하거나 은하수를 건너야만
하는 것은 바로 물의 신인 하백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만 하백이 장마를
멎게 한다고 하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칠석날은 고대 아시아인들이 농사를 수확하기 전에 날씨가 좋기를 기원하는 일년
중의 마지막 풍년제를 올렸던 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신화에 의하면 주몽은 하백의 손자이고, 주몽의 어머니 유화(柳花)는 하백의
딸이다. 그러므로 주몽이 자기를 해치려는 자들로부터 도망을 갈 때, 엄수(淹水)를 만나 건너지
1) 『태백일사』 「제1 삼신오제본기」 ‘河伯 是天河人 那般之後也 七月七日 卽那般渡河之日也, 是日 天神 命龍王 召河伯入龍宮
使之主四海諸神. 天河 一云天海 今曰北海 是也. 天河注 曰 [天道 起於北極故 天一生水 是謂北水 盖北極水 精子所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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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 하백의 손자임을 내세우자 강 속에서 물고기와 자라들이 나타나
다리를 놓아 주었다는 설화는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기 위하여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를
놓아 주었다는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천하(天河: 아마노가와)는 은하수이기 때문에, 하백은 원래 은하수에 사는 사람이다. 이 하백은
하늘의 은하수에 있는 물(水)뿐만 아니라, 지상의 물도 관장하는 물의 신이다. 하늘의 수정(水井)은
남방칠수에 속한 첫 별자리인 정수(精宿)를 가리킨다. 이 정수는 우물 정(井)자 모양의 별자리이기에
흔히 동쪽의 우물이란 뜻을 가진 동정(東井)이라고 하며, 남자의 첫 경험에서 얻어지는 사정(射精)을
동정(童貞)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는 이유와 나반(那般)2)이 은하수를 건너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견우를
만나거나 인류의 또 다른 조상인 아만(阿曼)을 만나기 위함인 것이다. 이것은 남녀의 만남을 의미하
고, 남녀의 만남은 곧 생산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풍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은 물이 바로 생명의 근본이고, 생명은 생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칠석을 전후해
서 홍수가 나면 한해의 농사는 망친다. 그러므로 칠석은 물을 관장하는 은하수에 사는 하백에게
올리는 제(祭)인 것이다.

2. 칠석전설의 원형은 무엇인가?
고천문학에 의하면, 오늘날의 하늘에는 중궁(中宮)인 북극성을 중심으로 사방의 사궁(四宮)에
28수(宿) 성좌가 있다. 북궁(北宮)에는 북두칠성, 견우성, 직녀성의 순서로 7 수(七宿)가 있다. 견우성
과 직녀성도 다른 별처럼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지만 상대적으로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서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칠석날 하늘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본래 견우성과 직녀성이
아니었던 것이다. 견우성과 직녀성이 만난다고 하는 칠석전설은 어떻게 탄생한 것인가?

1) 일월(日月)의 로맨스

하늘에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해(日)와 달(月) 즉 일월(日月)이다. 음력으로 매달
1일에는 해가 뜰 때 달도 같이 뜬다. 7일에는 해가 중천에 있을 때 달이 뜬다. 15일에는 해가 질
때 달이 뜨고, 23일에는 한밤중에 달이 뜬다. 새달 1일에는 역시 다시 해가 뜰 때 달도 같이 뜬다.
2) 나반(那般): 대종교에서, 맨 처음에 생겨난 남자를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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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하여 해와 달이 함께 뜨는 월초를 합삭(合朔)이라 하고, 서로 멀리 헤어져서 바라보는 15일은
망(望)이라고 한다.

상기의 그림에 의하면, 은하수의 오작교에서 만나고 헤어지거나 오작교를 건너는 것은 본래 해와
달이다. 해와 달이 만나고 헤어지는 일은 달마다 한 번씩 있는 일이지만, 1년의 시작인 정월 1일
설날은 아침에 해와 달이 거의 동시에 뜨는 설날이다. 설날이면 사람들은 새해의 소원 성취를 빌었
고, 6월로서 반년이 지나고, 새로운 반년의 시작인 7월에는 해가 중천에 있을 때 달이 뜨는 칠석날을
명일로 삼고, 사람들은 또 소원성취를 빌었다. 상기와 같은 천문현상 볼 수 있는 곳은 예나 지금이나
유목생활을 하는 북방지역(바이칼호수나 홉스굴 주변)이다. 그러므로 북방문화가 농경사회인 남방
으로 내려오면서 변하여, 견우직녀의 칠석전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본신화에서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御神)와 쓰쿠요미노미코토(月読尊)는 각기 여신과 남신
이고, 한국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에서도 오빠가 달이 되고 누이동생이 해가 된다. 이와 같은
신화와 설화에 의하면, 해가 여신이고, 달은 남신이었던 것이다. 해와 달이 각기 여신과 남신인
것은 북방유목민족 시절의 흔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후 해와 달은 남신과 여신으로
바뀌는 것이다.

2) 남신인 금성과 여신인 달의 로맨스

남신이었던 달(月)이 여신으로 바뀌어 남신인 금성과의 사랑을 다룬 신화가 다음과 같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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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달 궁전에는 항아(姮娥)라는 선녀가 고운 비단을 짜며 살고 있었다. 항아는 때때로
은하수가에 나가서 놀았다. 거기에는 궁상이라는 큰 뽕나무가 있어 그 높이는 만장이나 되고
만년과 당처럼 오래오래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항아가 이 나무 아래에서
혼자 쉬고 있었다. 신선 소년 하나가 은하수에 뗏목을 타고 왔다. 이 신선 소년은 서쪽 하늘의
임금인 백제(白帝)의 왕자님 샛별(金星)이었다. 샛별왕자는 항아를 만나서 오동나무 거문고를
켜면서 노래를 불렀다.

하늘은 맑고 땅은 아득한데, 만물은 세월 따라 돌아가네.
뗏목을 타고 강을 따라오니, 어느덧 해는 지고 길은 머네.

이리하여 신선 남녀는 은하수에서 뗏목을 타고 밤이 새도록 놀다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항아는 옥동자를 낳았다. 그가 바로 「소호 금천 씨(少昊金天氏)」이다. 소호 금천 씨는
서쪽에서 났으나 나중에 동쪽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귀허(歸虛)로 가서 그 나라 임금이 되었다.3)

이 신화는 저녁하늘 은하수가에 초승달과 샛별이 떠 있는 것을 소재로 하여 지어낸 것이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호 임금의 이름은 지, 자(字)는 청양, 성은 희 씨로 금천 씨라고도 한다. 강수
옆에 내려가서 궁상이라는 곳에 살다가, 그 후 동방으로 가서 임금이 되어 산동에 있는 곡부를
서울로 삼았다고 하는 신화도 샛별이 새벽에는 동쪽 하늘에 가서 빛나는 천문현상을 소재로 한
것이다.
『시경』 「소아」에서는 ‘동유계명 서유장경’이라 하여 샛별을 저녁에 ‘장경성’이라 하고, 새벽에는
‘계명성’이라 하였다. 시경의 그 옛날에도 샛별의 이동은 사람들의 시상을 자아냈던 것이다. 이
신화에서 보는 금성이 임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농경사회에 접어들면서 해는 남성의 일인 농사의 신으로, 달은 여성의 일인 길쌈의 신으로 바뀌어
각각 견우와 직녀가 되어 은하수 오작교에서 만난다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3) 박시인 『알타이 신화』 청노루 1994. 6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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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칠석전설
중국의 『형초세기』에 다음과 같은 칠석전설이 전한다.

은하수 동쪽에 직녀가 있느니, 이는 천제의 자식이라. 해마다 직조하는 노역으로 운금천의
(雲錦天衣)를 짜거늘, 천제가 그 홀로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은하수 서쪽에서 소를 끌고
있는 남자(견우랑)에게 시집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 후로는 베 짜는 것을 폐하거늘 천제가
노하여 꾸짖고 도로 은하수 동쪽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여 단지 해마다 7월 7일 밤에 한
번씩만 만나도록 했다.4)

상기의 칠석전설에 의하면, 견우와 직녀가 일 년에 7월 7일 밤에만 한 번 만나도록 허락된다.
그런데 당송시인들이 직녀가 오룡거(五龍車)를 타고 은하수를 화려하게 건너서 견우를 만나는 것으
로 노래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칠석전설에서는 오작교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고, 일본의
『만엽집』 칠석가에서는 견우가 「밤배」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걸어서」 은하수를 건너 직녀를 만나
는 것으로 바뀐다. 그러나 칠석전설에서는 원래 누가 은하수를 도하하는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왜 그런 것인가? 원래 두 별의 만남이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이다. 만남이 생산으로
이어지고 이 생산이 풍년을 가져오는 것이다.

1) 일본에서 왜 견우가 은하수를 힘들게 도하하는 것으로 바뀐 것인가?

오리구치는 「니니기노 미코토가 야히로도노(八尋殿: やひろどの)를 세우고 그 안에서 배를 짜고
4) 종름(502-566) 『형초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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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두 자매를 발견했다」고 하는 아시와라노 나카와라 평정(葦原中原平定) 이야기 등을 들면서
「일본에는 직녀(다나바타쓰메)가 강가에 베틀을 세우고, 그 안에서 베를 짜면서, 신과 같은 존귀한
분이 찾아오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당시의 결혼 습관과 습합하여, 견우가 직녀를 찾아가는
일본식 칠석으로 바뀌게 되어 칠석을 「다나바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상기의 『태백일
사』 「삼신오제본기」에서 나반(那般)이 은하수를 건너서 아만을 만나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한일의 칠석은 근원적으로 그 뿌리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2) 견우나 직녀가 건너는 다리가 왜 오작교인가?

오작교(烏鵲橋)란 중국의 칠석전설에서 음력(旧暦) 7月7日 七夕 날(日)에 하늘의 은하수 위에
생기는 다리(橋)이름이다. 이것을 중국과 일본에서 작교(鵲橋)라고 한다. 이 다리는 직녀와 견우성이
만날 수 있도록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작교란 남녀가 좋은 인연으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회남자(淮南子)』에 나오는 「오작(烏鵲)이 은하수를 메워서 다리(橋)를 만들고, 직녀(織女)를 건너
가게 한다.」5)하는 백공륙첩(白孔六帖)의 문장(文章)이 출전(出典)이다. 그러나 일본의 스가와라 미
치자네(菅原道真)가 「견우의 밀회를 기다리는 까치가 놓은 다리를 나에게 빌려주면 좋겠다. 그
다리를 건너서 황도에 있는 아내를 만나러 가고 싶다.」6)고 부른 칠석가에 의하면, 『만엽집』의
칠석가에서처럼 남성인 견우성(牽牛星)이 오작교를 건넌다.
동한(東漢)의 『풍속통』에 ‘직녀가 칠월 칠석 날 은하수를 건널 때, 까치를 다리로 삼아 건넜다는
기록이 있다.’7)
태양의 까마귀(三足烏)와 달의 까치(鵲)가 만든 다리가 오작교다. 달에는 일반적 항아와 두꺼비8)
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칠석전설에는 두꺼비가 아닌 까치가 왜 등장하는 것인가? 칠석의 달은
보름달이 아닌 반달이다. 그림 4와 같이, 초이레의 상현달은 정확하게 반이 밝고 반이 검고 어두운
상태로, 밝은 생의 부분은 이 반이 희고, 반이 검은 칠월 초이레 상현달의 이미지가 까치와 깊게

5)
6)
7)
8)

『淮南子』 「烏鵲河を填めて橋を成し、織女を渡らしむ」
『新古今和歌集』 1700歌「彦星の行あいをまつかささぎの 渡せる橋をわれにかさなむ」.
东汉『风俗通』 「织女七夕当渡河，使鹊为侨」
고구려 고분벽화(집안(集安) 4호 묘)에 해를 머리에 인 남신과 달을 머리에 인 여신이 등장한다. 남신과 여신의 하반신은
뱀처럼 생겼고, 남신은 해의 정령인 삼족오를, 여신은 달의 정령인 두꺼비 섬여(蟾蜍)를 머리에 이고 있다. 『산해경』과
『淮南子』에 등장한다. 활 잘 쏘는 예(羿)와 그의 아내인 항아(姮娥)가 아홉 신들을 쏘아 죽인 죄로 인간세상으로
추방되었다. 불사약을 구하러 떠난 예는 서왕모를 만났고 두 개의 불사약을 얻어 집으로 돌아왔다. 예가 집을 비운
사이 항아는 탁자 위의 불사약을 모두 집어먹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녀를 받아주지 않아 달에 머무르게 된다. 달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항아는 점점 지치고,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슬픔으로 몸이 쪼그라들더니 등이 울퉁불퉁한 두꺼비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달에 두꺼비와 토끼가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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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되어 있는9) 것이다. 그러므로 오작교는 태양과 달의 로맨스를 위한 다리인 것을 알 수 있다.

태양의 삼족오(三足烏)가 달의 까치(鵲)가 만든 다리가 오작교다. 달(月)에는 일반적 항아(姮娥)와
두꺼비10)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왜 까치가 등장하는 것인가? 칠석의 달은 보름달이 아닌 상현
반달이다. 초이레의 상현달에 대해서, 가쓰마타 다카시(勝俣隆)는 “정확하게 반이 밝고 반이 검고
어두운 상태로, 밝은 생의 부분은 이 반이 희고, 반이 검은 칠월 초이레 상현달의 이미지가 까치와
깊게 결부되어 있는”11)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쓰마타 다카시에 의하면 오작교의 까지는 칠석에
뜨는 반달의 모습과 관련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오작교는 해와 달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견우직녀가 오작교로 연결되는 칠석의 원형은 해와 달의 로맨스인 것이다.

俣

9) 가쓰마타 다카시(勝俣隆) 『칠석제는 왜 7월 7일인가 하는 비밀』 천문학과 천문교육을 위한 일본사회. 2009. 489.
10) 고구려 고분벽화(집안(集安) 4호 묘)에 해를 머리에 인 남신과 달을 머리에 인 여신이 등장한다. 남신과 여신의
하반신은 뱀처럼 생겼고, 남신은 해의 정령인 삼족오를, 여신은 달의 정령인 두꺼비 섬여(蟾蜍)를 머리에 이고 있다.
『산해경』과 『淮南子』에 등장한다. 활 잘 쏘는 예(羿)와 그의 아내인 항아(姮娥)가 아홉 신들을 쏘아 죽인 죄로 인간세상
으로 추방되었다. 불사약을 구하러 떠난 예는 서왕모를 만났고 두 개의 불사약을 얻어 집으로 돌아왔다. 예가 집을
비운 사이 항아는 탁자 위의 불사약을 모두 집어먹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녀를 받아주지 않아 달에 머무르게 된다.
달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항아는 점점 지치고,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슬픔으로 몸이 쪼그라들더니 등이 울퉁불퉁한
두꺼비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달에 두꺼비와 토끼가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11) 가쓰마타 다카시(勝俣隆) 『칠석제는 왜 7월 7일인가 하는 비밀』 천문학과 천문교육을 위한 일본사회. 2009.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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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걸교전(乞巧奠)
‘자신의 재주를 늘려달라고 기원하는’ 걸교(乞巧)에 대해서는 『형초세시기』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7월 7일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밤이다. 이날 밤이 되면 집집마다 여성들은 채루(綵縷)를
엮어서 7개의 바늘에 그것을 꿴다. 그 바늘을 금은---만드는 사람도 있다. 정원의 중앙에
책상과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술과 안주 그리고 오이 등을 늘어놓고 솜씨가 늘기를 빌었다.
만약 거미가 그 오이 위로 줄을 치면 소원이 이루어진 표시라고 했다.12)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자신의 재주를 늘러달라’고 비는 걸교(乞巧)의 제물(祭物)로
왜 양물(陽物)의 상징인 「오이, 가지, 호박」로 하는 것인가? 칠석의 걸교는 여성인 직녀에게 올리는
제(祭)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녀에게 남성을 상징하는 양물을
제물을 바치는 것은 성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성적결합이 바로 생산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칠석을 칠석천문과 관련해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음력 7월 7일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석전설은 일월의 로맨스와 금성과 달의 로맨스를 바탕으로 이루진 것이다. 그 배경이
반드시 은하수인 것은 물의 신(神)인 하백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칠석은 근원적
으로 북방의 칠석천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걸교는 원래 여성들의 재주를 늘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물로서는 「오이, 가지, 호박」 등의 양물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다.

12) 종름.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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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祈願은 인간이 지닌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반영해 인간을 규정하면 ‘호모 오란스(homo
orans)’라 부를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祈願은 고대문학에서부터 현대문학에 이르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테마와 소재이다.
발표자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고소설에 나타나는 祈子의 양상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뤄보고자
한다. 祈子란 자식을 낳기 위해 초월적인 존재에게 祈願하는 것을 말한다. 발표자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데는 까닭이 있다. 한국에서 고소설이 등장해 전성을 이룬 시기는 조선시대인바, 조선을
지배한 종교는 유교였고, 유교에서는 원칙적으로 祈子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설
에는 엄연히 祈子가 나타나고 있어 우리의 통념과는 달라 흥미롭다.
한국 고소설에 등장하는 祈子의 양상은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이지 알아보는 일은, 한국인은
누구였는지, 나아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해명하는 데 유익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유교사회에서
왜 기자가 이루어졌는지, 이 사실이 지닌 종교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집중적인 검토 대상으로 삼을 자료는 고소설(특히 영웅소설류) 가운데에서 전형적인 출생담을 지니
고 있는 작품들이다. 전형적 출생담이란, <사대부가의 무자 문제 발생-부인의 재혼 권유와 기자치성
요청-기자치성-태몽과 신이한 해산>이라는 순차적 구조로 이루어진 대목을 말한다.1)
1) 앞으로 인용의 편의를 위해 고소설 자료집들의 약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
원 편, 한국고대소설총서 1～4(서울 : 통문관, 1958～1961)(이하 ｢총서｣). 김동욱 편, 영인 고소설판각본전집 1～5(서울
: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서, 1973)(이하 ｢판각집｣)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1～12(서울
: 아세아 문화사, 1976～1977)(이하 ｢활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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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祈子의 양상
(1) 기자의 이유: 사대부가의 무자 문제

조졍의 한 신하 이스되 셩은 유요 명은 심이니 젼일 션조황졔 개국공신 유기의 십삼대
손이요 전병부상셔 유현의 손자라 세대 명가 후예로 공후작녹이 떠나지 안이하더니 유심의
벼살리 정은쥬부의 잇난지라 위인이 졍직하고 셩졍이 민첩하며 일심이 충셩하야 국녹이 중중
하니 가산이 요부하고 작법이 화평하니 세상 공명은 일대의 제일이요 인간 부귀난 만민이
충송하되 다만 실하의 일졈혈육이 업시 매일노 한탄하야 일년 일도의 션영 제사 당하면 홀노
안져 우난 말리 실푸다 내의 몸이 무삼 죄 잇셔 국녹을 먹거니와 자식이 업셧으니 셰상의
좃타한들 조흔 줄 엇지 알며 부귀가 영화로되 영화된줄 엇지 알이 나 죽어 청산의 무친 백골
뉘라셔 거두오며 선영 향화를 뉘라셔 주장하리 해음 업난 눈물리 옷깃슬 젹시난지라(<유충렬
전>, ｢판각집｣ 2, 제 335면. 원문대로 인용하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음소는 현재의 것으로
고치고, 띄어쓰기도 하였음. 이하 마찬가지임.)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주인공의 부친 유심은 명문 사대부 집안의 후예로 명예와 재산면에서
전혀 부러울 게 없는 인물이다. 다만 한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자식이 없는 점이다. 그런데 유심을
비롯해서 모든 고소설 주인공의 부친은 이 무자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심각한 정도는, 인용문에서 “세상의 좃타한들 조흔 줄 엇지 알며 부귀가 영화로되 영화된
줄 엇지 알이”라고 한데 잘 나타나 있다. 출세하여 부귀공명을 누리는 것은 분명 사대부 계층 일반의
공통된 꿈일텐데, 그 모든 영화도 자식이 없으면 무의미할 뿐이라는 생각을 거기서 읽을 수 있다.
｢곽해룡전｣에서는 주인공의 부친 곽츙국이 “명망이 일국에 읏듬이라 그럴거시 업스되 다만 슬하에
일졈 혈육이 업셔 벼살을 하직하고 고향에 도라와 조대에 고기 낙기와 월하에 밧갈기를 일삼”(판각
집1, 제 3면)았다고 하여, 무자문제는 관직생활마저 포기하게 할 만큼 심각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어째서 무자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 것일까? 그 이유는 “나 죽어 쳥산의 무친 백골 뉘라셔 거두오며
션영 향화를 뉘라셔 주장하리”하고 한 데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사후의 장례와 조상에 대한
제사 문제를 염려해서이다. 자식이 없으면 장례 치러 줄 사람도 없으며, 조상에 대한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게 되니, 그게 걱정이라는 것이다. 장례는 반드시 친자식이 지내주어야 하고, 제사는 꼭

韓國 古小說에 나타난 祈子의 樣相과 意味_李福揆

135

지속되어야 함은 물론 그것도 반드시 친후손에 의하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전제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은 그와같은 자식에 의한 사후 보장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당대 가치관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2) 기자의 결정

앞의 인용문에서 보이듯, <유충렬전>에서 주인공의 모친은 “남악 형산”에 가서 “산신제 발원하야
졍셩이나 들려보자”고 권한다. <열녀춘향수절가>에서도 춘향모 월매가 “명산대찰의(에) 신고(공)이
나 하”(총서2, 제 2면)자고 하여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작품에 따라서는 절에 가서
불전에 기도(또는 공양)하자는 경우도 있고 (<장경전>, <금송아지전>), 어떤 것은 남편 쪽에서 제의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 (<이대봉전>, <형산백옥>, <사각전>) 등 변이가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약간의 변이가 보이긴 해도, 부인에 의해서 기자치성이 요청된다는 서술은 대부분의 작품에
등장하는 보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요청에 대한 주인공 부친의 반응은 어떠한가, 처음에는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부인의
간곡한 설득에 못 이겨 받아들인다. “비러 자식을 볼진대 텬하에 무자하리 뉘 잇스리오 그러나
지셩이면 감텬이라 하오니 부인애 말삼대로 비러보사이다”(활자집4, 제 241면)라고 되어 있는
<양주봉전>같은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기자의 실제

주부 이 말을 듯고 삼칠일 재계를 졍이 하고 소복을 졍졔하며 제물을 갓초고 축문을 별노이
지어 가지고 부인과 함께 남악산을 차져 가니 산셰 웅장하여 봉봉이 놉흔 곳의 쳥송은 울울하
며 태고시를 띄여 잇고 강수는 잔잔하여 탄금셩을 도도왓다‥‥(중략)‥‥일층 단 별노 모와
노구밥을 정결이 담아 놋코 부인은 단하의 궤좌하고 주부는 단상의 궤좌하야 분행 후 축문을
내여 육셩으로 축구할 제 그 축문의 하여스되 유세차‥‥(중략)‥‥더러운 졍셩을 신령젼의 발원
하오니 황쳔은 감동하와 자식 한나 졈지하옵소서(<유충렬전>, 판각집2, 제 335～336쪽)

평장이 부인으로 더브러 분향을 고 축원새 김평장이 년과오십에 일졈혈육이 업셔
죠션향화를 젼할 곳이 업오니 병신식이라도 졈지옵쇼셔 고 도라왓드니 과연 그밤
에 일몽을 어드니 한 션동이(<김희경전>, 활자집 2, 186-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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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보인 기자의 두 가지 실례에서, 특히 두 번째인 <김희경전>의 경우를 보자. ‘병신식이라도
졈지옵쇼셔’ 하고 기도하는 데에서, 우리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祈子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생생하
게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자는 그 주체가 누구이며 단수냐 복수냐, 기자의 대상이 누구냐
등에 따라 나누어볼 수 있다.

주체에 따른 기자치성의 양상
⑴ 부부 중 어느 한 편이 하는 기자치성
1) 남편이 하는 경우(<김학공전>, <왕장군전>)
2) 부인이 하는 경우(<열녀춘향수절가>, <김진옥전>)
⑵ 부부가 동반하여 하는 기자치성(<유화기몽>, <김희경전>)
⑶ 승려에게 위탁해서 하는 기자치성(<소대성전>, <쌍주기연>)

대상에 따른 기자치성의 양상
⑴ 부처에게 하는 기자치성(<설홍전>, <장국진전>)
⑵ 자연신(산신, 일월성신)에게 하는 기자치성(<정비전>, <숙향전>)
⑶ 인신2)(조상, 고대중국왕)에게 하는 기자치성(<형산백옥>, <옥주호연>)

기자의 대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유의할 게 있다. 그 대상이 다양하면서 이질적이라는 점이다.
외래 종교이면서 고급종교인 불교의 신격[부처]을 비롯해 민간신앙의 신격들인 자연신과 인신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신격들의 등장은, 기자치성의 주체가 유교적
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기본 이념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대부 계층의 부부라는 앞서의 사실과 견주어
보면, 매우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기자의 실상은 이 밖에도 기자의 기간에 따라, 100일 기도 (<권익중실기>), 7일기도(<김진옥전>),
3일 기도(<장경전>), 1일 기도(<음양삼태성>)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2)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서울 : 집문당, 1983), 248쪽에 따르면, 부처 즉 불신도 이 인신에 속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부처는 별도의 신격으로 설정했음을 밝혀둔다.

韓國 古小說에 나타난 祈子의 樣相과 意味_李福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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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祈子에서 보이는 양면성과 그 의미
기자의 실제를 종합하면, 기자에는 양면성이 드러나 있다. 기자의 이유는 봉제사에 대한 책임감과
무자에 대한 죄의식 때문인바, 유교적인 동기인데, 기자의 방법(수단)에서는 유교와는 거리가 있다
는 점이다. 기자치성의 대상은 부처, 자연신(산신, 일월성신), 인신(조상신, 교대 왕의 신위)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신격에 대한 치성 행위는 유교와는 아주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교의 문맥
그 어디에서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신에게 기도하라는 내용은 없다. 아니, 공자가 “괴변, 폭력,
난동, 귀신”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3) 귀신 섬길 데 대한 제자의 질문에, “산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긴단 말이냐”4)라고 딱 잘라 발언한 이래, 유교는 존재론적인
신관념을 배제하여 왔다. 이렇게 원천적으로 존재론적인 신관념을 부정하였으니, 신격에 대한 숭배
역시 있을 수 없는 게 유교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단락을 지배하는 종교 내지 신앙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민간적 기복(祈福)신앙이라고 생각한다. 기복신앙이란, ‘기복(祈福)’의 글자 뜻
그대로 복을 빌기 위한 목적에서 신을 숭배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이 뜻을
알아 그것을 이 땅위에 실현하고자 하는 자세로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는 순수하고도 고차적인
신앙이 아닌, 지극히 1차적이고 타산적인 동기로 신을 찾는 신앙이라 하겠다. 민간 신앙은 바로
그런 속성을 강하게 지닌 신앙이다. 민간신앙의 주요 부분인 무속신앙만 해도 현실적 인간의 삶에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에만 신을 찾거나 의지하고, 현세적 삶이 행복할 경우는 신을 망각하는 경향이
농후함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민간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신이든지 찾아가(불러내) 기도하며 매달린다. 민간신앙의 대상 신격이 무신(巫神)만
273종5)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주는데, 그때의 필요에 따라 그 신들을 활용한다 하겠다.
이러한 이원성이 나타나게 된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유교가 지닌 종교적인 한계성이라
생각한다. 유교는 원래부터 종교적인 성격이 미약한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도 거론한
바 있듯이, 선진(先秦)시대에 원시유교를 열었던 공자의 일련의 발언6)에서 잘 드러나는데, 바로 이를
근거로 유교를 ‘신 없는 종교(non-theistic religion)’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겠다. 신유교
에 와서도 이 같은 전통은 계승되었는데, 주희의 경우, 天(천)은 우주의 최고 범주로서의 理(이)요,
귀신은 음양오행으로 화하여 만물을 생성하는 작용으로서 오늘날의 자연과학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3)
4)
5)
6)

“子不語怪力亂神”(논어 술이편).
“季路問事鬼神 子曰 未能事人 焉能事鬼”(논어 ｢선진｣편)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243쪽.
주 21, 22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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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같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天(천)이나 귀신을 존재론적이고 인격적인 실체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작용으로 봄으로써, 신유학은 유교의 탈종교화를 더욱 심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조는 바로 이 ‘신 없는 종교’인 유교, 다시 말해 합리주의와 주지주의적 특질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유교를 삶의 규범으로 삼았던 것이고, 고소설 주인공의 부모 역시 유교 신자로서 무자 사태에
직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무자 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이다.
성현의 가르침을 따라 유교의 모든 규범을 준수한다거나 ‘수기치인(修己治人)’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자식을 낳아 유교의 가르침인 봉제사와 효를 실천하기는 해야 할텐데, 유교의
문맥 안에는 이 무자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니, 절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주인공의 부모는 유교에서는 부정하는 절대자 내지 초월자의 능력을 힘입어서라도
이 문제를 타개할 필요성을 절감했으리라고 본다. 당시에 유교가 감당 못하는 종교적인 요구는
민간신앙이나 여타의 종교들이 충족시켰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는 충분한 개연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4. 마무리
이상, 한국 고소설에 나타나는 祈子의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祈子의 이유는 사대부 집안에 발생한 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이런 상황에서 사대부가의 여성들은 남편에게 祈子를 요청하여 기자행위가 이루어진다.
셋째, 기자의 실제에서, 주체가 단수인 경우와 복수인 경우, 기자의 대상이 다양한 신격들로 등장
한다.
넷째, 기자의 양상에서 이중성이 엿보인다. 기자의 동기는 유교적인 효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
기자의 대상에서는 유교와는 거리가 있는 민간신앙 또는 다른 종교적 표상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기자에서 보이는 기자의 이유와 방법이 어긋나는 현상이 지닌 의미는, 유교가 지닌 종교
적 한계성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 발표에서 얻은 성과는 조선시대와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과 의식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본다. 다른 기록 자료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국면을 문학(소설)은 드러낸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기원하는 존재(호모 오란스)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하겠다.

139

古事記の構想
－降臨の詔と｢韓国｣－

金祥圭
釜慶大學校

1. はじめに
神代と言われる古事記（上巻）における上古史は､ 天皇家の神聖さと絶對性を表すため
に編まれたものである｡ 高天原という天上世界を中心に神々の歴史を叙述したものであるが
､ その中の核となる部分が歴代天皇の祖先に当る天孫が地上に降りてくるいわゆる天孫降臨
神話である｡ 大国主神など土地神が構築しておいた地上の世界－葦原中国－を譲り受けて筑
紫（九州）日向の高千穂の峰に降りて来る話であるが､ 日本書紀にも同じ神話を載せなが
ら具体的な叙述では看過できない違いが見られる｡
本稿では､ 天孫のホノニニギノミコト（番能邇邇藝命）－神代紀では｢火瓊瓊杵尊｣と表記
－が地上に降臨した際の発せられた｢詔｣に焦点を当てて､ その内容や伝承の背景などについ
て､ 従来の諸説を検討しながら分析してみることにしたい｡ これを通じて果たして古事記
が描こうとしたものは何か､ その意図についても究明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われる｡

２. 本文の分析と伝承の考察
2-1. 記紀伝承と本文の分析

〔神代記(上卷)〕
故爾､ 詔天津日子番能邇邇藝命而､ 離天之石位､ 押分天之八重多那【音注略】雲而､ 伊都能知和岐知和岐弖【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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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略】於天浮橋､ 宇岐士摩理､ 蘇理多多斯弖【音注略】天降坐于竺紫日向之高千穂之久士布流多氣【音註略】故
爾､ 天忍日命·天津久米命二人､ 取負天之石靫､ 取佩頭椎之大刀､ 取持天之波士弓､ 手挾天之眞鹿兒矢､ 立御前而仕
奉｡ 故､ 其天忍日命【分註略】天津久米命｡ 【分註略】於是､ 詔之､ 此地者､ 向韓國､ 眞來通笠沙之御前而､ 朝日之
直刺國､ 夕日之日照國也｡ 故､ 此地､ 甚吉地｡ 詔而､ 於底津石根宮柱布斗斯理､ 於高天原氷椽多迦斯理而坐也｡ →｢
猿女の君｣→｢天孫の婚姻(神婚)｣………

〔神代紀(下)〕
于時､ 高皇産靈尊以眞床追衾､ 覆於皇孫天津彦彦火瓊瓊杵尊､ 使降之｡ 皇孫乃離天磐座【分註略】且排分天八重
雲､ 稜威之道別道別､ 而天降於日向襲之高千穗峯矣｡ 既而皇孫遊行之状也者､ 則自槵日二上天浮橋､ 立於浮渚在平
處【音註略】而膂宍之空國自頓丘覓國行去､ 【頓丘､ 此云毗陀烏｡ 覓國､ 此云矩貳磨儀｡ 行去､ 此云騰褒屡】到於
吾田長屋笠狹之碕矣｡ 其地有一人｡ 自號事勝國勝長狹｡ 皇孫問曰､ 國在耶以不｡ 對曰､ 比焉有國｡ 請任意遊之｡ 故皇
孫就而留住｡ 時彼國有美人｡ 名曰鹿葦津姫【亦名神吾田津姫｡ 亦名木花之開耶姫】皇孫問此美人曰､ 汝誰之子耶｡
對曰､ 妾是天神娶大山祇神､ 所生兒也｡ 皇孫因而幸之｡ 即一夜而有娠｡ 《第九段､ 正文》
故､ 天津彦火瓊瓊杵尊､ 降到於日向槵日高千穗之峯､ 而膂宍胸副國自頓丘覓國行去､ 立於浮渚在平地､ 乃召國主
事勝國勝長狹而訪之｡ 對曰､ 是有國也｡ 取捨隨勅｡ 時皇孫因立宮殿､ 是焉遊息｡ 後遊幸海濱､ 見一美人｡ 皇孫問曰､
汝是誰之子耶｡ 對曰､ 妾是大山祇神之子｡ 名神吾田鹿葦津姫､ 亦名木花開耶姫｡ 因白､ 亦吾姉磐長姫在｡

皇孫曰､

吾欲以汝爲妻《同､ 一書第二》
※記紀ともほぼ同じ展開であるが､ 前者の｢詔｣は後者に見えない｡ ⇒古事記独自伝承

⑴ 本文校訂の問題
於是詔之此地者向韓國眞來通笠沙之御前而朝日之直刺國夕日之日照國也｡ 故此地甚吉地｡ 詔而…
〈校異〉｢来｣道祥本·春瑜本､ ｢米｣真福寺本｡ ｢直｣卜部家系統､ ｢真｣真福寺本
★古事記伝於是膂肉韓國､ 眞來通笠沙之御前而詔之､ 此地者朝日之直刺國 ……………
☆古事記全註釈於是詔之､ 此地者､ 向韓國､ 朝日之直刺國､ 夕日之日照國也｡

故此地甚吉地詔而､

☆古事記注釈於是､ 自韓國 眞2來通笠紗之御前1而詔之､ 此地者………“韓國=空国”

⑵｢眞來通｣の訓讀問題
★マギ；記伝､ 古事記全註釈､ 古事記注釈､ 古典集成､ 思想大系…… まぐ(覓) ⇒ 神代紀
☆マキ；古典全書､ 古典大系､ 古典全集､ 新編古典全集………… ～まく(接頭語+來)

＊｢真来は借字にて､ 書紀に､ 覓國此云矩貳磨儀､ とある是なり｡｣（古事記伝）
＊｢まつすぐにずつと通じてゐて｡ マは正真·本格を意味する接頭語｣(日本古典全書)
★｢此処の語のすべての意は､ 鎮座シヅマリマスべき国を覓モトめ賜ふとて､ 膂肉韓國ソジシノカラクニ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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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リ過て､ 笠沙之御崎に到リ坐るなり｣（古事記伝）

※前後の文脈が通じにくい構文になったのは､ 編者の意図が介在したためと推定される｡

2-2. 所謂｢国見(クニミ)｣傳承と｢詔｣の意味

〔應神記〕一時､ 天皇越幸近淡海国之時､ 御立宇遅野上､ 望葛野､ 歌曰､
｢千葉の､ 葛野を見れば､ 百千足る､ 家庭も見ゆ､ 国の秀も見ゆ｣(41)

〔仁德記〕於是､ 天皇戀其黒日賣､ 欺大后曰､ 欲見淡道嶋而､ 幸行之時､ 坐淡道嶋､ 遙望歌曰､
｢押し照るや難波の崎よ､ 出で立ちて､ 我が国見れば､ 淡島､ おのごろ島､ あぢまさの島も見ゆ､ さけつ島見ゆ｡
｣(53) 乃､ 自其嶋傳而､ 幸行吉備國｡ 爾黒日賣､ 令大坐其國之山方地而､ 獻大御飯｡

⇒見ることによって統治領域を確認するいわゆる｢予祝｣行為が天皇の国見である｡
〔應神記〕 ☞三皇子の分治の｢詔｣
於是天皇､ 問大山守命与大雀命詔､ ｢汝等者､ 孰愛兄子与弟子｣【天皇所以発是問者､ 宇遅能和紀郎子有令治天下
之心也｡】爾大山守命白｢愛兄子｡｣次大雀命､ 知天皇所問賜之大御情而白､ ｢兄子者既成人､ 是無悒､ 弟子者未成人､
是愛｡｣爾天皇詔､ ｢佐邪岐､ 阿芸之言【音注略】如我所思｡｣即詔別者､ ｢大山守命､ 為山海之政｡ 大雀命､ 執食国之
政以白賜｡ 宇遅能和紀郎子､ 所知天津日継也｡｣

⇒物語の流れから見て､ ｢詔｣の後に展開されることを前もって宣言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

2-３. 天孫と応神の婚姻（神婚）伝承

〔神代記〕▶天孫とコノハナサクヤビメ
於是､ 天津日高日子番能邇邇藝能命｡ 於笠沙御前｡ 遇麗美人｡ 爾問誰女｡ 答白之｡ 大山津見神之女｡ 名神阿多都
比賣｡

【此神名以音】亦名謂木花之佐久夜毘賣｡ 【此五字以音】又問有汝之兄弟乎｡ 答白我姉石長比賣在也｡ 爾

詔｡ 吾欲目合汝奈何｡ 答白僕不得白｡ 僕父大山津見神將白｡ 故乞遣其父大山津見神之時｡ 大歡喜而｡ 副其姉石長比
賣｡ 令持百取机代之物奉出｡ 故爾其姉者｡ 因甚凶醜｡ 見畏而返送｡ 唯留其弟木花之佐久夜毘賣以｡ 一宿爲婚｡ 爾大山
津見神｡ 因返石長比賣而｡ 大恥｡ 白送言｡ 我之女二並立奉由者｡ 使石長比賣者｡ 天神御子之命｡ 雖雨零風吹｡ 恆如石
而｡ 常堅不動坐｡ 亦使木花之佐久夜毘賣者｡ 如木花之榮｡ 榮坐宇氣比弖【自宇下四字以音】貢進｡ 此令返石長比賣
而｡ 獨留木花之佐久夜毘賣故｡ 天神御子之御壽者｡ 木花之阿摩比能微【此五字以音】坐｡ 故是以至于今｡ 天皇命等
之御命不長也｡

〔應神記〕▶應神天皇と宮主矢河枝比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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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到坐木幡村之時､ 麗美嬢子､ 遇其道衢｡ 爾天皇問其嬢子曰､ ｢汝者誰子｡｣答白､ ｢丸迩之比布礼能意富美之女､
名宮主矢河枝比売｡｣天皇即詔其嬢子､ ｢吾明日還幸之時､ 入坐汝家｡｣故､ 矢河枝比売委曲語其父｡ 於是父答曰､ ｢是
者天皇坐那理【此二字以音】恐之｡ 我子仕奉｡｣云而､ 厳飾其家候待者､ 明日入坐｡ 故､ 献大御饗之時､ 其女矢河枝
比売命､ 令取大御酒盞而献｡ 於是天皇､ 任令取其大御酒盞而御歌曰､ ……中略……如此御合､ 生御子､ 宇遅能和紀
【自宇下五字以音】郎子也｡

⇒天孫の｢詔｣に続いて神婚伝承が展開されたように､ 応神も分治(分掌)の後にヤガワエヒ
メとの結婚譚がある｡ しかも､ 相手が神を祭る宮主であるから神婚の様子が窺える｡ また､ 應
神の婚姻傳承は天孫とコノハナノサクヤビメの場合と同じ形式で､ 敍述および伝承の類似性
が指摘できる｡

2-４.｢韓国｣と古事記の構成

〔上巻(神代記)〕☞大年神の系譜
①故､ 其大年神､ 娶神活須毘神之女､ 伊怒比賣､ 生子､ 大國御魂神｡ 次韓神｡ 次曾富理神｡ 次白日神｡ 次聖神｡
【五神】又娶香用比売､ 【音注略】生子､ 大香山戸臣神｡ 次御年神｡ 【二柱】又娶天知迦流美豆比売【分注略】生
子､ 奥津日子神｡ 次奥津比売命､ 亦名､ 大戸比売神｡ 此者諸人以拝竃神者也｡ 次大山上咋神､ 亦名､ 山末之大主神｡
此神者､ 坐近淡海国之日枝山､ 亦坐葛野之松尾､ 用鳴鏑神者也｡ 次庭津日神｡ 次阿須波神【分注略】次波比岐神
【分注略】次香山戸臣神｡ 次羽山戸神｡ 次庭高津日神｡ 次大土神､ 亦名､ 土之御祖神｡ 九神｡ 上件大年神之子､ 自大
国御魂神以下､ 大土神以前､ 并十六神｡

⇒神代記に韓神(カラのカミ)を含む記事が散見されるが､ 始めはこの系譜からである｡ 神々
は大年神の子孫とするが､ これを大国主神話の途中に挿入して国作りと国譲りとの関連を連想
させている｡
〔中巻(仲哀記)〕☞新羅征討伝承
②其大后息長帯日売命者､ 当時帰神｡ 故､ 天皇坐筑紫之訶志比宮､ 将撃熊曾国之時､ 天皇控御琴而､ 建内宿禰大
臣居於沙庭､ 請神之命｡ 於是大后帰神､ 言教覚詔者､ ｢西方有国､ 金銀為本､ 目之炎耀､ 種種珍宝多在其国､ 吾今帰
賜其国｡｣爾天皇答白､ ｢登高地見西方者､ 不見国土｡ 唯有大海｡｣謂為詐神而､ 押退御琴不控､ 黙坐｡ 爾其神大忿詔､
｢凡茲天下者､ 汝非応知国｡ 汝者向一道｡ （中略）今如此言教之大神者､ 欲知其御名｡｣即答詔､ ｢是天照大神之御心
者｡ 亦底筒男､ 中筒男､ 上筒男､ 三柱大神者也｡ 【此時其三柱大神之御名者顕也｡】今寔思求其国者､ 於天神地祇､
亦山神及河海之諸神悉奉幣帛､ 我之御魂､ 坐于船上而､ 真木灰納瓠､ 亦箸及比羅伝【音注略】多作､ 皆皆散浮大海
以可度｡ 故､ 備如教覚､ 整軍双船､ 度幸之時､ 海原之魚､ 不問大小､ 悉負御船而渡｡ 爾順風大起､ 御船従浪｡ 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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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御船之波瀾､ 押騰新羅之国､ 既到半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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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略）故是以新羅国者､ 定御馬甘｡ 百済国者､ 定渡屯家｡ 爾以其御杖

､ 衝立新羅国主之門､ 即以墨江大神之荒御魂､ 為国守神而祭鎮､ 還渡也｡
《神功摂政前紀》｢欲求財宝国｣～九年春二月条｡ ｢朕西欲求財国｣～夏四月条｡

〔中巻(応神記)〕☞天の日矛伝承
③又昔､ 有新羅国主之子｡ 名謂天之日矛｡ 是人參渡来也｡ 所以參渡来者､ 新羅国有一沼｡ 名謂阿具奴摩｡ 【音注
略】此沼之邊､ 一賎女昼寝｡ 於是日耀如虹､ 指其陰上､ 亦一有賎夫､ 思異其状､ 恒伺其女人之行｡ 故､ 是女人､ 自其
昼寝時､ 姙身､ 生赤玉｡ 爾其所伺賎夫､ 乞取其玉､ 恒裹着腰｡ ……注略……遇逢其国主之子､ 天之日矛｡ 爾問其人曰､
何汝飲食負牛入山谷｡ 汝必殺食是牛｡ 即捕其人､ 将入獄囚､ 其人答曰､ 吾非殺牛｡ 唯送田人之食耳｡ 然猶不赦｡ 爾解
其腰之玉､ 幣其国主之子｡ 故､ 赦其賎夫､ 将来其玉､ 置於床邊､ 即化美麗嬢子｡ 仍婚為嫡妻｡ 爾其嬢子､ 常設種種之
珍味､ 恒食其夫｡ 故､ 其国主之子心奢詈妻､ 其女人言､ 凡吾者､ 非応為汝妻之女｡ 将行吾祖之国｡ 即窃乗小船､ 逃遁
渡来､ 留于難波｡ 【此者坐難波之比売碁曾社､ 謂阿加流比売神者也】於是天之日矛､ 聞其妻遁､ 乃追渡来､ 将到難
波之間､

⇒｢韓国｣関連伝承は中巻以降､ 上記の神功伝承における新羅征討譚から始まる｡ その結果と
して以降の時代では朝貢国としての新羅ばかりでなく百済を含む韓半島の全体領域に及ぶ｡

〔下巻(允恭記)〕☞新羅の朝貢
④天皇初爲將所知天津日繼之時｡ 天皇辭而詔之｡ 我者有一長病｡ 不得所知日繼｡ 然大后始而諸卿等因堅奏而｡ 乃
治天下｡ 此時新良國主貢進御調八十一搜｡ 爾御調之大使｡ 名云金波鎭漢紀武｡ 此人深知藥方｡ 故治差帝皇之御病｡
於是天皇愁天下氏氏名名人等之氏姓忤過而｡ 於味白梼之言八十禍津日前居玖訶瓰而【玖訶二字以音】定賜天下之
八十友緒氏姓也｡ 又爲木梨之輕太子御名代定輕部｡ 爲大后御名代定刑部………

⇒中巻は下巻の前提になると共にそれを具体的な歴史事件として展開させている｡ いわゆ
る｢小中華｣の思想に基づく｢天皇の世界｣はこのような語りを通して｢天下｣の構図を完成させ
ている｡
※神功·應神母子の渡海と新羅征討譚は｢韓國｣領有を歴史伝説の上に表したものである｡

仲

哀記における｢西方(寶国)｣－神功紀では｢西財国｣－は､ 異国の在処として語られる｡ そして､
これは神野志隆光(1986)の(天皇の)｢天下｣論理に代表されるような古事記の構造かもし
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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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むすびに
大国主神の国譲りを受けて天上の高天原から地上世界に降りてくる天孫の降臨は､ 中卷以
降に展開される歷代天皇の統治権に対する正統性を確認させている｡ これは､ いわゆる｢古事
記の世界觀｣と称される王権の及ぶ｢天下｣の構図においての最も重要な事件であった｡

その

中で､ 天孫が最初に発した｢詔｣は天皇による｢国見｣の性格を帯びているもので､ 以降に展開
される神婚伝承と共に重要なメッセージを伝えている｡

宣言と共にそれが始まることを前

もって予告したのである｡ 言い変えれば､ 中卷以降の歴史を示唆する構図を予め認識させて
いたわけである｡
降臨の弁に挙げられた問題の｢韓国｣は､ 天皇の支配領域における外なる世界を神代に儲け
たもので､ やがて中巻の歴史として展開しながら朝貢する国として編入される｡ 要するに､
天皇統治権の及ぶ世界秩序の基となるように仕組まれたのである｡ 地上降臨に際して行われ
た天孫の｢詔｣は天皇の支配世界を言わば｢豫祝｣していたものである｡ このように､ 降臨後の
天孫による宣言は中·下巻の歴史の伏線として働く｡ 古事記の目指す世界は､ これによって
首尾一貫の語りになったと言えよ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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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麻呂歌における｢池の春草｣と｢若草｣の表現考
-漢詩文に於ける｢池塘春草｣と比較して-

高龍煥
慶南情報大學校

1. 挽歌における｢若草｣の表現
春日尚 田立羸 公哀 若草 孋無公 田立羸

(巻７·1285)

(春の日も田に立ち疲れているあなたは気の毒だ若草の妻がないあなたは田に立ち疲れている｡)

◎ 吉備津采女死時柹本朝臣人麻呂作歌一首 并短歌
(前略) 梓弓 音聞吾母 髣髴見之 事悔敷乎 布栲乃 手枕纏而 劔刀 身二副寐価 牟 若草 其嬬子
者 不怜弥可 念而寐良武 悔弥可 念恋良武 時不在 過去子等我 朝露乃如也 夕霧乃如也
(巻2·217)
(…梓弓死んだという噂を聞いたわたしもこれまで軽い気持で見ていたことが悔しいほどなのに, しきたへ手枕
をして剣大刀身に添えて寝たであろう<若草の>その夫の君は淋しく思って恋い慕っていることであろうか｡ 思い
がけなく死んでいったあの子が朝露のように…)

太后御歌一首
鯨魚取 淡海乃海乎 奥放而 榜來船 邊附而 榜來船 奥津加伊 痛勿波祢曾 邊津加伊 痛莫波祢
曾 若草乃 嬬之 念鳥立

(巻2·153)

(近江の海を沖から離れ漕いでくる舟よ｡ 岸近く漕いでくる舟よ｡ 沖辺の舟の櫂もひどくはねて漕ぐな岸辺の舟
の櫂もひどくはねれ漕ぐな｡ 若草の妻の君がいつくしんでいた鳥が飛び立つから)

見河内大橋独去娘子歌一首 并短歌<高橋連虫麻呂歌集>
級照 片足羽河之 左丹塗 大橋之上従 紅 赤裳数十引 山藍用 揩衣服而 直独 伊渡為児者 若草

乃 夫香有良武 橿実之 独歟将宿 問巻乃 欲我妹之 家乃不知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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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かたしは川の朱で塗った大橋の上を紅染めの赤裳の裾を引き山藍で染めた服を着てただ一人渡るあの子は<若
草の>夫があるのだろうか｡ 独りで寝るのだろうか｡ (以下略)

(巻9·1742)

乾坤之 初時従 天漢 射向居而 一年丹 兩遍不遭 妻恋爾 物念人 天漢 安乃川 原乃 有通 出乃渡
丹 具穂船乃 艫丹裳舳丹裳 船装 真梶繁抜 旗芒 本葉裳具世丹 秋風乃 吹來夕丹 天河 白浪凌
落沸 速湍渉 稚草之 妻手枕迹 大舟乃 思憑而 滂來等六 其夫乃子我 荒珠乃 年緒長 思來之 恋将
尽 七月 七日之夕者 吾毛悲焉(天地の初めの時から天の川に向かい合って<中略>秋風の吹き来る夜に天の川
の白波を分けたぎり落ちる早瀬を渡って若草の妻の手を枕しようと大舟のあてに思って漕いで来ていようその彦
星が年月長く思いつづけてきた恋を晴らすことであろう｡

天在 一棚橋 何将行 稚草 妻所云 足壮厳<旋頭歌>

(巻10·2089)
(巻11·2361)

(天にある一つ棚橋をどうやって行こう若草の妻の許へとならば足づくろいをしよう)

若草乃 新手枕乎 巻始而 夜哉将間 二八十一不在国<正述心緒>

(巻11·2542)

(若草の新妻の手枕をしはじめてから夜離れをしようか｡ 憎くはないのに)

式嶋之 山跡之土丹しきしまの やまとのくにに人多 満而雖有 藤浪乃 思纏おもひまつはり

若草乃思就西おもひつきにし君目二恋八将明 長此夜乎<相聞>

(巻13·3248)

(磯島の大和の国に人はいっぱい溢れているが, 藤波の思いが絡み付き若草の心がひかれるあなたに逢いたくて
恋い焦がれて明かすことが長いこの夜を)

鳥音之 所聞海爾かしまのうみに 高山麻 障所為而へだてになして 奥藻麻 枕所為 蛾葉之 衣
谷不服爾 不知魚取いさなとり 海之浜邊爾 浦裳無 所宿有人者こやせるひとは 母父爾 真名子爾
可有六 若蒭之 妻香有異六 思布言伝八跡おもほしき ことつてむやと 家問者 家乎母不告 名問
跡 名谷母不告 哭児如 言谷不語 思鞆 悲物者 世間有 世間有 <挽歌>(水死者を見て自戒して言っ
た｡)

(巻13·3336)

(かしまの海に高山を風除けにして沖の藻を枕に見立てて蛾の羽の衣も着ずに海の浜辺に無心に寝ている人は
父母には愛し子だろう若草の妻もいたろう願わしいことでもあったら伝えてやろうかと略)

或本歌 備後国神嶋浜調使首見屍作歌一首 并短歌
玉鉾之 道爾出立 葦引乃 野行山行 潦にはたづみ 川往渉 鯨名取 海路丹出而 吹風裳 母穂丹者
不吹 立浪裳 箘跡丹者不起のどにはたたず 恐耶 神之渡乃 敷浪乃 寄浜部丹 高山矣 部立丹置而
汭潭矣 枕丹巻而 占裳無 偃為公者こやせるきみは母父之 愛子丹裳在将 稚草之 妻裳有将等 家問
跡 家道裳不云 名矣問跡 名谷裳不告 誰之言矣 労鴨いたはしとかも 腫浪能とゐなみの 恐海矣
直渉異将

(巻13·3339)

(前略, 恐ろしい神のいます難所の岸波の寄せる浜辺に高山を風除けにして浦渕を枕に見立てて無心に寝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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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は母父の愛し子だろう若草の妻もいるだろうに家を尋ねても家路も言わず…うねり波の…)

忽見入京述懐之作生別悲兮断腸万廻怨緒難禁聊奉所心一首 并二絶
(前略) 於保伎美乃 美許等可之古美 乎須久爾能 許等登理毛知弖 和可久佐能 安由 比多豆久
利 無良等理能 安佐太知伊奈婆 於久礼多流 阿礼也可奈之伎 多妣爾由久 伎美可母孤悲無(後略)
(前略, 奈良の家をを離れ鄙ではあるがあなたにお逢いしているので気が紛れることもありましたが, 大君の仰せが
恐れ多いので,

領国の公務を帯びて若草の足結を整え朝立って行かれたら残されたわたしのほうが悲しいか旅に

行くあなたのほうが恋しがられるだろうか思う心が不安なので嘆くのを止め…)

(巻17·4008)

追痛防人悲別之心作歌一首 并短歌
(前略) 多良知祢乃 波〃我目可礼弖 若草能 都麻乎母麻可受 安良多麻能 月日余美都〃 安之
我知流 難波能美津爾 大船爾 末加伊之自奴伎 安佐奈芸爾 可故等登能倍由布思保爾(後略) (前
略,

母とも別れ若草の妻の手枕もせず月日を数えて難波の三津で大船に櫂をいっぱい通し朝なぎに水夫を揃え夕

(巻20·4331)

潮に…)

為防人情陳思作歌一首 并短歌
大王乃 美己等可之古美 都麻和可礼 可奈之久波安礼特 大夫 情布里於許之 等里与 曾比 門出
乎須礼婆 多良知祢乃 波〃可伎奈埿 若草乃 都麻波等里都吉 平久 和礼波伊波〃牟 好去而 早還
來等 麻蘇埿毛知 奈美太乎能其比 牟世比都〃 言語須礼婆
(大君の仰せが恐れ多いので,

妻と別れるのは悲しいがますらおがその心を振い起し支度を整え門出をする時,

母は撫でいつくしみ(若草の) 妻は取りすがり「ご無事でとわたしたちは慎み守ろう｡ つつがなくすぐ帰って来て
おくれと)両袖で涙を拭きしゃくり上げながら物を言うので)

(巻20·4398)

2. 雑歌における｢春草｣
◎ 過近江荒都時柹本朝臣人麻呂作歌
玉手次 畝火之山乃 橿原乃 日知之御世従 或云 自宮 阿礼座師 神之尽 樛木乃 弥継嗣爾 天下
所知食之乎(中略) 青丹吉 平山越而 何方 御念食可 或云 所念計米可 天離 夷者雖有 石走 淡海国
乃 樂浪乃 大津宮爾 天下 所知食兼 天皇之 神之御言能 大宮者 此間等雖聞 大殿者 此間等雖云

春草之 茂生有 霞立 春日之霧流(略) 夏草香 繁成奴留 百磯城之 大宮処 見者悲毛 或云見者左夫
思母

(1·29)

(畝傍の山の橿原の聖天子の御代から<中略>宮殿はここだと言うけれど春の草がいっぱい生えている｡ 霞が立ち

150
春の日が霞んでいる「～夏草が茂っているのか」ももしきのこの大宮所を見ると悲しい)

この歌は眼前に荒都となっている大津の宮を説きおこすに, 神武天皇以来, 歴代天皇の統治
の場所であった大和の想起から始まって, 一転して「春草の茂く生いたる」近江の荒都の現
実の返って「大宮どころ見れば悲しも」と万感の懐いをこめて結んでいる｡
◎ 長皇子遊獵路池之時柹本朝臣人麻呂作歌一首 并短歌
八隅知之 吾大王 高光 吾日乃皇子乃 馬並而 三猟立流 弱薦乎 猟路乃小野爾 十六社者 伊波
比拝目 鶉己曾 伊波比廻礼 四時自物 伊波比拝 鶉成 伊波比毛等保理 恐等 仕奉而 久堅乃 天見
如久 真十鏡 仰而雖見 春草之 益目頬四寸 吾於富吉美可聞(前略, その鹿のように跪いて拝みその鶉の
ように這いまわって恐れ多いことだとしてお仕え申し久方の天を見るようにまそ鏡仰いで見ても春草のいよいよ
お慕わしいわが大君よ)

(巻3·239)

市原王宴禱父安貴王歌一首

春草者 後波落易 巌成 常磐爾座 貴吾君

(巻6·988)

(春草は後は変わり果てるものです｡ 巌のようにいつまでも変わらずにいらっしゃい尊い父君よ)

泉河邊作歌一首
〇春草 馬咋山自 越來奈流 鴈使者 宿過奈利<非略体歌>

(巻9·1708)

(春草を馬が食う咋山から越えて来る使いの雁は旅寝に小屋を通過するらしい)

春草之 繁吾恋 大海 方往浪之 千重積

(巻10·1920)

(春草の盛んなわたしの恋は大海の岸に寄せ来る波のように幾重にも積もってしまった)

振別之 髪乎短弥 青草乎 髪爾多久濫 妹乎師僧於母布

(巻11·2540)

(振分けの髪が短くて青草を髪に束ねていることであろうあの娘を思う)

3. 池の堤(畔)に生じている｢春草｣の感懐
或本歌一首
嶋宮 勾乃池之 放鳥 人目爾恋而 池爾不潜

(巻2·170)

皇子尊宮舎人等慟傷作歌廿三首
高光 我日皇子乃 万代爾 国所知麻之くにしらさまし 嶋宮波母

(巻2·171)

嶋宮 上池有うへのいけなる 放鳥 荒備勿行 君不座十方

(巻2·172)

鴨君足人香具山歌一首 并短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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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降付 天之芳來山 霞立 春爾至婆 松風爾 池浪立而 桜花 木乃晩茂爾 奥邊波 鴨妻喚 邊津方爾
味村左和伎 百礒城之(ももしきの) 大宮人乃 退出而 遊船爾波 梶棹毛 無而不樂毛 己具人奈四二
(巻3·257)
或本歌云
天降就 神乃香山 打靡 春去來者 桜花 木暗茂 松風丹 池浪飆(いけなみたちて) 邊津遍者 阿遅
村動 奥邊者 鴨妻喚 百式乃 大宮人乃 去出(まかりでて) 榜來舟者 竿梶母(さをかじも) 無而佐
夫之毛 榜与雖思(こがむとおもへど)

(巻3·260)

山部宿祢赤人詠故太政大臣藤原家之山池歌一首
昔者之 旧堤者 年深 池之瀲爾 水草生家里

(巻3·378)

その他「池」を詠んだ歌の例： (巻4·711)外居而よそにゐて 恋乍不有者 君之家乃 池爾住
云 鴨二有益雄(巻4·726) (7·1276) 御在西池邊肆宴歌一首 池邊乃 松之末葉爾 零雪者 五百重零
敷いほへふりしけ明日左倍母将見(巻8·1650) 水鳥乃 鴨之住池之 欝悒君いぶせききみを 今日
見鶴鴨(11·2720) 霹靂之(かむとけの) そらの ながつきの しぐれのふれば 鴈音文 未來鳴 甘南
備(甘樫の丘) 乃 清三田屋乃 垣津田乃 池之堤之 百不足いつきがえだに(巻13·3223) 御佩乎 劔
池之 蓮葉爾(中略) 吾情 清隅之池之 池底 吾者不忘 正相左右二(巻13·3289) (14·3492)
(20·4503) ーいけのしらなみ右一首大伴宿祢家持イハレノー
例壱 詩經 國風 卷耳
采采卷耳

巻耳けんじを采とり采とるも 不盈頃筐 頃筐けいきやうに盈みたず

嗟我懷人

嗟ああ我人を懐おもひて 寘彼周行 彼かの周行しうかうに寘おく

陟彼崔嵬

彼かの崔嵬さいくわいに陟のぼれば 我馬虺隤 我が馬虺隤くわいたいたり

我姑酌彼金罍 我姑しばらく彼かの金罍きんらいに酌み 維以不永懷 維これを以て永く懐おも
はざらん
陟彼高岡

彼かの高岡かうかうに陟のぼれば 我馬玄黄 我が馬玄黄げんくわうたり

我姑酌彼兕觥 我姑しばらく彼かの兕じ觥くわうに酌くみ 維以不永傷 維これを以て永く傷い
たまざらん
陟彼砠矣

彼かの砠そに陟のぼれば 我馬瘏矣 我が馬瘏やめり

我僕痡矣

我が僕ぼく痡やめり

云何吁矣 云何いかんせん 吁ああ

【通釈】1)(女) はこべを摘んでも摘んでも, 籠に一杯にならない｡ ああ私は旅にある人を
思って, 摘んだ草を大道のほとりに置く｡ (草摘みは, 会うための予祝であり, また遠くにある
1) 白川静(1990), 『詩経』 詩経国風 (東洋文庫) 単行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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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う人への霊振りとしての行為でもあった｡ (男) 険しい山に登ると, 私の馬は疲れ果てた｡
しばらく酒壺に酒を酌んで飲み, いつまでも思い悩むまい｡ 高い岡に登ると, 私の馬は疲れて
毛も色褪せた｡

4. 南朝の谢靈运の《登池上楼》2)詩
〔例弐〕潜虬媚幽姿, 飞鸿响远音｡ 薄霄愧云浮, 栖川怍渊沉｡
(水中深くに潜る竜はその姿うるわしく, 空とぶ雁のその鳴き声が遠く響く｡ 己は, 雁が空たかく雲まに飛び, 竜
が川の淵ふかくにすむ如くでないのをはじる<雁と竜のあり方は異なるが, 各々はその所を得るから>｡)

进德智所拙, 退耕力不任｡ 徇禄反穷海, 卧疴对空林｡
(己は進んで徳を修め世を救うには智がつたなく, 退いて田を耕し自給生活をするには体力がたえられぬ｡ それ
で俸禄をうけて辺鄙な海べの永嘉郡にきたが, 病床で空林に対し眺めすごしている｡)

衾枕昧节候, 褰开暂窥临｡ 倾耳聆波澜, 举目眺岖嵚｡
(病床の衾枕に在るので季節の移りかわりもわからなかったが, 今すだれを掲げ開いて暫く戸外の景色を見る機
会を得た｡ 耳を傾けて池の波の音にききいり, 目をあげて高山をのぞむ｡)

初景革绪风, 新阳改故阴｡ 池塘生春草, 园柳变鸣禽｡
(初春の景は冬風のなごりに代り, 陰は去って新しく陽に改まっている｡ 池の堤には春草が生じ園の柳では鳥の
鳴き声も春らしく変わっている｡)

祁祁伤豳歌, 萋萋感楚吟｡ 索居易永久, 离群难处心｡
(それにつけても詩経幽風の祁祁の句や, 楚辞の萋萋の句に, 感ずる所あり, そこに述べられたごとき春の状空し
く思うては心が傷む｡ 己が親しいなかまの人々から離れてより, つい久しくなっているので, 寂しい心をどうにも
しがたい｡)

持操岂独古, 无闷征在今｡
(ただ, 操を守って憂えないものは, 独り古人ばかりではなくて, 現在にもその例証がある<己がそれである>｡)

《赏析》[春草: 碧草] 「池塘生春草, 园柳变鸣禽｡」是谢灵运〈登池上楼〉诗之名句｡ 描写
春意骀荡[dài dàng],(春の景色がのどかである) 却不假绳削, 自然成文｡ 此五字虽经万古千秋,
仍然光景常新, 故元好问特地征引, 称许一番｡ 然而谢灵运之作风, 其实十分重视雕镂, 豳歌：指
《诗经·豳风·七月》, 其中有“春日迟迟, 采蘩祁祁, 女心伤悲, 殆及公子同归”的诗句｡ 萋萋：草
2) 内田泉之助·網祐次著(1970), 『文選(上)』 明治書院, pp.17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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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样子〔例参〕《楚辞·招隐士》, 其中有“王孙游兮不归, 春草生兮萋萋(せいせい【萋萋】［形
動タリ］草木の茂っているさま｡

さいさい｡

「水草の―と繁茂して居る気味の悪い沼地」

〈荷風·あめりか物語〉) 萋萋(qī qī) ：1. 草木茂盛的样子｡ 索居：独居｡ 易永久：容易感到时
间长久｡ 离群：离开朋友｡ 处心：安心｡ 持操：保持自己高尚的节操｡ 岂独古：难道只有古人能
做到｡ 无闷：没有｡ 指隐士不为世俗易其志, 不求成名, 避世而无所烦闷｡ 青草｡ 南朝 梁 江淹
《贻袁常侍》诗：“幽冀生碧草(幽草[ユウソウ]深く生い茂った草·幽草は名もない草, 木陰に
ひっそりと茂る草.), 沅湘(补充相关内容使词条更完整) 含翠烟｡ ”唐陈子昂《春台引》(卷
83_31) 感陽春兮生碧草之油油｡ 懷宇宙以傷遠, 登高台而寫憂｡ 遲美人兮不見, 恐青歲之遂遒｡
重曰：群仙去兮青春頹, 歲華歇兮黃鳥哀｡ 富貴榮樂幾時兮, 朱宮碧堂生青苔, 白雲兮歸來｡ 汉郭
宪《洞冥记》：“瑶琨去玉门九万里, 有碧草, 如麦, 割以酿酒, 则味如醇酎｡ 饮一合, 三旬不醒；
但饮甜水, 随饮随醒｡” 3. 作家碧草4.碧草杂志

5. ｢春鳥｣の歌
万葉集に三例ある枕詞の「春鳥の」に注目してみると,
① ⋯春鳥の さまよひぬれば 嘆きも いまだ過ぎぬに(以下略) (2·199) と, 人麻呂が死別の
悲しみの表現に用いている｡

「さまよふ」は嘆きの声を発するの意｡

次いでの二首も死別

(9·1804) とか悲別(20·4408) の情を歌っている｡
② 哀弟死去作歌一首 并短歌
父母賀 成乃任爾 箸向 弟乃命者 朝露乃 銷易杵寿けやすきいのち 神之共 荒競不 勝而 葦原
乃 水穂之国爾 家無哉 又還不來 遠津国 黄泉乃界丹 蔓都多乃 各〃 向〃おのがむきむき 天雲
乃 別石往者わかれしゆけば 闇夜成やみよなす 思迷匍匐 おもひまとはひ 所射十六乃いゆし
しの 意矣痛こころをいたみ 葦垣之 思亂而 春鳥能 啼耳鳴乍 味沢相 宵昼不云 蜻蜒火之 心所
燎管 悲悽別焉なげくわかれを(9·1804)
(父母が産んだ順序に箸のように揃って育った弟は…黄泉の世界に延ふ蔦の自分勝手に天雲の別れて行ったの
で闇夜なす思い迷って射ゆ鹿の心も痛く思い乱れて春鳥の声あげ泣きつづけ嘆き別れたのだ)

③陳防人悲別之情歌一首并短歌
大王乃 麻気乃麻爾〃〃 嶋守爾 和我多知久礼婆…多太比等里之氐 安佐刀埿乃 可奈之伎吾子
安良多麻乃 等之能乎奈我久 安比美受波 古非之久安流倍之 今日太爾母 許等騰比勢武等 乎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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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都〃 可奈之備麻世婆 若草之 都麻母古騰母毛 乎知己知爾 左波爾可久美為 春鳥乃 己恵乃佐
麻欲比 之路多倍乃 蘇埿奈伎奴良之はるとりのこゑのさまよひ しろたへの そでなきぬらし
多豆佐波里 和可礼加弖爾等 比伎等騰米之多比之毛能乎(以下略) (前略, せめて今日だけでも語り合
おうと言って名残ろ惜しみつつ悲しまれると若草の妻も子供もあちこちに群がって身を寄せ合い春鳥のうめいて
嘆き白妙の袖を泣き濡らし手を取り合い別れがたさに引き留めあとを追ったのに大君の仰せが恐れ多いので)

(20·4408)

6. おわりに
まず, 南朝の诗人, 谢靈运《登池上楼》の詩では久しい病の後, 山水の清らかな景色を眺めて
いる新鮮な感覚と, 冬の寒さが通り行く冷たい風の中で初春の陽光が新風景として写し出され
ているのが観賞される｡ 就中, 詩人は窓を通して庭園の「池」に生えている景物の「花鸟草
木」(春草と若草) を眺め(いわゆる, 池の畔で亡き人を偲ぶ縁と詩情を思い起こさせる) 季節
の変化に魅了されていくのが観賞される｡
詩文におけるこのような情調が, 万葉歌人にも影響を及ぼし, 同趣の「池塘」の句が詠み込
まれるばかりでなく, この「春草」に代表される「春柳」「春の鳥(春禽) 」などの豊富多彩
な春の景色の足跡が描き出されているのが窺い知られる｡ 一方, 六朝から唐までの春草のイ
メージ展開を検討した前野直彬氏の論考3)では, <六朝詩に於ける「春草」は, 『楚辞』「招
隠士」のー春草ー王孫ー不帰ーという定型化されたイメージを踏襲し, 去っては帰らぬ人自
身の哀愁を示す語とされていた>と指摘している｡
なお, 沢瀉久孝氏4)は, (巻1·29)宮殿の阯は此処と聞くが, その宮殿は廃虚となり, 徒らに春
の草が繁く生えてゐる｡

(巻3·239)冬枯の野に春の草の萌え出るのは心惹かれるものである

から「めづらし」の枕詞とした｡ 代匠記に「伊勢物語に, 初草のなどめづらしきことのはぞ
とあるもおなじ」とある｡ と論説しているのである｡ そしてまた, 「いやめづらしき」をいふ
に「春草の」といふ枕詞を用ゐてゐる｡ 狩猟は冬から春までに限られた遊びである｡ これら
の枕詞は, 眼前を捉へてのもので, その時の春の, 若草の萌え出した時であったことを暗示し
てゐるものである｡ 文芸性の豊かさを思はせられる｡ と解説しているのである｡ これらの評
3) 前野直彬(1975), 「春草考」一九六一, 『春草考ー中国古典詩文論叢』秋山書店, 一九九三所収
4) 沢瀉久孝(1973), 『万葉集注釈』, 中央公論者, ｐ.263, (沢瀉久孝『万葉集評釈』第二巻ｐ.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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釈と照らし合わせてみれば, 正に「春草」の詩句には自然が「生」に蘇らせる記憶を留めて
いる佳い句として写し出されていると推論されるよう｡ 引き続き, この「碧玉」と関連する
江淹の「貽袁常侍」の詩5)に載る「碧草」の表現に注目してみよう｡

昔我别楚水｡ 秋月丽秋天｡
(昔, 君が私と薊州の楚水で別れた時, 秋の月が秋の夜空に麗しく輝いていた｡)

今君客吴坂｡ 春色缥春泉｡
(今, 君が呉坂の客となるこの時, 折しも春光は泉の水色を淡い縹色に染める｡)

幽冀生碧草｡ 沅湘含翠烟｡
(北方の地には春の碧あおとして若草が生え南方の沅湘の地には翠の煙が立ち込めている｡)

(江淹「貽袁常侍」)

この江淹の詩では, 季節の推移につれて変化する青草を, 「碧」という永遠不滅の相で描き
出していることである｡ それほど「碧草」の詩語にも玉の持つ永遠不滅の輝きが不老不死を
得た人々の遊ぶ世界に相応しい仙界が写し出され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る｡
そうすると, 前術の李白の詩におけるこの「碧玉」とは, 単なる神仙的な象徴に留まらず,
実景を伴う正に不滅性のイメージが極自然のように描き出させていた詩人の趣向が見て取れ
るのである｡
さらに, 本題における「若草と春草」の歌語が醸し出せている意味を詩文のそれと照らし合
わせて考察してみると, まず《诗经》“阳春二三月, 草与水色同”这和谢灵运的“池塘生春草”可以
想象这样的诗意：郷里の人なら誰しもがこのような詩情に共鳴できるような素朴な比喩を
もって郷里の春の農村風景が描きだされている｡ 特に, 春花爛漫の时に, 湖畔の池塘には水草
的が生い茂っているなかで, 水色も青绿に変わり, 春もいよいよ深まっていき, 湖畔の水面に
生えている绿も芦苇, 茭白, 水面的浮萍, 荷の葉, 水葫芦等の植物がだんだんと生い茂ってくる
時, 冬日波光冷冽的水面, 就变成了一片绿意盎然的草地(緑豊富な草地に変わっていく｡) ｡ “池
塘生春草”, 正是这样的景象｡ 池塘周围(尤其是向阳处)的草, 因为得池水滋润, 又有坡地挡住寒
风, 故复苏得早, 生长得快, 其青青之色也特别的鲜嫩(xiānnèn新鮮で柔らかい, 新鮮でみずみず
しい) , 有欣欣向荣的(xīn xīn xiàng róng…欣欣：形容草木生长旺盛；荣：茂盛｡ 形容草木长
得茂盛｡) 生气｡ “园柳变鸣禽”, 写柳枝上已有刚刚迁徙来的鸟儿在鸣叫, 这同样是细微而不易察
觉的变化(目に見えない変化｡ 感知できない変化.)｡ (無意識のうちに池の外にあった枯れ草
が庭園の池の中には突如[春草]となって生い茂ってくるのであった｡ しだれ柳はと小さな庭
5) 逯欽立輯校(1983), 『先秦漢魏晉南北朝詩』(中)正文·梁詩卷三, 中華書局出版, p.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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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鳥の歌を残すまでに変わって行くのである｡ そのような, 突然変化する庭先にある小さな
池の春景色への変化が, 寝たきりになっている詩人の心を豊富な詩情を刺激させ, ばねとなっ
て, 江南春景が诗人の内心的憂鬱を晴してくれるのであった｡ 蘇りが早く, 回復, 急速に成長
し, 青青とした新緑の新鮮な色で茂っていくのである｡6)

6) 谢灵运这句诗, 妙在把水面比喻成了草地, 而且妥帖形象之极｡ 这样的景象, 虽然年年重复, 然而天地间的春色永远新鲜, 面对繁
衍在水上的一派绿色春光, 诗人们很自然便想起谢灵运的“池塘生春草”来｡(赵丽宏http://www.360doc.com/content/)

人麻呂歌における｢池の春草｣と｢若草｣の表現考_高龍煥

157

〖한국어 요지문〗

우선 南朝诗人인 谢靈运 登池上楼 의 詩에서 오랜 투병생활 뒤에 정원 못 池 山水의 청아한
봄 경치를 보고 新鮮한 感覚을 표현한 시구를 감상할 수 있겠다 이는 겨울의 찬바람이 몰고 온
추위 속에서 初春의 陽光을 입은 新風景을 묘사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観賞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詩人은 窓을 통하여 庭園의 못「池」에 피어난 景物「花鸟草木」[春草]와 [若草]) 을
바라보고 시를 지었던 것을 확인 할 수가 있겠다. 즉, 이와 같은 호반(池の畔)의 풍경에 고인을
그리워하는 詩情을 담고, 変化해가는 봄꽃의 풍경에 魅了되듯이 함께 읊혀지고 있음을 観賞할
수가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詩句의 情調가 万葉歌人에게도 影響을 주게 되었고, 같은 취향의
「池塘」을 배경으로 「春草」로 代表되는 「春柳」「春の鳥(春禽) 」등의 多彩롭고도 풍부한 봄의 경
치(春の景色)의 표현기법을 万葉노래에서도 생생하게 그 足跡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参考文献■

前野直彬, 「春草考」一九六一, 『春草考ー中国古典詩文論叢』 秋山書店, 一九九三所収
沢瀉久孝, 『万葉集注釈』 昭和五十三年, 中央公論者, p.263.
契沖(1690), 『万葉代匠記』, 精撰本, 1683年
土屋文明, 『万葉集私注』 巻二, 筑摩書房, 昭和五十一年, p.10.
六朝から唐までの春草のイメージ展開を検討した前野直彬氏の論考では,

六朝詩に於ける「春

草」は, 『楚辞』 「招隠士」のー春草ー王孫ー不帰ーという定型化されたイメージを踏襲し, 去って
は帰らぬ人自身の哀愁を示す語とされていた事を指摘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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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甑山 傳承에 나타난
東아시아 古代 傳承記錄의 樣相

高南植
大眞大學校

1. 서언
강증산(姜甑山, 1871-1909)은 19세기 말인 조선 말기에 고부(古阜, 전북)에서 태어나 민중종교운동
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는 기존의 세상이 상극(相克)의 원리에 지배를 받아 세상에 원한이 생기게
되어 우주적으로 혼란이 야기됐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한을 해소하고 상극과 반대인 상생적(相生
的) 원리를 주장한 해원상생(解冤相生) 사상을 주창(主唱)하여 최수운(崔水雲, 1824-1864)의 동학(東
學) 운동을 이어 민중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알렸다.
이른바 천지공사의 요소로서 제시되는 해원사상은 인간이 이 사회에서 당한 온갖 원한을 풀어서
화평함을 얻게 한다는 것이다. 해원의 명제는 전통신분사회와 한말변혁기에서 고통을 받고 한이
맺힌 대중의 사회적. 심리적 구원을 가장 선명하게 추구하는 증산교의 특성으로 이해된다.1) 민중종
교운동의 여러 교단은 각기 자기네 교조의 개인적인 수련과 득도에 의해 엄청난 변혁이 시작 되었다
하고 서로 배타적인 절대성을 내세우기도하지만, 기본 교리에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은
영향이나 차용의 결과이기 이전에, 그 시대 민중이 바라 마지않던 소망을 집약한 데 근거를 둔다.
오랫동안 할 일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던 인물이 어느 날 득도를 해서 인간만사에서 천지운행까지
꿰뚫어 알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자하는 소망을 비약적으로 구현한 상징이
다.2)
강증산의 사후 1926년 이상호에 의해 최초의 강증산 관련 전승기록물이 출간되었는데 그 문헌은
1) 금장태,한국근대의 유교사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95쪽.
2) 조동일,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97,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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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천사공사기(甑山天師公事記)』이다. 이후 다시 이상호에 의해 증보를 거듭하여 1929년 대순전
경 초판이 나온 이래 1965년 6판까지 발간되었으며 지금까지 『증산천사공사기』와 『대순전경』은
강증산 전승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공사기의 기록이 대순전경으로 전승되며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는 공사기의 기록은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지고 인정될 수 있는 문학적인 글이다. 집이 가난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머슴이 되어서
보리를 거두는 일을 하고, 나뭇꾼 노릇을 했다는 등의 기록은 모두가 중요한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교조의 민중성에 대한 상징이다. 여기에 교조의 어릴 적 교조의 뛰어난 능력이 덧붙여지면서 민중
영웅의 구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종교 정착기로 가면서 대순전경으로 바뀌고, 개정판이 거듭될수록
교조는 절대자가 되어서 신적인 존재로 변형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공사기의 문학적인 글이,
교단 사람들에게만 수용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닫혀져 버린 종교의 글로 변하게 된 것이다.
종교 형성기를 지나서 정착기가 되면 문학적인 글은 종교적인 글로 변하게 되고, 상징 자체가 제거되
거나 축소된다. 문학적인 상징은 제거되고 종교적 상징은 축소되거나 알레고리화 된다. 이렇게
해서 문학은 종교로부터 분리되고 문학적 형식만 남게 된다. 종교 형성기에 종교 사상과 합작해서
종교 교리를 형성하는 능동적 참여가 아니라, 종교 교리 전달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3)
강증산 전승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아시아 고대 관련 인용기록들이 등장한다. 이 기록들은 전승에
삽입되어 20세기 초 조선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민중종교의 전승물을 이루고 있다.
이글은 강증산 전승에 등장하는 고대 동아시아 기록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기록들이 강증산 전승 안에서 어떠한 의미로 자리하고 있는가를 인물과 문헌 관련
기록들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쓰여졌다. 강증산 사상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문학적 전승으로서 김탁의 연구를 필두로 시작되었으나 강증산 전승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지지는 않았다.4)
전승에 인용된 인물 기록들은 사략(史略)에 등장하는 태고(太古)시대 천황(天皇)으로부터 최초의
전승문헌인 『증산천사공사기』가 형성되던 시기의 인물들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아울러 문헌 기록
들은 유가(儒家)의 사서삼경(四書三經)을 포함해 고문진보 및 병법서인 육도(六韜) 삼략(三略)까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글은 강증산 전승에 등장하는 인용기록물들이 전승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3) 이대효,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민중종교문학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9, 86쪽.
4) 김탁, 증산교의 교리체계화 과정, 정문연 석사논문, 1986. 김탁,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정문연 박사논문, 1995.고
남식(2003), ｢해원 주제 강증산 전승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고남식(2005),｢해원 설화에 대한 문학치료적
접근-강증산 전승과 문헌 설화의 비교｣, 문학치료연구 6. 고남식(2008), ｢강증산 관련 경전의 변이에 대한 고찰-천지공사
이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50.고남식(2009), ｢해원으로본 강증산전승의 남조선국과 홍길동전의 율도국｣,
문학치료연구 12.고남식(2015), ｢대순전경의 변이에 대한 연구｣, 종교연구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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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2장에서 고대 문헌기록물들의 인용양상을 본 후 그 인용물이 전승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쓰여
지고 있는가를 찾아보았으며, 3장에서는 고대 인물 관련 기록들의 인용양상을 본 후 그 인물인용기
록들이 전승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고구(考究)해보았다.
이를 통해 20세기 초에 형성되기 시작한 강증산 전승에서 동아시아 과거 기록이 어떠한 의미로
정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고대의 기록들이 근대에 작용하여 하나로 융합된
전승물이 20세기 이후 사상으로서 한국사회에 어떠한 의미로 변용되어 작용했는가를 찾아봄으로써
특히 문학적 차원에서 전승이 형성되며 고대 기록의 근대에의 영향력을 찾아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문헌기록 및 구비문학 인용으로 본 강증산 전승
강증산 전승에는 증산이 당시 서당을 차리고 학동(學童)들을 가르치며 다양한 문헌들과 접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상제5)께서 정유(丁酉)년에 다시 정남기(鄭南基)의 집에 글방을 차리고 아우 영학(永學)과
형렬(亨烈)의 아들 찬문(贊文)과 그 이웃 서동들을 가르치셨도다. 이때에 유불선 음양참위(儒
佛仙 陰陽讖緯)를 통독하시고 이것이 천하를 광구함에 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시고 얼마동안
글방을 계속하시다가 인심과 속정을 살피고자 주유의 길을 떠나셨도다.6)

증산은 많은 문헌들을 접하며 유교 불교 선교(仙敎) 음양학 참위학 등과 관련된 문헌을 두루
읽고 천하를 광구(匡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증산의 학문적 행적이 전승에 투영되
어 그의 독창적 사상들과 만나 조선말기 강증산 전승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맹자 및 대학과
관련된 전승을 보기로 한다.

1. 맹자

『맹자』에 대해서 『맹자』의 한 구절을 말하며 더 이상 볼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조선후기
5) 상제는 강증산을 가리키며, 『전경』에 기록된 강증산의 존칭이다.
6) 『전경』,행록 2장 1절. 이하 『전경』의 인용은 장과 절만 표기하여 행록 2장 1절은 행록 2-1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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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동점(西勢東漸) 하의 동서 사상의 충돌 속에서 새로운 사상들이 유입되며, 유교적 질서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상관된다.

어느 날 종도들에게 맹자(孟子) 한 절을 일러주시면서 그 책에 더 볼 것이 없노라고 말씀하
셨도다. 天將降大任於斯人也 必先勞其心志 苦其筋骨 餓其體膚 窮乏其贐行 拂亂其所爲 是故 動
心忍性 增益其所不能7)

전국(全國)시대 추나라 인물인 맹자(孟子)에 대해서는 제나라와 양나라의 왕에게 유세(遊說)를
잘 했다고 하였으며8) 문헌인 『맹자』에 대한 평가가 위와 같이 나타난다. 유가(儒家)에서 사서의
하나로 중요한 경전으로 보는 맹자에 대한 강증산 전승의 내용은 한 구절만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그 내용은 하늘이 사람에게 대임(大任)을 주기 전에 마음과 뜻과 행동을 어렵게 하여 그
능력을 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맹자가 강조한 인의(仁義)에 대해 그 의미를 이제는 위의
『맹자』 구절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됨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대학

『대학』은 전승에서 중요한 문헌으로 자리하고 있다. 맹자와는 다르게 문헌인 『대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타난다. 『대학』의 경(經) 부분이 특히 중요한 것으로 언급되었으며 전(傳)
부분에서 인용된 내용들도 교훈적 의미로 강조되고 있다.

종도들의 지혜를 깊게 하는 일에 골몰하시더니 어느날 종도들에게 「대학우경(大學右經)
일장을 많이 외우라. 거기에 대운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도다.9)

대학상장(大學上章)을 되풀이 읽으면 활연관통(豁然貫通)한다10)

『대학』의 경 부분에 대운(大運)이 있다하고 제자들의 지혜를 밝히는 내용으로 『대학』이 선택된
것은 전승에서 『대학』이라는 유교 경전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보여준다. 이에 전승은 일상에
7) 행록 3-50.
8) 孟子善說齊粱之君(행록 5-38)
9) 교운 1-55.
10) 교법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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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을 수양하는 중요한 전범(典範)으로 『대학』의 경을 비롯해서 전(傳)의 몇 가지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기도 하다.

대학에 「물유본말하고 사유종시하니 지소선후면 즉근도의(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卽
近道矣)」라 하였고 또 「기 소후자에 박이오 기 소박자에 후하리 미지유야(其所厚者薄 其所薄
者厚 未之有也)」라 하였으니 이것을 거울로 삼고 일하라.11)

대학(大學)의 다른 장(章)을 외워주시며 잘 기억하여 두라고 이르셨는데 글귀는 이러하도
다. 如有一介臣 斷斷猗 無他技 其心休休焉 其如有容 人之有技 若己有之 人之彦聖 其心好之不啻
若目其口出 寔能容之 以保我子孫黎民 尙亦有利哉 人之有技 媢疾以惡之 人之彦聖 而違之 俾不通
是不能容 以不能保我子孫黎民 亦曰殆哉12)

또한 전승에서 『대학』은 당시 조선후기 사회상 속에서 술법(術法)을 찾던 사람들에게 도(道)에
통(通)하게 하는 문헌으로 중요하게 나타난다.

아우 영학(永學)에게 부채 한 개에 학을 그려주시고 「집에 가서 부치되 너는 칠성경(七星經)
의 무곡(武曲) 파군(破軍)까지 읽고 또 대학(大學)을 읽으라. 그러면 도에 통하리라.」고 이르
셨도다. 영학이 돌아가는 길에 정 남기의 집에 들르니 그 아들도 있었는데 아들이 부채를
탐내어 빼앗고 주지 않으니라. 영학이 그 부채의 내용 이야기를 말하니 아들은 더욱 호기심을
일으켜 주지 않으니 하는 수 없이 영학은 빼았기고 집에 돌아왔도다. 아들은 부채를 부치고
대학의 몇 편을 읽지도 않는데 신력이 통하여 물을 뿌려 비를 내리게 하며 신명을 부리게
되는지라. 남기는 기뻐하여 자기 아들로 하여금 상제의 도력을 빼앗고자 아들과 함께 하운동
에 가는데 때마침 우묵골(宇黙谷)로부터 하운동에 오시는 길이었도다. 남기의 아들이 상제께
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고 도망가거늘 남기가 붙들고 와서 상제께 배알하니 상제께서
그의 속셈을 꿰뚫고 남기의 무의함을 꾸짖으시며 그 아들의 신력(神力)을 다 거두신 후에
돌려 보내셨도다.13)
처음부터 영학(永學)은 도술을 배우기를 원했으나 그것을 원치 말고 대학을 읽으라 하셨는
데도 명을 어기고 술서를 공부하기에 시(詩)를 보내어 깨닫게 했으나 말씀을 듣지 않더니
11) 교법 1-55.
12) 권지 1-57.
13) 권지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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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코 영학이 죽게 되었니라. 내림하셔서 영학의 입에 엄지손가락을 대시고 「이 손가락을
떼면 곧 죽을 것이니 뜻에 있는 데로 유언하라」 하시니 영학이 부모에게 할 말을 모두 마친
후에 엄지손가락을 떼시니 곧 사망하니라.14)

위의 전승은 당시 강영학이라는 인물이 호풍환우(呼風喚雨)하는 도술 배우기를 원했는데 증산이
‘영학(永學)에게 부채 한 개에 학을 그려주고 「집에 가서 부치되 너는 칠성경(七星經)의 무곡(武曲)
파군(破軍)까지 읽고 또 대학(大學)을 읽으라. 그러면 도에 통하리라’고 하였으나 대학을 읽으라는
말을 어기고 술서(術書)를 공부해서 영학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다. 도술배우기에 있어서도 그 기저
가 되는 인간의 심성은 삼강령과 팔조목으로 된 대학에 근본 해야 됨을 강조한 일화가 된다. 칠성경
(七星經)과 함께 유가서로서 대학이 도가적 술법을 익히기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유불선에 대한 통합적 세계관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대학』은 전승에서 대운(大運)을 품고 있는 유가 문헌으로 인간의 활연관통(豁然貫通)과
심성도야(心性陶冶)를 위해 중요한 문헌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인간 심성만이 아니
라 『대학』의 구절 자체가 주술적 성격을 갖는 언어로 사용되어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된 전승도
볼 수 있다.15) 다음으로 사서(四書)외에 어떤 문헌들이 인용되어 전승 내용을 이루고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3. 고문진보(황주죽루기, 엄자능묘기)

『고문진보(古文眞寶)』의 작품들이 강증산 전승에 수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작품은 「황주죽루
기(黃州竹樓記)」와 「엄자능묘기(嚴子陵廟記)」이다.16)

갑진년 二월에 굴치(屈峙)에 계실 때 영학에게 대학을 읽으라 명하셨으되 이를 듣지 않고
그는 황주죽루기(黃州竹樓記)와 엄자능묘기(嚴子陵廟記)를 읽으니라. 「대(竹)는 죽을 때 바꾸
어 가는 말이요. 묘기(廟記)는 제문이므로 멀지 않아 영학은 죽을 것이라」 하시며 이 도삼을
불러 시 한귀를 영학에게 전하게 하시니 이것이 곧 골폭사장전유초(骨暴沙場纏有草) 혼반고국
14) 권지 1-29.
15) 어느날 종도들과 함께 가시다가 한 주막에 들어가셨도다. 그 집 주인을 보시더니 ｢저 사람이 창증으로 몹시 고생하고
있으니 저 병을 보아주라｣고 종도들에게 이르시고 ｢대학지도 재명명덕 재신민 재지어지선(大學之道在明明德 在新民在
止於至善)｣을 읽히시니라. 집 주인은 물을 아래로 쏟더니 부기가 빠지는도다. 웃으시며 ｢너희들의 재조가 묘하도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길에 오르셨도다.(제생 32)
16) 『고문진보』 소재 이태백의 시인 「춘야연도리원서」가 주문(呪文)으로 사용된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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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인(魂返故國弔無人)이니라.17)

「황주죽루기(黃州竹樓記)」에서는 제목에서의 죽(竹, 대나무)의 의미가, 엄자능묘기(嚴子陵廟記)
에서는 문학양식으로서 묘기(廟記)의 의미가 쓰여 져서 전승에서 영학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되어 ‘죽음’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산이 영학에게 전해준
「골폭사장전유초(骨暴沙場纏有草) 혼반고국조무인(魂返故國弔無人)」이라는 시(詩) 구절도 문학작
품이 인용된 의미와 부합되어 일화(逸話)를 이루고 있다.
다음으로 병가서(兵家書)인 『육도삼략(六韜三略)』이 전승에서 인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육도
삼략』의 내용이 교훈적인 글로 사용된 것이다.

어느날 형렬에게 夫用兵之要在崇禮而重祿 禮崇則義士至祿重則志士輕死 故祿賢不愛財賞功不
逾時則士卒並敵國削을 외워주시고 기억하라고 이르셨도다.18)

정미년에 태인 고현리 행단에 이르러 차 경석에게「夫主將之法 務攬英雄之心 賞祿有功 通志於
衆 與衆同好靡不成 與衆同惡靡不傾 治國安家得人也 亡國敗家失人也 含氣之類 咸願得其志」란 글
한 절을 외워주시고 잘 지키기를 바라시면서 수부(首婦)가 들어서야 하느니라고 이르시니라.19)

위에서 김형렬과 차경석은 증산을 따르던 제자들이었다. 위의 삼략(三略) 가운데 상략(上略)의
글들은 일종의 무경(武經)으로서 두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전승에 삽입되었음을 볼 수 있다.
김형렬에게는 병사를 쓰는 요점을 알려주고 차경석에게는 장수들을 거느리는 법을 말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다른 것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의 품성과 천지공사에서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병법의 내용을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일러준 것이 된다. 차경석에게 주장(主將)의 법(法)을 잘
지키기를 바라며 수부(首婦)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삼략의 글을 인용해 전승 자체에서 주장하려는
특별한 의미를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4. 사략(史略)

역사서인 『사략』의 기록이 전승에 삽입되고 있다.
17) 권지 1-28.
18) 행록 2-18.
19) 교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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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사에 따라갔을 때 종도들에게 천황(天皇) 지황(地皇) 인황(人皇) 후 천하지 대금산(天下
之大金山) 모악산하(母岳山下)에 금불(金佛)이 능언(能言)하고 육장 금불(六丈金佛)이 화위전
녀(化爲全女)이라 만국활계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청풍명월금산사(淸風明月金山寺) 문명개
화삼천국(文明開花三千國) 도술운통구만리(道術運通九萬里)란 구절을 외워주셨도다.20)

『사략』의 첫 장은 태고(太古)시대 존재했던 천황(天皇), 지황(地皇). 인황(人皇)에 관한 내용이
순서대로 등장한다. 이러한 태고와 관련된 기록이 전승에 삽입되며 증산이 탄생한 유래담이 되는
미륵금불(전북 모악산)과 연계되어 강씨성으로 태어난 증산의 탄생에 대한 신비성을 주고 있다.
나아가 이는 뒷 부분에서 증산이 이룰 미래의 유토피아에 대한 예언적 전승들이 함께 결합되어
천황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역사가 이제 증산으로 이어지며 도술운통구만리(道術運通九萬里)를 통해
도가적 이상세계를 이룬다는 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전승이 된다.

5. 수운가사

수운가사(水雲歌辭)는 동학가사(東學歌辭)라고도 하는데 수운가사가 인용되어 사용되어졌다.

「동학가사(東學歌詞)에 세 기운이 밝혔으니 말은 소‧장(蘇秦張儀)의 웅변이 있고 앎은 강절
(康節)의 지식이 있고 글은 이‧두(李太白杜子美)의 문장이 있노라.」 하였으니 「잘 생각하여
보라」고 이르셨도다21)

수운 가사에 제소위추리(諸所謂推理)한다고 생각하나 그뿐이라 하였나니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지 아니함은 의혹이 더하는 연고라. 이곳이 곧 선방(仙房)이니라.22)

증산과 수운과의 관계는 수운이 계시를 받은 것으로 특별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증산이 금산사 미륵불에 영(靈)의 상태로 있을 때 수운에게 하늘의 명과 신의 가르침을 준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수운이 동학(東學)을 창도한 것으로 나타난다.23) 비록 수운이 유교의 전헌으
20)
21)
22)
23)

예시 14.
교법 2-42.
교법 3-32.
상제께서 어느 날 김 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利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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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산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증산의 계시를 받은 수운이 지은 수운의 가사는 증산 대에
와서 다시 전승에 삽입되며 증산의 전승을 이루는 화소가 된 것이다. 동학가사에 등장하는 수운이
말한 ‘웅변, 지식, 문장’과 관련해서 전승은 그 내용을 수용하여 증산 대에 와서도 사람이 갖추어야
될 세 가지 능력으로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또 증산 자신의 말에 대해 수운가사의 언급처럼 여러
가지로 이치를 추론해보는 것은 증산의 가르침이 선(仙)을 추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
고 있다.

6. 도교 설화

도교 설화가 전승에 인용되어 교훈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보라 선술을 얻고자 십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그의 성의로 하늘에 올림을
받은 머슴을. 그는 선술을 배우고자 스승을 찾았으되 그 스승은 선술을 가르치기 전에 너의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하니라. 그 머슴이 십년 동안의 진심 갈력(盡心竭力)을 다한 농사 끝에야
스승은 머슴을 연못가에 데리고 가서 「물위에 뻗은 버드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물위에 뛰어내
리라. 그러면 선술에 통하리라」고 일러주었도다. 머슴은 믿고 나뭇가지에 올라 뛰어내리니
뜻밖에도 오색 구름이 모이고 선악이 울리면서 찬란한 보연이 머슴을 태우고 천상으로 올라
가니라.24)

하루는 상제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탕자의 일에 비유하시니라. 「옛날에 어떤 탕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자신이 방탕하여 보낸 허송 세월을 회과 자책하여 내 일생을 이렇게 헛되게
보내어 후세에 남김이 없으니 어찌 한스럽지 아니하리오. 지금부터라도 신선을 만나서 선학
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
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
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년을 지내다가 최 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
라」고 말씀하셨도다.(교운 1장 9절)
24) 예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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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우겠노라고 개심하니라. 그러던 차에 갑자기 심신이 상쾌하여 지더니 돌연히 하늘에
올라가 신선 한 분을 만나니라. 그 신선이 네가 이제 뉘우쳐 선학을 뜻하니 심히 가상하도다.
내가 너에게 선학을 가르치리니 정결한 곳에 도장을 짓고 여러 동지를 모으라고 이르니라.
방탕자는 그 신선의 말대로 정신을 차리고 동지를 모으기 시작하였으나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방탕을 알고 따르지 않는지라. 겨우 몇 사람만의 응락을 받고 이들과 함께 도장을 차렸던
바 갑자기 천상으로부터 채운이 찬란하고 선악소리가 들리더니 그 신선이 나타나서 선학을
가르쳤도다.」25)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일은 여 동빈(呂洞賓)의 일과 같으니라. 그가 인간의 인연을
찾아서 장생술을 전하려고 빗장사로 변장하고 거리에서 이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흰 머리가
검어지고 굽은 허리가 곧아지고 노구가 청춘이 되나니 이 빗 값은 천냥이로다고 외치니 듣는
사람마다 허황하다 하여 따르는 사람이 없기에 그가 스스로 한 노구에게 시험하여 보이니
과연 말과 같은지라. 그제야 모든 사람이 서로 앞을 다투어 모여오니 승천하였느니라.」26)

위의 10년 머슴의 득도(得道), 탕자(蕩子)의 비유, 여동빈의 빗 등의 설화는 도교적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으로 전승에 수록되며 증산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도교 설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전승이 이루진 면은 도교적 요소가 증산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위의 세 편의 설화 내용은 공통적으로 득도, 성공, 장생 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주제의 유사성을 볼 때 인간의 믿음과 정성 그리고 실천을 통한 완성의 면에서 도교
설화가 전승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7)
25) 교법 3-16
26) 예시 61
27) 다음의 류훈장과 최풍헌의 설화도 믿음의 면이 강조되고 있는 설화이다.. “그리고 하루는 종도들에게 지난 날의
일을 밝히시니라. 「최 풍헌(崔風憲)이라는 고흥(高興) 사람은 류 훈장(柳訓長)의 하인인데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과
같이 그 언행이 거칠으나 일 처리에 남보다 뛰어난지라 훈장은 속으로 그 일꾼을 아꼈도다. 훈장은 왜군이 침입한다는
소문에 민심이 흉악해지는 터에 피난할 길을 그에게 부탁하였으되 풍헌은 수차 거절하다가 주인의 성의에 이기지
못하여 가산을 팔아서 나에게 맡길 수 있나이까 고 물었느니라. 류 훈장이 기꺼히 응락하고 가산을 팔아서 그에게
맡겼도다. 풍헌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술을 마시며 방탕하여도 류 훈장은 아예 모르는 체 하더니 하루는
최 풍헌이 죽었다는 부고를 받고 뜻밖의 일로 크게 낙담하면서 풍헌의 집에 가서 보니 초상난지라. 그는 하는 수
없이 그의 아들을 위로하고 혹 유언이나 없었더냐고 물으니 그 아들이 「류 훈장에게 통지하여 그 가족들에게 복을
입혀 상여를 따라서 나를 지리산(智異山) 아무 곳에 장사하게 하라」고 전하니라. 이 유언을 듣고 류 훈장은 풍헌을
크게 믿었던 터이므로 집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의논하니 다만 큰 아들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좇는도다. 사흘이 지나
모두들 운상하여 지리산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산상에서 상여를 버리고 이곳으로 빨리 오르라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모두 그 쪽을 바라보니 최 풍헌이라. 모두들 반겨 쫓아 올라가니 그 곳의 집 한 채에 풍부한 식량이 마련되어 있느니라.
다시 최 풍헌을 따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가리키는 대로 내려다 보니 사방이 불바다를 이루고 있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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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속담

속담(俗談)을 인용해 교훈적으로 사용하거나 교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전승이 등장한다.

속담에「맥 떨어지면 죽는다」하나니 연원(淵源)을 바르게 잘 하라.28)

속담에「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라.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29)

‘맥(脈) 떨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연원(淵源)과 연계되어 있는 것은 속담이 전승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인용된 것이다.’무척 잘 산다‘는 속담의 의미가 사상적으로 통하는 면이 있어 그
의미가 풀이되며 전승을 형성시키고 있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민중들에게 유행하는 속담을 인용하
여 전승을 이룬 것은 다수의 하층민들에게 쉽게 접근해갈 수 있는 대중적 성격을 강증산 전승이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에서 맹자, 대학, 고문진보(古文眞寶), 삼략, 사략(史略), 수운가사, 속담, 설화 등이 인용되어
강증산 전승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강증산 전승에 인용된 주요문헌 전승요약

인용 문헌

문헌 성격

전승의 문헌 인용양상

전승에서의 추가서술 및 의미

맹자

사서

한 구절이 강조 됨

인용된 한 구절이 중요함

대학

사서

경과 전 구절 인용

대운, 활연관통, 도통, 교훈, 주술성

사략

역사서

태고 관련 구절

최초의 존재로부터 증산까지 서술

고문진보

한문학서

몇 작품이 인용됨

죽음의 상징, 주술성

수운가사

가사문학

몇 구절이 인용됨

교훈, 사상설명

도교설화

도교문학

속담

구비문학

증산의 일과 같음, 교훈
몇 구절이 인용됨

교훈, 사상 설명

그 까닭을 물으니 그는 왜병이 침입하여 마을마다 불을 지른 것이라」 이르도다.”(교법 3-17)
28) 교법 2-43.
29) 교법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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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물기록 인용으로 본 강증산 전승
과거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내용이 20세기 초 강증산 관련 전승에 인용되며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
고 있는데 전승의 양상이 어떠한가를 보기로 한다.

1. 강신농

강신농은 인류사에서 15대를 이어지다가 끊긴 풍성(風姓)을 이은 원시성(原始姓)이 된다. 강신농은
강(姜)씨의 시조인데 인류의 원시성인 강씨는 강증산이 강씨 성을 갖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전승에
서 강신농은 고대 농사와 의약을 전한 인물로 등장한다. 아울러 고대 강신농의 업적에 대해 인류가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강태공도 인류사에 공업(功業)을 세운 인물로 나타난다.

「신농씨(神農氏)가 농사와 의약을 천하에 펼쳤으되 세상 사람들은 그 공덕을 모르고 매약
에 신농유업(神農遺業)이라고만 써 붙이고 강태공(姜太公)이 부국강병의 술법을 천하에 내어
놓아 그 덕으로 대업을 이룬 자가 있되 그 공덕을 앙모하나 보답하지 않고 다만 디딜방아에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강태공 조작(庚申年庚申月庚申日姜太公造作)이라 써 붙일 뿐이니 어찌
도리에 합당하리요. 이제 해원의 때를 당하여 모든 신명이 신농과 태공의 은혜를 보답하리라」
고 하셨도다.30)

위에서 과거 삼황의 한 인물로서 강신농이 행했던 일과 관련해서 해원시대가 되어 보은(報恩)을
해주어야할 대상으로 평가된다. 이는 19세기 말 증산이 주장한 원시반본(原始返本)과 보은상생의
이념에 맞춘 인물 평가가 된다.

2. 강태공(姜太公)

강태공(姜太公)은 부국강병(富國强兵)의 술법을 전해준 인물로 등장하는데 강태공이 행한 과거
업적에 대해서도 강신농과 마찬가지로 보은을 해주어야한다고 전승에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해원
과 보은의 면은 판소리의 서사구조에서 전반부에 현실세계의 모순과 갈등을 보여주면서 선천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조이고 후반부는 해원을 통해 생명운화의 지극한 공능 즉 신명의 작용이 건강함
30) 예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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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회복한 이상 세계인 후천 개벽세상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31)

「강태공(姜太公)이 십년의 경영으로 낚시 三천 六백개를 버렸으니 이것이 어찌 한갖 주(周)
나라를 흥하게 하고 제나라 제후를 얻으려 할뿐이랴. 멀리 후세에 전하려함이니라. 나는
이제 칠십 이둔으로써 화둔을 트니 나는 곧 삼이화(三离火)니라」고 말씀하셨도다.32)

「문왕은 유리(羑里)에서 삼백 팔십 사효를 지었고 태공(太公)은 위수(渭水)에서 삼천 육백
개의 낚시를 버렸는데 문왕의 도술은 먼저 나타나고 태공의 도술은 이때에 나오나니라」
하시고 「천지무일월공각(天地無日月空殼) 일월무지인허영(日月無知人虛影)」이라 하셨도
다.33)

문왕의 384효와 같은 맥락에서 강태공은 당대의 상황만이 아니라 낚시하며 낚시 바늘을 버린
숫자와 관련해서 문왕 이후의 역학(易學)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문왕의 384효와
함께 이제는 태공의 역학의 원리가 세상에 나오게 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전승에서는 강태공의
도술과 연계해서 ‘나는 이제 칠십 이둔으로써 화둔을 트니 나는 곧 삼이화(三离火)니라’는 증산의
도술 관련 화소가 나타난다.

3. 제요(帝堯)

또 문왕이나 강태공 같은 인물이 지인(知人)으로서 있었기에 천지의 이치가 인류에게 전해졌음을
밝히고 있는데 일월무지인허영(日月無知人虛影)은 지인으로서 요(堯)가 일월성신의 운행을 관찰하
여 삼가 사람의 때를 주었다는 다음의 전승과 같은 내용이다.

정미년 섣달 스무 사흘에 신 경수를 그의 집에서 찾으시니라. 상제께서 요(堯)의 역상
일월성신경수인시(曆像日月星辰敬授人時)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일월이 아니면 빈
껍데기요. 일월은 지인(知人)이 아니면 허영(虛影)이요. 당요(唐堯)가 일월의 법을 알아내어
백성에게 가르쳤으므로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이치가 비로소 인류에게 주어졌나니라」 하셨도
다. 이때 상제께서 일월무사치만물 강산유도수백행(日月無私治萬物 江山有道受百行)을 가르
31) 허원기, 판소리의 신명풀이 미학, 박이정, 2001, 227쪽.
32) 예시 20.
33) 예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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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오주(五呪)를 지어 천지의 진액(津液)이라 이름하시니 그 오주는 이러하도다.
新天地家家長歲 日月日月萬事知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福祿誠敬信 壽命誠敬信 至氣今至願爲大降
明德觀音八陰八陽 至氣今至願爲大降
三界解魔大帝神位願趁天尊關聖帝君34)

요의 업적과 관련해서 요는 지인(知人)으로 평가되고 이러한 지인이 있었기에 인류에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이치가 전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요의 이야기에 이어 전승에는 일월(日月)
과 강산(江山)에 대해서 밝히고 다섯 개의 주문이 등장하는데 이 주문은 천지의 진액(津液)이 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상에서 요, 강태공, 문왕은 천지일월의 법리를 알아내어 인류에게 전해준 인물로 평가되며
강신농과 강태공의 업적에 대해서는 그 업적에 상응하는 해원과 보은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고대 인물들의 공업(功業)에 상응하는 새로운 전승에 상응하는 새로운 전승이 추가되며
강증산 전승이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증산 전승에서 과거 역사 인물들을 평가하며
인물들의 위업을 기리고 그 의미를 부연하면서 증산 자신의 사상체계 속에서 추가적으로 구술한
전승물들이 함께 결합되어 전승기록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증산에 대한 기록을 형성
하는데 있어 고대의 문헌과 인물에 대한 기록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4. 제순(帝舜)

순(舜)은 『서전(書傳)』의 관련 글귀가 전해지고 부친 고수(瞽叟)와의 관계가 나온다. 단주(丹朱)와
의 왕위계승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세상에서 우순(虞舜)을 대효(大孝)라 일렀으되 그 부친 고수(瞽叟)의 이름을 벗기지 못하였
으니 어찌 한스럽지 아니하리오35)

순과 부친과의 일을 역사적으로 보면 부친이 이복동생 상(象)과 함께 순을 수 차례 죽이려고
34) 교운 1-30.
35) 교법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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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간신히 그의 목숨을 유지하였으며 살해 행동 속에서도 순은 부친에게 끝까지 효도를
다한 인물로 나타난다. 이 일로 순은 효(孝)를 상징하는 인물로 역사에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과 평가에 대해 전승은 부친 고수(瞽叟)의 입장에서 순을 조망하고 있다.
아버지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끝까지 효를 행애 효자로 평가받고 있는 순과 다르게 부친
고수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 고수는 악부(惡父)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면을 전승은 상기시키며
순의 효에 대해 안타까운 면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식의 입장에서 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
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가 양자 관계에서 효에 있어 중요함을 읽을 수 있는 전승기록이 된다.

5. 단주(丹朱)

단주(丹朱)에 관한 전승은 부친 제요(帝堯)와의 부정적 관계로 기록되어 있다. 아들이 아버지의
처사에 대해 한(恨)을 품는 것으로 나타난다.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긁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
고 원(寃)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
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
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36)

단주는 서경의 기록에 요가 불초하다37)하고 배를 띄우고 놀았다38)고 기록되어 있다. 단주가 왕위
를 제왕인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한 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강증산
전승에서는 정사(正史)의 기록에 없는 단주의 원한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주는 부친
요로부터 왕위를 받지 못해 한(恨)을 품게 된 인물로 묘사된다. 단주의 한이 세상에 퍼져 인류가
대립과 갈등으로 지금의 진멸지경에 이르게 됐음을 말하고 있다. 이에 그 해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증산 전승에 기록되어 있다.
36) 공사 3-4.
37) ‘嚚訟’(『書傳』,堯典 編)
38) ‘罔水行舟’(『書傳』,益稷 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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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와 관련해서 순은 요로부터 선양에 의해 왕위를 물려받은 인물로도 유명한데 이에 대한
전승이 요의 아들인 단주(丹朱)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이 전승에서 순은 요(堯)로부터 선양(禪
讓)에 의해 왕위를 받았으나 왕위를 받지 못한 요의 친아들 단주에 의해 죽은 것으로 되어있다.
아울러 요의 두 딸 아황(蛾黃)과 여영(女英)은 순이 죽은 비극으로 소상강에 몸을 던져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6. 관운장(關雲長)

삼국지(三國志)에 등장하는 관운장(關雲長)이 신으로서 조선의 관왕묘(關王廟) 등에 모셔지고 있
는 면과 관련된 전승이 나타난다.

신 원일을 데리고 태인 관왕묘 제원(關王廟祭員) 신 경언(辛敬彦)의 집에 이르러 머물고
계실 때 그와 그의 가족에게 가라사대 「관운장이 조선에 와서 받은 극진한 공대의 보답으로
공사 때에 반드시 진력함이 가하리로다」 하시고 양지에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경언은 처음
보는 일이므로 괴이하게 생각하였도다. 이튿날 경언과 다른 제원이 관묘에 봉심할 때 관운장
의 삼각수 한 갈래가 떨어져 간곳이 없으므로 제원들은 괴상하게 여겼으되 경언은 행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공사에 진력하기 위하여 비록 초상으로도 그 힘씀을 나타내는 것이라 깨달
았도다.39)

관운장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공대가 큼으로 관운장 사당에 모셔진 관운장 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전승이다. 나아가 이러한 관운장의 신적 존재로서의 평가는 전승에서 주술적으로도 중요
한 위치로 높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황 응종이 노랑닭 한 마리를 올리니라. 밤중에 형렬에게 그 닭을 잡아 삶게 하고 김 형렬‧한
공숙‧류 찬명‧김 자현‧김 갑칠‧김 송환‧김 광찬‧황 응종 등과 나눠 잡수시고 운장주(雲長呪)를
지으셔서 그들에게 단번에 외우게 하셨도다. 이것이 그 때의 운장주이니라.
「天下英雄關雲長 依幕處 近聽天地八位諸將 六丁六甲六丙六乙 所率諸將 一別屛營 邪鬼唵唵喼
喼如律令娑婆啊」40)
39) 권지 2-21.
40) 교운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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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운장과 관련된 주문인 운장주를 지었다는 일화이다. 관운장을 대접하기위해 노랑 닭이 올려지
고 여러 제자들과 함께 닭을 먹은 후에 운장주를 지었다는 것은 역사적 인물로서의 관운장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전승에서는 주문까지 지어 초월계에 있는 관운장을 「관성제군(關聖帝君)」으로
신격화하는 면모를 볼 수 있다. 인간계가 초월계와 단절되고 인간세상의 예사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 인간중심적이요 현실중심적일 테지만, 초월계가 인간계와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는
인식 역시 인간중심적이다. 서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서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방식으로
두 세계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인간계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는 논리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41) 이상의 강증산 전승에 나타나는 인물전승에 대한 내용을 표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강증산 전승에 인용된 주요인물 전승요약

인용 인물
천황 지황 인황

인용 내용

전승의 추가 서술

천황 지황 인황

증산의 탄강, 이상세계

원시성

증산이 강씨성

농사와 의약을 전해줌

신농 보은

신농씨

전승에서의 의미
증산과 연계
보은

작난 치난, 전봉준의 동난
황제, 치우

지남거

치난
수운과 증산의 관계

요

역상일월경수인시

지인

순

대효

악인 부친 고수

단주

요,순과의 관계

단주 원한

강태공

부국강병,3600개의낚시

해원

태공도술 출현,
새로운 역법
보은
문왕

384효

보은

관운장

조선에서 信奉

삼각수, 운장주

4. 결어
강증산(姜甑山,1871-1909)은 19세기 말인 조선 말기에 고부(古阜,전북)에서 태어나 민중종교운동
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는 기존의 세상이 상극(相克)의 원리에 지배를 받아 세상에 원한이 생기게
되어 우주적으로 혼란이 야기됐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한을 해소하고 상극과 반대인 상생적(相生
41) 박종성, 구비문학, 분석과 해석의 실제, 월인,2001,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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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원리를 주장한 해원상생(解冤相生) 사상을 주창(主唱)하여 최수운(崔水雲, 1824-1864)의 동학(東
學) 운동을 이어 민중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알렸다.
증산은 많은 문헌들을 접하며 유교 불교 선교(仙敎) 음양학 참위학 등과 관련된 문헌을 두루
읽고 천하를 광구(匡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증산의 학문적 행적이 전승에 투영되
어 그의 독창적 사상들과 만나 조선말기 강증산 전승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맹자에 대해서 맹자의 한 구절을 말하며 더 이상 볼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유교적 질서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상관된다. 대학은 전승에서 중요한 문헌으로 자리하
고 있다. 맹자와는 다르게 문헌인 대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타난다. 전승에서 대운(大
運)을 품고 있는 유가 문헌으로 인간의 활연관통(豁然貫通)과 심성도야(心性陶冶)를 위해 중요한
문헌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주술적 성격을 갖는 언어로 사용되어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된 전승도
볼 수 있다.
병가서(兵家書)인 육도삼략(六韜三略)이 전승에서 인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육도삼략의 내용
이 교훈적인 글로 사용된 것이다. 과거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내용이 20세기 초 강증산 관련 전승에
인용되며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강신농이 행했던 일과 관련해서 해원시대가 되어 보은(報恩)을 해주어야할 대상으로 평가된다.
강태공은 부국강병(富國强兵)의 술법을 전해준 인물로 등장하는데 강태공이 행한 과거 업적에 대해
서도 강신농과 마찬가지로 보은을 해주어야한다고 전승에 전해지고 있다. 요, 강태공, 문왕은 천지
일월의 법리를 알아내어 인류에게 전해준 인물로 평가되며 강신농과 강태공의 업적에 대해서는
그 업적에 상응하는 해원과 보은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증산 전승에서 과거 역사 인물들을 평가
하며 인물들의 위업을 기리고 그 의미를 부연하면서 증산 자신의 사상체계 속에서 추가적으로
구술한 전승물들이 함께 결합되어 전승기록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증산에 대한 기록
을 형성하는데 있어 고대의 문헌과 인물에 대한 기록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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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遺産의 敎育的 活用과 歷史文化 硏究成果의
效果的 擴散
-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을 중심으로 -

柳昊澈
安養大學校

1. 역사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한 민족이나 국가, 지역 등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해온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쌓아온 삶의 자취를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국사(國史)는 나라를 단위로 한 역사,
그 중에서도 자국(自國)의 역사를 말한다. 국사는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 조상이 걸어온 길이자
삶 자체이며, 그렇기에 국사 교육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새삼 길게 논할 필요조차 없다.
이 글에서는 교과목으로서의 국사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국사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방안으로서 문화유산 활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사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본다.
우선 국사는 국가적, 민족적, 지역적 정체성을 확보해준다. 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하고 그것을 이용하며 이룩해온 것이 역사이므로, 환경이 다르면 같은 민족 또는 종족이
라도 다른 역사를 만들게 된다. 거꾸로 같은 혈통이 다르면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왔더라도 각각이
가진 특성과 기질의 차이에 따라 역사도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모든 공동체들은 자신들이 가진
특성과 기질, 그들이 처해있는 환경의 차이로 인해 조상 대대로 서로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을
유지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여러 공동체들의 역사는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을 가지며,
서로 다름을 뜻하는 이러한 다양성은 곧 자신들만의 특성을 이루어 민족적, 국가적, 지역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둘째, 각 공동체의 역사는 그것에 내재된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리 삶을 더욱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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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해준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에 사는 어떤 민족이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비슷한 방식으로 살고 있다. 비슷한 것을 입고 먹으며, 일상적인 생활 방식도 점점 더 비슷해지
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고방식도 그렇게 되고 있다. 민족성이나 지역성은 이미 크게 약화되었고,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문화적으로 획일화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역사는
짧게는 수 년, 수 십, 수 백 년에서 길게는 천 년 이상의 긴 시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오늘날과
같은 획일화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대를 담고 있다. 그렇기에 역사는 집단 간 문화적 다양성으로
가득 차있고, 집단 간 차이를 의미하는 이러한 다양성은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해준
다. 사람들이 다른 지역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것은 자신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 곧 문화적 다양성이고 각 지역의 역사인
것이다.
셋째, 역사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토대가 되어준다. 사람들이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이전에 있던 것에서 부족함을 느껴서 보다 나은
것을 갈망했기 때문이다. 필요를 느껴야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는 당연히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것, 과거에 가졌던 것을 기초로 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설령
기존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혁신적인 신문물을 창조하는 것도 아무런 기반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렇기에 고유섭은 ‘문화재는 인간생활의 전통을 보여주는 증명체이다. 창조는 전통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리하여 역사는 생활의 잔해가 아니라 창조의 온상이며, 문화재는 한낱 역사의 조백이
아니라 역사의 상징, 전통의 현현인 것이다.’라고 하였다1). 요컨대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지평이며, 창조하는 길을 알려주는 기초이자 나침반인 것이다.
넷째, 역사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해주는 자원이다. 공동체가 살아온 과정이 역사이므로,
그 속에는 각 지역에서 여러 시대에 걸쳐 이룩된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풍부하게 담겨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오늘날 교육과 관광, 연구, 국위 선양, 문화산업 등의 소재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원
으로 활용되고 있다. 역사 자체를 직접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나 그 결과물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2차적 활용에 이르기까지 자원으로서의 역사는 그 활용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역사적 사실과 그에 관한 기록을 토대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고 뮤지컬이나 연극
등 공연예술을 창작하는 것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새로운 장르의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이다.

1) 고유섭, 『송도고적』, 박문출판사, 1946. 우현 고유섭은 1935.06.01. - 1940.10.01. 사이에 당시 개성 지역신문인 『고려시
보(高麗時報)』에 ‘개성고적안내’라는 제목으로 31편의 글을 발표하였고, 『송도고적』은 여기 실린 글들을 모아 그가
세상을 떠난 뒤인 1946년 10월에 발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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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역사는 현재를 인식하고 미래의 방향을 정하게 해주는 기준이다. 역사를 교육하는 것은
과거를 보는 시각을 갖추게 하는 것이자 현실을 인식하는 틀로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나 옛 이야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토대이다.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므로 당연히 중요한 것이라는
당위론을 넘어 현실적으로도 다양한 효용을 창출하게 해주는 자원인 것이다.

2. 교과목으로서 국사(國史)에 대한 인식
역사가 이처럼 다양하고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역사를 교과과정에
포함하여 교육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서술 방식이나 집필 시각 등에 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것은
역사교육이 학생들,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토록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진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과목으로서의 역사, 즉
국사(國史)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연구자는 역사 과목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교육이 그러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갖는지에
관해 연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역사를 직접 강의하
고 강의 전과 후에 그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강의 제목 : 역사와 문화유산
강의 대상 : 고등학생 43명(강의 전), 40명(강의 후)
강의 기간 : 2014년 2학기, 2015년 1학기

이 강의는 경기도 의정부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의정부고등학교를 통해 주관
한 ‘의정부 에듀클러스터 토요심화과정’ 중 역사학 강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여러 분야의 강의들
중 역사학에 지원하여 선발된 학기당 20명 내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의정부시 관내
여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들로, 향후 대학에 진학하여 역사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자
할 만큼 역사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다. 강의는 매주 토요일 3시간씩, 총 13주간 이루어졌고,
이 중 개강일과 종강일을 제외하고 역사에 관한 강의는 다음과 같이 10회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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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 강의 구성

순서

제목

1

역사와 기록, 기록문화, 기록유산

2

왕조의 역사를 담은 보물, 궁궐

3

궁궐의 변천과 역사적 의미

4

전통 건축에 담긴 멋과 지혜

5

탑으로 보는 고대와 중세의 사회문화

6

기와로 읽는 삼국과 통일신라의 역사

7

옛 무덤이 전하는 고대인들의 삶

8

선사에서 조선까지, 옛 그릇

9

유물로 만나는 문화로서의 역사 – 국립중앙박물관 현장 강의

10

유네스코 등재 유산과 그 의미

모든 강의는 역사기록, 궁궐, 전통건축, 탑, 기와, 무덤(고분), 그릇(토기, 도기, 자기 등) 등 문화유
산을 활용한 역사 강의로 하였고, 국립중앙박물관 답사가 1회를 차지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조각․공예관과 선사․고대관을 관람하며 현장에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질문에 대해 5(매우 그렇다)부터 1(전혀 그렇지 않다)까
지 다섯 단계 중 선택해서 답하도록 했다. 강의 전 조사에는 총 43명이 참여하였고, 강의 후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탈락한 3명을 제외한 40명이 응답하였다.

<표 2> 강의 전․후 역사 과목에 대한 인식(5점 척도)

문항

질문

강의 전

강의 후

1

역사는 외우는 과목이다.

3.45

2.33

2

역사는 어려운 과목이다.

3.32

2.86

3

역사는 재미있는 과목이다.

3.78

4.48

우선 강의 전 42명의 학생들에게 조사한 결과 역사는 외우는 과목(3.45)이고 어려운 과목(3.32)이
라는 인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전공 분야에 걸쳐 개설된 10여
개의 강의들 중에서 ‘역사와 문화유산’ 강의를 선택한 학생들임에도 외우는 과목, 어려운 과목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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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문화유산을 활용한 10주 간의 역사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역사는 외우는 과목이라는
인식과 어려운 과목이라는 인식이 강의 전 후 각각 1.12, 0.46 떨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역사는
재미있는 과목이라는 인식은 0.70 올라갔다.
한편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를 얻었다.

<표 3> 강의 전․후 역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5점 척도)

문항
1

질문
역사교육을 통해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강의 전

강의 후

3.26

4.29

2.56

4.19

내가 경험한 역사수업들은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키우는 데
2
효과적인 것들이었다.

역사교육의 효과는 역사교육이 창의력과 사고력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방식으로 조사하였
다. 그 결과 역사교육을 통해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는 인식이 개강 전에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강의 후에는 1.03 상승하여 더욱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나아가 자신이 경험한
역사수업들이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것들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강의 전에 비해
강의 후에 1.63이나 높아졌다. 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자들이 느끼는 바를 보다 실제적으
로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질문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창의력과 사고력
을 증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 강의는 학생들의 역사 과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외우게 하는 역사교육은 역사를 재미
없고 어렵기만 한 암기과목으로 만들어서 역사에 대한 거부감을 키울 뿐이다. 이러한 인식은 국민의
역사적 인식 수준, 의식 수준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조사 대상 학생들에게 ‘왕오천축
국전(往五天竺國傳)’이라고 쓰고 읽어보라고 한 결과 바르게 읽은 사람은 5명에 그쳤으며, 이는 대학
생들에게서도 그다지 차이가 없다. 뜻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외우게 하는 역사교육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교육을 얼마나 경험해보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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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교육 경험(5점 척도)

문항

질문

강의 전

1

내가 수강해본 역사수업들에서는 대체로 문화유산을 충분히 활용했다.

2.30

강의 전 43명의 학생들에게 조사한 결과 그동안 수강해본 역사수업에서 문화유산을 충분히 활용
했다는 응답은 2.30에 그쳤다. 5점 척도에서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이다.

3. 국사(國史) 교육 소재로서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
앞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역사는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당위론적
중요성을 넘어 다양한 효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공부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교과목으로서의 역사, 즉 국사를 외워야 하는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에게 매 시간 문화유산을 활용한 강의를 경험하게 한 결과 역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 역사 강의에서는 문화유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고등
학교 국사 교과서에 문화유산 활용한 내용이 많지 않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서술된 문화유산에 관한 내용을 보면 앞의 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학생들이 역사를 외워야 하는 과목, 어려워하는 과목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다음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문화유산 중 고대의 탑에 관해 서술된 것이다.

삼국 시대에는 불교의 전파와 함께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여 예배의 주대상으로 삼던 탑도
많이 건립되었다. 고구려는 주로 목탑을 건립했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없다.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은 서탑만 일부가 남아 있는데, 목탑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다. 이를 계승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부여에 남아 있다. 신라의 탑으로는 황룡사 9층탑과 분황사탑이
유명하다. 분황사탑은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탑으로, 지금은 3층까지만 남아
있다. …… 통일 신라에 들어와 석탑은 이중 기단 위에 3층으로 쌓는 전형적인 통일 신라의
석탑 양식을 완성하였다. 통일 신라 초기의 석탑으로 대표적인 것은 감은사지 3층 석탑이다.
불국사에는 통일 신라 석탑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3층 석탑과 높은 예술성과 빼어난 건축술
을 보여 주는 다보탑이 있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253-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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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볼 수 있듯이 국사 교과서의 문화유산에 관한 내용은 생각해볼 여지를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이것을 읽는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왜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는지,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등 사고력과 창의력을 증진할 수 있는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생각해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고구려와 백제, 신라, 통일신라의 탑에
관해 외우는 데 급급하게 된다. 문화유산을 역사교육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헌 기록을
토대로 한 정치사와 경제사, 사회사 등에 더해 외워야 할 것들을 추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부터 암기식 교육에 적합하도록 외우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교육 소재로서 문화유산은 외워야 하는 과목, 어렵고 재미없는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역사교육을 개선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는 무엇일까.
문화유산이 갖는 다음 몇 가지 특성에서 역사교육 소재로서 문화유산의 활용 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역사의 결과물로서 역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오감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문화유
산이다. 역사 자체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사건이자 사실로서 가시적 실체가 없는 것임에 비해,
문화유산은 그러한 사건이나 사실의 결과물로서 남겨진 것이다. 예컨대 고등학교 교과서에 서술된
문화유산 사례로 살펴본 탑(塔)은 불교에서의 중요한 숭배 대상물로서 불교문화가 남긴 결과물이며,
그 실체가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피상적 수준을 넘어 실물을 직접 또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며 교육에 활용하기에 더욱 효과적이다.
둘째, 문화유산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비교적 분명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다.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같은 유형의 것이라면 큰 틀에서는 상당한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세부적으로는 각각이
만들어진 지역에 따라 차이점이 드러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 지역에 분포하는 동일한 종류의
유산이라도 각각이 형성된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과정을 읽을 수
있고, 그것에 영향을 미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과 요인을 추론해볼 수 있다. 예컨대 앞에서
예로 든 탑은 삼국과 통일신라 모두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모양으로 조성되었으나, 세부적으로는
삼국 간 양식이 다르고, 통일신라가 되면서는 또 다른 변화를 겪는다. 공통점 속에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며, 바로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역사교육 소재로서 눈으로 보면서 생각하고 추론해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준다. 비교를 통한 공통점 찾기와 차이점 찾기, 변화 과정 생각하기 등을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고차원적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문화유산으로서 탑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셋째, 역사교육 소재로서의 문화유산은 인간의 심적(心的) 동일성(同一性)을 토대로 사고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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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을 증진시켜준다. 문화유산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문화유산을 만든 주체도, 그것을 소재로
역사를 공부하는 주체도 사람이라는 이 기본적인 공통점은 같은 환경, 같은 상황에 처하면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대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유산을 만든 사람들과 그것을 보는 오늘날 사람
들이 기본적으로 유사한 사고의 틀을 갖고 있고, 그러므로 문화유산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것을
만든 방법,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 변화를 낳은 배경 등을 그 당시 사람들과 같은 시각에
서 상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 과정이 곧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서 인간의 심적 동일성(psychic unity of mankind)이란 사람들은 문화나 인종에 관계없이 기본적
으로 동일한 심리적․인식적 특성을 공유한다는 것이다.2)
이러한 몇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은 역사적 사실을 일방적으로 외우는 수준의 역사교육
을 넘어서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역사 과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데도 크게 쓰일 수 있다.

4. 국사(國史) 교육에서 문화유산 활용 방향
그렇다면 문화유산이 갖는 이러한 특성을 살려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문화유산 교육, 또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이라고 하면 문화유산 답사나 박물관
관람 등 문화유산을 직접 접하는 방식을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문화유산은 현장에 가서
그것을 직접 관람하는 것 이외에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서도 그 의미와 특성 등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탑을 사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네 개의 탑이 있다. 이것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는가, 세부적으로 볼 때 어떤 서로 차이점들이
있는가, 이것들을 두 종류로 분류한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다른 것들에 비해 4번 탑은 어떤
특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차이와 특성을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진을 보며 각자 직접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그 안에는 삼국과 통일신라
간의 상황을 담고 있다. 그 시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으며, 탑 간의 공통점과

2) 이것은 본래 독일 인류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아돌프 바스티안(Adolf Bastian)이 주장한 것이다. Kopping,
Klaus-Peter, Adolf Bastian and the psychic unity of mankind: the foundations of anthropology in nineteenth century

Germany, St. Lucia : University of Queensland Press, 1983 참고. 그 후 이로부터 영향을 받은 타일러(E. B. Tylor)는
인간의 심적 동일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아무런 접촉이 없었던 지역에서도 사회적인 필요가 발생하면 동일한
해결책을 찾기 마련이라고 생각했다(Gosden, Christopher, Anthropology and archaeology : a changing relationship,
London ; New York : Routledge, 1999, 성춘택 역, 『인류학과 고고학』, p.125, 사군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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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고대의 석탑

차이점을 생각하는 것은 곧 그것을 만든 시대의 정치사․경제사․사회사에 해당하는 기초적인 내용을
생각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화유산은 단순히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탑의 특성과 변화 등에 관한 이러한 내용은
이미 오래 전에 건축학이나 미술사학 등에서 연구된 기초적인 것들이다.
이처럼 문화유산은 실물이나 사진, 영상 등을 보면서 직접 생각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력과 창의력을 증진하게 해주는 훌륭한 역사교육 자료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다. 결론만을 말해주고 그것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실적 자료를 근거로 생각을
정리하며 결론에 다다르게 하는 연역적 사고 과정을 이끌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것이다.
역사학과 고고학, 미술사학, 건축학 등 역사문화 관련 학문 분야들에서 축적해온 연구 검증된
연구 성과들 중 이와 같이 중고등학교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소재를 찾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역사 교육은 단순한 외우기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흥미를 유발하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훌륭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반이 마련될 때 역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이처럼 문화유산은 역사 교육의 틀을 바꾸고 역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게 해주며, 역사문화 연구 성과를 효과적으로 확산시켜서 국민의 역사의식 수준을 높이는
훌륭한 교육 소재가 될 수 있다.
흥미를 잃으면 공부하지 않게 되고,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며, 모르면 역사가 아무리 많은
의미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없다.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는
것인지도 모르는 채로 역사가 갖는 효용을 얻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188
■참고문헌■

고유섭, 『송도고적』, 박문출판사, 1946.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2005
Gosden, Christopher, Anthropology and archaeology : a changing relationship, London ; New York
: Routledge, 1999, 성춘택 역, 『인류학과 고고학』, p.125, 사군자, 2001.
Kopping, Klaus-Peter, Adolf Bastian and the psychic unity of mankind: the foundations of anthropology in nineteenth century Germany, St. Lucia : University of Queensland Press, 1983.

※ 이 글은 보완하여 논문으로 작성 중에 있는 원고입니다.

189

三國史記 ｢地理志｣의 分析

宋令旲
韓國傳統文化大學校

1. 머리말
한국 고대의 역사 및 지리 연구에 있어서 『三國史記』 「地理志」는 필수적인 자료이다. 현존하는
국내 문헌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地理志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三國史記』 「地理志」는 신라와 고려의 지명을 비교하여, 각 지역의 위치 비정에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고유어 지명도 다수 남아 있기 때문에 고대 언어 연구에 있어서도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三國史記』 「地理志」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어문학적으
로는 수많은 연구 성과가 배출되어, 주로 한국 고대 언어 복원 및 지명 연구에 다수 활용되고 있다.
때문에 『三國史記』 「地理志」를 주요 대상으로 한 학위논문도 여럿 간행되었다.
역사학적으로도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三國史記』 「地理志」 자체에 대한 연구1)와 이를
활용한 지방 행정 체제 즉 郡縣에 대한 연구도 이행되었다.2) 지명 분포의 배경과 작명 주체 및
시기에 대한 연구3) 및 新羅條와 高句麗條 및 百濟條의 사료적 성격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4)
1) 井上秀雄, 「『三國史記』地理志の史料批判」『新羅史基礎硏究』, 東京: 東出版, 1974 ; 강종훈, 「『三國史記』지리지의 사료비
판」『삼국사기 사료비판론』, 여유당, 2011 ; 윤경진, 「『三國史記』地理志의 기준 시점과 연혁 오류」『韓國史硏究』156,
한국사연구회, 2012 ; 도수희, 「『삼국사기』〈지리지〉에 관한 제 문제」『지명학』20, 한국지명학회, 2014.
2) 方東仁, 「「三國史記」地理志의 郡縣考察 : 九州所管郡縣의 漏記를 중심으로」『史學硏究』23, 한국사학회, 1973 ; 윤경진,
「『三國史記』地理志 수록 군현의 三國 分屬」『韓國史學報』47, 고려사학회, 2012 ; 윤경진, 「고려 ‘신설’ 군현의 연원」『高
麗史 地理志의 分析과 補正』, 여유당, 2012 ; 윤경진, 「泰封의 지방제도 개편 : 『三國史記』地理志 高句麗조의 분석을
중심으로」『동방학지』15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2.
3) 이장희, 「「三國史記」地理志 지명의 작명 주체와 시기」『지명학』6, 한국지명학회, 2001 ; 이부오, 「『三國史記』地理志에
기재된 삼국 지명 분포의 역사적 배경」『지명학』14, 한국지명학회, 2008.

190
나아가 高句麗故地에 대한 연구와,5) 地理志를 활용한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도 있다.6) 지역사 연구
에 적용되기도 하였으며,7) 景德王代의 지명 개정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8)
中國에서는 正史 편찬과 함께 地理志가 간행되었다. 中國 正史 地理志는 풍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 구역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연구도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三國史記』 「地理
志」는 지방 통치 제도 연구 및 지명 연구에만 그쳐 있다. 이는 사료가 매우 국한된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이다. 『三國史記』 「地理志」의 가치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中國 正史 地理志와의 비교로, 「地
理志」 구성의 原型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三國史記』 「地理志」에 기재된 내용이 신라 사회에서 무슨 의미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 기록이 역사적 사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비록 1차
사료라고 하더라도 기록의 목적에 따라 기술 방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하물며 2차 사료나
3차 사료의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더불어 지금까지의 『三國史記』 「地理志」연구에서는 지명 변천과 그 의미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지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체성을 대변해주는 일종의 도구이자 정치적 산물이었다. 삼국시대의
지명 변화도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연계시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中國 正史 地理志와의 비교를 통한 분석, 그리고 「地理志」底本의 역사성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中國 正史 地理志가 무엇이 남아 있고, 각기
어떠한 서술 방식을 사용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三國
史記』 「地理志」의 구성을 살펴보고, 中國 正史 地理志와 비교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三國史記』 「地理志」의 사학사적 의의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통일신라시대는 기존의 삼국시대와는 다르게, 신라 전역의 행정 구역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행정 구역의 정리가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4장에서는 이를 神文王代와 景德王代
4) 盧重國, 「『三國史記』의 百濟 地理關係 記事 檢討」『三國史記의 原典 檢討』(韓國精神文化硏究院 歷史硏究室 編), 韓國精神
文化硏究院, 1995 ; 金泰植, 「『三國史記』地理志 新羅條의 史料的 檢討」『三國史記의 原典 檢討』(韓國精神文化硏究院 歷史
硏究室 編),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5 ; 金泰植, 「《三國史記》 地理志 高句麗條의 史料的 檢討」『歷史學報』154, 역사학회,
1997.
5) 張彰恩, 「5~6世紀 高句麗의 南下와 漢江 流域의 領域向方 : 「三國史記」地理志 '高句麗故地'의 實際」『白山學報』88, 2010
; 장창은, 「『三國史記』地理志 ‘高句麗故地’의 이해방향」『한국학논총』3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문학연구실, 2010.
6) 김현숙, 「4~6세기경 小白山脈 以東地域의 領域向方 : 『三國史記』地理志의 慶北地域 ‘高句麗郡縣’을 중심으로」『한국고대
사연구』26, 한국고대사학회, 2002 ; 이강래, 「백제의 ‘比斯伐’ : 주민의 이동과 지명의 적용」『삼국사기 인식론』, 一志社,
2011 ; 이강래, 「신라의 ‘奈己郡’ : 영토의 변화와 지리의 귀속」『삼국사기 인식론』, 一志社, 2011.
7) 홍영호, 「三陟市 下長面 宿岩里 山城의 발견과 역사성 검토 : 『三國史記』 地理志의 三陟郡 竹嶺縣과의 관련성을 중심으
로」『강원대학교 강원사학』19·20, 강원대학교 사학회, 2004 ; 홍영호, 「『삼국사기』 지리지 溟州 영현 棟隄縣의 위치
비정과 의미」『한국사학보』38, 고려사학회, 2010.
8) 韓準洙, 「新羅 景德王代 郡縣制의 改編」『北岳史論』5, 국민대학교, 1998 ; 한준수, 「신라 中·下代 鎭·道·府의 설치와
체제 정비」『한국학논총』31,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三國史記 ｢地理志｣의 分析_宋令旲

191

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景德王의 지명 개정 정책과 지역에서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
다. 이를 통해 景德王代에 형성된 ‘지명 개정 자료’의 역사성에 대해서도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전 시대의 노력이 고려 초기의 행정 구역 개정과 『三國史記』 「地理志」의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 중국 正史 地理志의 구조
고려시대에 편찬된 『三國史記』는 김부식이 중국의 正史 史書를 참고하여, 고려 이전의 역사인
삼국의 역사를 서술한 것이다. 김부식은 중국의 사서 편찬 방식을 준수하여 『三國史記』를 저술하였
다. 『三國史記』 「地理志」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그 주요 참고 대상이었던 중국
正史 史書의 구성과 地理志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자.
중국 25史 중에서 『三國史記』 이전까지 작성된 사서는 19史로, 『史記』·『漢書』·『後漢書』·『三國
志』·『晉書』·『宋書』·『梁書』·『南齊書』·『陳書』·『魏書』·『北齊書』·『周書』·『南史』·『北
史』·『隋書』·『舊唐書』·『新唐書』·『舊五代史』·『新五代史』가 있다. 이 중에서도 11史 즉 『史
記』·『漢書』·『後漢書』·『晉書』·『宋書』·『南齊書』·『魏書』·『隋書』·『舊唐書』·『新唐書』·『舊
五代史』에서는 志 혹은 書가 구성에 포함되었다.
주지하듯이 중국 최초의 紀傳體 史書는 『史記』로 ‘本紀 / 表 / 書 / 世家 / 列傳’의 체계로 형성되었
다. 그러나 『史記』의 체계는 이후의 正史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漢書』단계에서는 기존의
체계를 수정하여 ‘本紀 / 表 / 志 / 列傳’로 구성하였다. 『漢書』의 체계는 다시 『後漢書』단계에서
변형이 이루어졌다. 즉 ‘本紀 / 列傳 / 志’의 체계로 간소화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舊唐書』에까지
이어졌다.9) 『舊唐書』에서는 다시 『後漢書』의 체계를 본떠 ‘本紀 / 志 / 表 / 列傳’으로 서술하였다.
이후 『舊五代史』는 5代10國의 분열기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5代마다 書를 두고 列傳과 志를 포함시
켰다.
『史記』의 書는 ‘禮 / 樂 / 律 / 曆 / 天官 / 封禪 / 河渠 / 平準’으로 구성된 반면, 후대의 正史인
『漢書』에서는 ‘律曆 / 禮樂 / 刑法 / 食貨 / 郊祀 / 天文 / 五行 / 地理 / 溝洫 / 藝文’으로 정리되었다.
이 중에서도 『史記』의 「河渠書」는 『漢書』와 비교하여 동일하게 대응하지는 않지만 「溝洫志」 및
「地理志」와 성격이 유사하다. 즉 地理志의 시초는 『史記』 「河渠書」로도 볼 수 있으나, 正史에서의
9) 반면 『三國志』는 ‘魏書 / 蜀書 / 吳書’로 구성되었다. 또한 『陳書』·『北齊書』·『周書』·『南史』·『北史』는 ‘本紀 / 列傳’으
로 구성되는 등 더욱더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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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地理志 출범은 『漢書』 「地理志」부터로 보아야 한다.
이후 편찬된 모든 正史 중에서 地理志가 포함된 사서로는 『晉書』·『隋書』·『舊唐書』·『新唐書』
가 있다. 반면 地理志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志의 존재가 확인되며, 그 사례로는 『後漢書』 「郡國志」․
『宋書』 「州郡志」․『南齊書』 「州郡志」․『魏書』 「地形志」․『舊五代史』 「郡縣志」를 들 수 있다.
地理志는 말 그대로 地理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지리적 배경에 대한
내용과 행정 구역에 대한 사항이 복합적으로 서술되었다. 반면 유사한 성격의 志, 즉 郡國志·州郡
志·地形志·郡縣志는 행정 단위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각 志에는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 地理志의 始原에 해당하는 『漢書』 「地理志」의 서문에서
는 신화적인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각 州의 경계·토지 상태·지리적 특징·주요 생산물·각 지역
의 山水를 소개하고, 周代의 9州 및 그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종결하였다. 본문에서는 京兆尹을
시작으로 각 郡縣을 수록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사서의 地理志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志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면 각 사서는 郡縣에 대해 어떻게 서술할까?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 기록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 예시로 지금의 江蘇省 南京市 동쪽에 소재한 주요 도시인 丹陽(丹揚, 丹楊)을
설정하였다. 丹陽으로 찾아볼 수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지역을 설정하였다. 『漢書』·『後漢
書』·『晉書』·『宋書』·『南齊書』·『魏書』·『隋書』·『舊唐書』·『新唐書』·『舊五代史』에 기록된 각
군현의 정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中國 正史 地理志의 각 郡縣 기록

연번
A-1(『漢書』卷28上
「地理志」8上 丹揚郡)

A-2(『後漢書』卷112「郡
國志」4 揚州 丹陽郡)

분류
郡

郡

溧陽, 歙, 宣城。
丹陽郡, 十六城, 戶十三萬六千五百一十八, 口六十三萬五百四十五。
宛陵, 溧陽, 丹陽, 故鄣, 於潛, 涇, 歙, 黝, 陵陽, 蕪湖中江在西。秣陵南有牛

城

A-3(『晉書』卷15

楊郡)

丹揚郡, 戶十萬七千五百四十一, 口四十萬五千一百七十一。縣十七：
宛陵, 於朁, 江乘, 春穀, 秣陵, 故鄣, 句容, 涇, 丹陽, 石城, 陵陽, 蕪湖, 黝,

縣

郡

「志」5, 地理下 揚州 丹

기록

渚。湖熟侯國。句容, 江乘, 春穀, 石城。
丹楊郡[漢置。統縣十一, 戶五萬一千五百]
建鄴[本秣陵, 孫氏改為建業。武帝平吳, 以為秣陵。太康三年, 分秣陵北為

縣

建鄴, 改業為鄴], 江寧[太康二年, 分建鄴置], 丹楊[丹楊山多赤柳, 在西也], 于
湖, 蕪湖, 永世, 溧陽[溧水所出], 江乘, 句容[有茅山], 湖熟, 秣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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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陽尹, 秦鄣郡, 治今吳興之故鄣縣。漢初屬吳國, 吳王濞反敗, 屬江都國。武
帝元封二年, 為丹陽郡, 治今宣城之宛陵縣。晉武帝太康二年, 分丹陽為宣城
郡
郡, 治宛陵, 而丹陽移治建業。元帝太興元年, 改為尹。領縣八。戶四萬一千

A-4(『宋書』卷35

一十, 口二十三萬七千三百四十一。
建康令, 本秣陵縣。漢獻帝建安十六年置縣, 孫權改秣陵為建業。晉武帝平

「志」25, 州郡1 揚州)
縣

吳, 還為秣陵。太康三年, 分秣陵之水北為建業。愍帝即位, 避帝諱, 改為建
康。……(後略)

A-5(『南齊書』卷14

郡

丹陽郡

縣

建康, 秣陵, 丹陽, 溧陽, 永世, 湖熟, 江寧, 句容

郡

淮南郡, 領縣三。

縣

壽春[故楚。有倉陵城], 汝陰[有楊泉城、少溝水], 西宋。

「志」6, 州郡上 揚州 丹
陽郡)
A-6(『魏書』卷106中「地
形志」2中6, 揚州 淮南
郡)

丹陽郡[自東晉已後置郡曰揚州。平陳, 詔並平蕩耕墾, 更於石頭城置蔣州], 統
郡
縣三, 戶二萬四千一百二十五。
江寧[梁置丹陽郡及南丹陽郡, 陳省南丹陽郡。平陳, 又廢丹陽郡, 并以秣陵、

A-7(『隋書』卷31
「志」26, 地理下 揚州 丹

建康、同夏三縣入焉。大業初置丹陽郡。有蔣山],
縣

陽郡)

當塗[舊置淮南郡。平陳,

廢郡, 并襄垣、于湖、繁昌、西鄉入焉。有天門山、楚山], 溧水[舊曰溧陽。
開皇九年廢丹陽郡入, 十八年改焉。有赭山、廬山、楚山]。
江南道, 江南東道, 潤州上。隋江都郡之延陵縣。武德三年, 杜伏威歸國, 置潤
州於丹徒縣, 改隋延陵縣為丹徒, 移延陵還治故縣, 屬茅州。六年, 輔公祏反,
復據其地。七年, 平公祏, 又置潤州, 領丹徒縣。八年, 廢簡州, 以曲阿來屬。

A-8(『舊唐書』卷40

九年, 揚州移理江都, 以延陵、句容、白下三縣屬潤州。天寶元年, 改為丹陽
州
郡。乾元元年, 復為潤州。永泰後, 常為浙江西道觀察使理所。舊領縣五, 戶

「志」20, 地理3, 十道郡

二萬五千三百六十一, 口十二萬七千一百四。天寶領縣六, 戶十萬二千三十三,

國3 江南道 江南東道 潤

口六十六萬二千七百六。在京師東南二千八百二十一里, 至東都一千七百九十

州上)

七里。
(前略)……丹陽。漢曲阿縣, 屬會稽郡。又改名雲陽, 後復為曲阿。武德五年,
縣

於縣置簡州。八年, 州廢, 縣屬潤州。天寶元年, 改為丹陽縣, 取漢郡名。……
(後略)
潤州丹楊郡, 望。武德三年以江都郡之延陵縣地置, 取潤浦為州名。土貢：衫

A-9(『新唐書』卷41
「志」31, 地理5, 江南道
東道採訪使
郡)

羅, 水紋、方紋、魚口、繡葉、花紋等綾, 火麻布, 竹根、黃粟, 伏牛山銅器,
郡

潤州丹楊

鱘, 鮓。戶十萬二千二十三, 口六十六萬二千七百六。縣四[有丹楊軍, 乾元二
年置, 元和二年廢]。
(前略)……丹楊[望。本曲阿。武德二年以縣置雲州。五年曰簡州, 以縣南有簡

縣
瀆取名。八年州廢, 來屬。天寶元年更名。有練塘, 周八十里, 永泰中, 刺史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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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舊五代史』
卷150「志」12,

道
郡縣志

江南道 杭州)

損因廢塘復置, 以溉丹楊、金壇、延陵之田, 民刻石頌之], ……(後略)
江南道
杭州臨安縣[梁開平二年正月, 改為安國縣], 福州閩清縣[梁乾化元年十月, 移就

州
梅溪場置], 蘇州吳江縣[梁開平三年閏八月, 兩浙奏, 於吳松江置縣]。

A-1을 살펴보면 ‘郡의 명칭 / 戶와 口의 수 / 領縣의 수’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각 縣名을 열거하였다. A-2는 ‘郡의 명칭 / 城의 수/ 戶와 口의 수’라는 구조이며, 그 다음에는 각
城名을 설명과 함께 열거하였다. 즉 A-1·2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서술 구조로 규정할 수 있다.
班固의 『漢書』가 范曄의 『後漢書』보다 400년 앞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范曄이 班固의
서술방식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본문이 간략하게 작성되어 최소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초기 地理志의 서술방식은 ‘漢書 地理志式 서술’로 규정할 수 있다. ‘戶와 口의 수’와 ‘領縣의 수’
및 領縣을 열거하는 방식은 거의 이후의 地理志의 대부분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모두 『漢書』 「地理
志」의 영향이다.
『晉書』는 『隋書』와 더불어 8부 정사로 일컬어지며, 唐代 초기인 7세기의 저술이다.10) 때문에
A-3과 A-7은 비슷한 서술방식을 보여준다. 둘 다 본문은 간략하게 작성되고, 대신 세부적인 내용이
夾註로 표기된다. 夾註에는 ‘연혁 / 領縣의 수 / 戶의 수’와 지리적 배경, 즉 각 지역의 山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地理志 서술은 ‘漢書式 서술’을 계승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A-4의 郡과 縣에 대한 서술은 이전의 사례와 비교하여, 본문에서 연혁에 대한 내용이 증가한게
특징이다. ‘縣의 수’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확인되고, 앞선 기록에서 보였던 인구에 대한 내용 또한
그대로 서술되었다. 縣에 대한 서술도 本文에 연혁이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기존의 ‘漢書 地理志式
서술’은 기본적인 내용만 간단히 서술됨에 반해, A-4는 연혁을 위주로 本文에 자세히 서술되기 때문
에 ‘宋書 州郡志式 서술’로 규정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宋書』는 劉宋을 멸망시킨 齊武帝가 沈約을 시켜 저술하게 하였으며, 劉宋이 멸망한지
10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되었다.11) 때문에 동시대를 대상으로 한 저술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또한 南齊의 영역은 劉宋의 영역과 상당수 중복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정 구역을
정리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었다. 때문에 자세한 저술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반면 A-5에서는 郡의 명칭과 縣의 명칭만 간략하게 표기하였다. A-5는 南齊가 멸망된 뒤에 작성된

10) 8부 정사는 『梁書』·『陳書』·『北齊書』·『周書』·『隋書』·『晉書』·『南史』·『北史』를 일컫는다. 모두 唐代에 사관을
설치하고 전 왕조의 기전체 정사를 서술한 것이다(신승하, 『중국사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6, 130쪽).
11) 高國抗 著, 오상훈·이개석·조병한 譯, 『중국사학사 上』, 풀빛, 1998, 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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蕭子顯의 『南齊書』 「州郡志」이다. 간략하게 서술된 이유는 南齊를 멸망시킨 梁의 영역이 劉宋 및
南齊의 영역과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즉 『宋書』州郡志의 서술이 여전히 유효하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간략하게 저술한 것이다. 즉 앞서 살펴본 ‘漢書 地理志式 서술’과
비슷한 양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A-6도 A-5와 마찬가지로 매우 간략한 기록으로 구성되었다. 『魏書』는 北魏 이후에 분단된 국가
중 하나인 北齊에서 발간되었다. 北魏는 남조와의 접경지역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만 확보하
였고, 이를 郡縣의 정보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소략하게 기록한 것이다. ‘漢書 地理志式 서술’로 규정
할 수 있으며, A-5와 마찬가지로 인구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었고, 縣의 열거 중 夾註로 간략한
설명을 덧붙였다.
A-8은 이전의 사료와 비교하여 매우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 州에 대해서는 크게
‘州의 연혁 / 옛 領縣의 수 / 戶口의 변화 / 京師·東都로부터의 거리’로 나누어 서술되었다. ‘州의
연혁’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隋代를 선두에 두고, 唐代의 명칭 및 행정구역 변화를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이는 ‘戶口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正史 地理志의 서술에서 인구에 대한 서술은
필수적으로 들어갔으나, 한 시기의 인구를 서술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舊唐書』에서는 인구의 변천
을 명기하여, 당시 사회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縣에 대해서도 연혁의 서술이 강조된
경향을 보인다. 『舊唐書』地理志의 서술은 ‘宋書 州郡志式 서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형태로 규정할
수 있다.
반면 A-9의 서술은 A-8의 보충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전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土貢이 새롭게
명기되었으며, 인구에 대한 서술도 확인된다. 縣은 세부 내용을 夾註로 표기하며, 주로 연혁의 변천
과 建造物 현황에 대해 기록하였다. 기존의 地理志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까지 모두 포괄하였다는
점에서 『新唐書』地理志는 종합적 서술의 성격을 띠며, ‘新唐書 地理志式 서술’로 규정할 수 있다.
A-10은 道州에 대한 내용을 매우 간략하게 표기하였다는 점에서, 『南齊書』나 『魏書』와 비슷하다.
薛居正의 『舊五代史』는 宋代 初에 작성되어 『新唐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완성되었다. 간략한
서술이 특징이며, 앞서 살펴본 地理志 서술 방식 중에서는 ‘漢書 地理志式 서술’에 가장 가깝다.
본문에서는 『三國史記』편찬 이전 중국 正史 地理志의 서술을 크게 ‘漢書 地理志式 서술’·‘宋書
州郡志式 서술’·‘新唐書 地理志式 서술’로 구분해 보았다. ‘漢書 地理志式 서술’은 최초의 正史 地理志
서술 방식으로, ‘郡의 명칭 / 戶와 口의 수 / 領縣의 수’로 구성되었다. 간략하게 서술되고, 縣에
대해 열거한 게 특징이다. 唐代 이후 『晉書』를 비롯한 여러 史書에서는 간략화 된 서술과 더불어,
세부 내용은 夾註로 표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계통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초기의 서술로는 『漢書』와 『後漢書』가, 唐代 이후의 서술로는 『晉書』·『南齊書』·『魏書』·『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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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舊五代史』가 있다.
‘宋書 州郡志式 서술’은 ‘漢書 地理志式 서술’을 바탕으로 하되, 상세한 연혁 내용이 추가되어 ‘郡의
명칭 / 연혁 / 縣의 수 / 戶와 口의 수’의 구조를 이룬다. 縣에 대해서도 연혁과 戶와 口의 수가
자세하게 서술되며, 해당 사서로는 『宋書』와 『舊唐書』가 있다.
마지막으로 ‘新唐書 地理志式 서술’은 이전의 正史 地理志 서술과는 다른 차이를 보인다. 『舊唐書』
의 서술을 보충하는 성격을 보이며, 연혁 뿐만 아니라 土貢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서로 『新唐書』만 규정하였다. 이후 ‘新唐書 地理志式 서술’은 明淸時代의 地方志나
국내의 『新增東國輿地勝覽』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正史 地理志 서술은 ‘漢書 地理志式 서술’이 주요 뼈대로 규정된다. 『漢書』보
다 연혁을 자세히 서술할 경우 ‘宋書 州郡志式 서술’로 규정할 수 있다. 唐代에는 ‘漢書 地理志式
서술’과 유사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간략화 된 형태의 서술이 확인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新唐書
地理志式 서술’은 正史 地理志 서술의 최종적인 방식이며, 후대 地理志 저술 방식에도 이를 확대하여
적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3. 三國史記 ｢地理志｣의 구조 분석
金富軾을 비롯한 『三國史記』편찬진은 중국 正史 史書를 확보하고 참고하여 『三國史記』편찬하였다
고 여겨진다. 김부식은 中國 正史와 마찬가지로 紀傳體 史書를 저술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서
기존의 史書를 분석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였다.12)
『三國史記』는 「本紀」·「表」·「雜志」·「列傳」으로 구성되었다. 中國 正史 중에서는 『漢書』와
『新唐書』가 「本紀」·「表」·「志」·「列傳」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닌, 『三國
史記』편찬진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漢書』는 최초의 紀傳體 사서라는 점에서, 『新唐書』는 기존의
역사서를 새로 쓰겠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三國史記』편찬진은 中國
正史 중에서도 『漢書』와 『新唐書』를 높게 평가하였고, 때문에 그 구성을 채용하여 『三國史記』를
편찬하였다.
『三國史記』 「雜志」는 器用과 屋舍를 빼고 모두 중국 正史의 志에서 확인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
다. 항목으로만 보았을 때, 『後漢書』는 祭祀·輿服·郡國·百官이 있다는 점에서, 『晉書』는 樂·輿
12) 『三國史記』보다 앞서 『舊三國史』가 있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 史書가 紀傳體로 서술되었는지의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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服·地理·百官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유사도가 높다. 즉 『三國史記』 「雜志」는 여러 사서를 참고하
였지만, 그 중에서도 『後漢書』와 『晉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여겨진다.
『三國史記』 「地理志」와 비교하여 유사한 내용을 다룬 「志」는 9개이다. 즉 『晉書』·『隋書』·『舊
唐書』·『新唐書』의 「地理志」, 『後漢書』의 「郡國志」, 『宋書』·『南齊書』의 「州郡志」, 『魏書』의 「地
形志」, 『舊五代史』의 「郡縣志」가 있으며, 이들은 『三國史記』 「地理志」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三國史記』 「地理志」는 총 4권으로 구성되었는데, 『三國史記』 전체로 따지면 권34~권37에 해당한
다. 『三國史記』 「地理志」의 구성을 각 권별로 구분하면 <표 2>와 같다.

<표 2> 『三國史記』 「地理志」의 구성 및 내용

卷

주제
新羅疆界

내용
각종 史書의 기록·金富軾의 고증
尙州·醴泉郡·古昌郡·聞韶郡·嵩善郡·開寧郡·永同郡·管城郡·三年郡·古

尙州

1州 10郡 31縣
良州·金海小京·義安郡·密城郡·火王郡·壽昌郡·獐山郡·臨臯郡·東萊

卷34
地理1

寧郡·化寧郡

良州

郡·東安郡·臨關郡·義昌郡·大城郡·商城郡
1州 1小京 12郡 34縣 6停
康州·南海郡·河東郡·固城郡·咸安郡·巨濟郡·闕城郡·天嶺郡·居昌郡·高

康州

靈郡·江陽郡·星山郡
1州 11郡 30縣
漢州·中原京·槐壤郡·泝川郡·黑壤郡·介山郡·白城郡·水城郡·唐恩郡·
栗津郡·獐口郡·長堤郡·漢陽郡·來蘇郡·交河郡·堅城郡·鐵城郡·富平郡·

漢州

兎山郡·牛峯郡·松岳郡·開城郡·海口郡·永豐郡·海臯郡·瀑池郡·重盤
郡·栖嵒郡·五關郡·取城郡
1州 1京 28郡 49縣
朔州·北原京·奈隄郡·奈靈郡·岌山郡·嘉平郡·楊麓郡·狼川郡·大楊郡·

卷35
地理2
朔州

益城郡·岐城郡·連城郡·朔庭郡·井泉郡
1州 1京 12郡 26縣
溟州·曲城郡·野城郡·有鄰郡·蔚珍郡·奈城郡·三陟郡·守城郡·高城郡·

溟州

金壤郡
1州 9郡 25縣

卷36

熊州

熊州·西原京·大麓郡·嘉林郡·西林郡·伊山郡·槥城郡·扶餘郡·任城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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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山郡·比豐郡·潔城郡·燕山郡·富城郡·湯井郡
1州 1京 13郡 29縣
全州3·南原小京·大山郡3·古阜郡3·進禮郡3·德殷郡3·臨陂郡3·金堤郡4·
全州

淳化郡2·金馬郡3·壁谿郡2·任實郡2

地理3
1州 1小京 10郡 31縣
武州·分嶺郡·寶城郡·秋成郡·靈巖郡·潘南郡·岬城郡·武靈郡·昇平郡·谷
武州

城郡·陵城郡·錦山郡·陽武郡·務安郡·牢山郡·壓海郡
1州 15郡 43縣
각종 史書의 기록·金富軾의 고증

高句麗의 수도
漢山州·牛首州·何瑟羅州
각종 史書의 기록·金富軾의 고증
百濟의 강역
熊川州·完山·武珍州
三國有名未詳地分
鴨淥水以北 未降 11城·鴨淥水以北 已降 11城·鴨淥以北 逃 7城·鴨淥以北 打得

卷37
地理4
그 외의 지명

3城
都督府 13縣·東明州 4縣·支潯州 9縣·魯山州 6縣·古四州 本古沙夫里 5縣·沙
泮州 本另尸伊城 4縣·帶方州 本竹軍城 6縣·分嵯州 本波知城 4縣

권34에서 권36까지는 신라의 강역을 다루고 있다. 권34에서는 신라 강역에 대하여 중국의 正史
史書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김부식을 비롯한 『三國史記』편찬진은 신라의 영역을 간략하게 고증하였
다. 이후 권34에서 권36에 걸쳐서 통일신라시대 9州에 대해 각 郡縣의 명칭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였다.
권37에서는 고구려와 백제의 강역에 대해 역시 正史 史書를 바탕으로 정리하고서 『三國史記』편찬
진이 나름대로 고증을 하였다. 그리고 각 지명을 서술하되, 別稱이 있을 경우 夾註에 표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세부적으로 현재, 즉 고려시대를 기준으로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없거나
安東都護府·熊津都督府로 분류되는 지명도 모두 권37에 기재하였다.
『三國史記』 「地理志」의 권별 특징을 살펴보자. 우선 권34는 <표 3>에서 명기한대로 크게 4부분으
로 구분된다. ‘新羅疆界’는 신라 지리에 대한 서문의 성격이 강하다. 먼저 각종 사서의 내용들을
인용하여 신라의 영역을 설명하고, 그 뒤에는 신라의 도성과 9주의 설치 배경을 적었다. 다만 신라
고유의 기록보다는 중국의 기록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新羅疆界에서는 신라와 백제, 고구려의 영역에 각각 3개의 州를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9州에 총 450개의 郡縣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高麗 太祖에 귀의하여 慶州로 명칭이 개정되었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신라의 수도인 서라벌을 국가로서의 신라와 동일시하여 서술하였다. 3州 즉 尙
州·良州·康州가 모두 신라의 본래 영역에 해당한다고 기록하였고, 서울 동북쪽의 唐恩浦路를 기준

三國史記 ｢地理志｣의 分析_宋令旲

199

으로 삼았다고 밝혔다.13)
전반적으로 신라의 강역과 행정구역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반면 기본적인 지리적
배경에 대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물론 이 부분은 「祭祀志」에 기재되었으니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각 州의 경계를 자연 지리로 설명하거나, 주요 강을 설명하는 것은 필수적
인 서술이다.
『漢書』 「地理志」에서도 자연 지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이후 행정구역에 대해서 서술하였
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漢書』 「地理志」의 서두에서는 각 州를 山水로 구분하며 설명하고,
각 지역의 토양과 賦稅·貢物에 대한 사항도 설명하였다. 또한 별도로 산맥과 강의 흐름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周의 9州에 대한 설명에서는 각 州별로 山·藪·川·寖·利를 기재하였다. 이처럼 『三
國史記』 「地理志」는 正史 地理志의 원형인 『漢書』 「地理志」와 서술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각 州·郡·縣의 서술을 살펴보도록 하자. 각 서술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록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삼국사기』 「지리지」의 각 州·郡·縣 서술

연번

卷

지역

내용
尙州, 沾解王時取沙伐國爲州. 法興王十一年梁普通六年, 初置軍主爲上州. 眞興
王十八年, 州廢, 神文王七年唐垂拱三年, 復置. 築城, 周一千一百九步. 景德王

卷34,
B-1

尙州

十六年, 改名尙州. 今因之. 領縣三. 靑驍縣, 本音里火縣. 景德王改名, 今靑理

地理1
縣. 多仁縣, 本達已縣[或云多已]. 景德王改名, 今因之. 化昌縣, 本知乃彌知縣.
景德王改名, 今未詳.
開寧郡, 古甘文小國也. 眞興王十八年梁永定元年, 置軍主爲靑州. 眞平王時, 州
卷34,

尙州

廢. 文武王元年, 置甘文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四. 禦侮縣, 本今勿縣[一

地理1

開寧郡

云陰達]. 景德王改名, 今因之. 金山縣, 景德王改州縣名及今, 並因之. 知禮縣,

B-2

本知品川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茂豐縣, 本茂山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漢州, 本高句麗漢山郡. 新羅取之, 景德王改爲漢州, 今廣州. 領縣二, 黃武縣,
卷35,
B-3

漢州

本高句麗南川縣. 新羅幷之. 眞興王爲州, 置軍主. 景德王改名, 今利川縣. 巨黍

卷35,

漢州

縣, 本高句麗駒城縣. 景德王改名, 今龍駒縣.
中原京, 本高句麗國原城. 新羅平之, 眞興王置小京. 文武王時築城, 周二千五百

地理2
卷35,

中原京
漢州

九十二步. 景德王改爲中原京. 今忠州.
泝[一作沂]川郡, 本高句麗述川郡. 景德王改名, 今川寧郡. 領縣二. 黃驍縣, 本高

地理2

泝川郡

句麗骨乃斤縣. 景德王改名, 今黃驪縣. 濱陽縣, 本高句麗楊根縣. 景德王改名,

地理2
B-4

B-5

13) 『三國史記』卷34「雜志」3, 地理1 新羅疆界. “本國界內, 置三州, 王城東北當唐恩浦路曰尙州, 王城南曰良州, 西曰康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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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復故.
熊州, 本百濟舊都. 唐高宗遣蘇定方平之, 置熊津都督府. 新羅文武王取其地有
卷36,
B-6

之. 神文王改爲熊川州, 置都督. 景德王十六年, 改名熊州, 今公州. 領縣二. 尼山
熊州

地理3

縣, 本百濟熱也山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淸音縣, 本百濟伐音支縣. 景德王改
名, 今新豊縣.
扶餘郡, 本百濟所夫里郡. 唐將蘇定方與分信平之. 文武王十二年置摠管. 景德王

卷36,

熊州

地理3

扶餘郡

B-7

改名, 今因之. 領縣二. 石山縣, 本百濟珍惡山縣. 景德王改名, 今石城縣. 悅城
縣, 本百濟悅己縣. 景德王改名, 今定山縣.

B-1·2은 모두 9州 중에서 尙州 및 예하의 郡縣, B-3·4·5은 漢州 및 예하의 郡縣, 그리고 B-6·7은
熊州 및 예하의 郡縣에 대한 기록이다.
B-1·3·6은 州에 대한 서술로, 각각 尙州·漢州·熊州에 대한 기록이다. 여기에서 州는 廣義의
행정구역이 아닌 일반적인 郡과 유사한 狹義로 다루어졌다. 전체적으로 ‘州의 명칭 / 연혁 / 領縣의
수’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 B-1은 B-3·6과 달리 築城에 대한 기록이 삽입되었는데, 景德王代의
앞부분에 위치시켰다. 領縣의 수에 대한 기록 다음으로, 각 縣에 대한 기록을 덧붙였으며, 이들은
‘縣의 명칭 / 연혁’이 기본 구조를 이룬다.
B-2·5·7은 郡에 대한 서술로 ‘郡의 명칭 / 연혁 / 領縣의 수’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 領縣에
대한 설명은 州의 서술과 동일한 구조이다. 領縣에 대한 기사가 다음 부분에 등장하며, 앞의 사례와
동일하게 ‘縣의 명칭 / 연혁’의 구조이다.
B-4는 5小京 중 하나인 中原京에 대한 서술로 ‘京(小京)의 명칭 / 연혁’의 구조이며, 築城기사가
景德王代 앞부분에 삽입되어 있다. 이는 B-1의 사례와 동일한 것으로, 고려시대 당시 築城에 대한
기록이 남은 일부 자료만 선별적으로 築城기사가 삽입된 것이다. 州·郡의 기사와는 달리 ‘領縣의
수’는 구조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京(小京)이 領縣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三國史記』 「地理志」의 서술 구조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은 ‘연혁’이다. 가령 B-1의 연혁에
대한 내용은 ‘沾解王代 / 法興王代 / 眞興王代 / 神文王代’로 구분한 다음, 중간에 築城 기사가 삽입되
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景德王代 / 高麗代’의 연혁을 기록하였다. 沾解王代에 沙伐國을 取하여 沙伐州
로 삼았기 때문에, 이는 본래의 명칭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본래의
명칭 / 주요 王代의 연혁 / 景德王代 / 高麗代’라는 식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三國史記』 「地理志」
권34~권36 전체에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권35 즉 B-3·4·5에서는 ‘본래의 명칭’부분에 “本高句麗○
○郡”이라는 서술이 확인된다.14) 마찬가지로 권36의 ‘본래의 명칭’부분은 “本百濟○○郡”으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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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縣의 서술 구조 또한 연혁이 중시되었다. 주로 ‘본래의 명칭 / 景德王代의 명칭 / 今(高麗代)의
명칭’의 구조를 하는 게 특징이다. 高麗代의 명칭 중 일부는 ‘今未詳’이라고 표기하여, 新羅代와 대응
이 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三國史記』 「地理志」 중에서 권34~권36의 9州에 대한 개별 서술에 있어서, 州와 郡, 京·小京은
동등한 구조로 되어 있다. 즉 ‘州(郡)의 명칭 / 연혁 / 領縣의 수’가 기본 구조를 이루며, 일부의
경우 築城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縣의 경우엔 ‘縣의 명칭 / 연혁’이 기본 구조를 이룬다. 연혁이
가장 중시되어 서술되는데, 州·郡은 주로 ‘본래의 명칭 / 주요 王代의 연혁 / 景德王代의 명칭
/ 今(高麗代)의 명칭’의 구조로, 縣은 다수가 ‘본래의 명칭 / 景德王代 / 今(高麗代)의 명칭’로 구성되었
다. 모든 구조의 연혁 부분에서 景德王代의 명칭 개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는 점은 매우 주목된다.
또한 그 原典은 景德王代 군현 개편을 토대로 憲德王·文聖王代의 수정이 부가되어, 신라 말의 변동
사항도 포함되었다고 한다.15)
권37은 고구려와 백제의 강역, 그리고 ‘三國에서 이름은 있지만 未詳인 지역’, 그리고 安東都護府의
성과 熊津都督府의 城으로 구분되어 서술되었다. 고구려 지리는 권34의 新羅疆界와는 달리 수도
및 주요 지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주지하듯이 고구려는 수차례 천도를 이행하였으며, 그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고증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다. 그 다음으로 고구려의 강역에 대하여 권35의
漢州·朔州·溟州 지역의 지명을 열거하는데 그쳤다. 권37에서는 漢山州·牛首州·何瑟羅州라는 景
德王代 지명 개정 이전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각 지명의 異稱을 夾註로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권34~
권36과 차이를 보인다. 권35와 비교하면 큰 틀에서 유사하나, 세부적으로는 차이점도 많다.16)
백제 지리에 대한 기록은 新羅疆界 기록과 마찬가지로 국가 위치에 대한 각종 사서의 기록 인용과
고증이 서두에 위치한다. 또한 수도의 변천에 대해서도 서술하였으나, 그 위치에 대한 자세한 고증
은 하지 않았다.17) 백제의 강역에 대하여 권36의 熊州·全州·武州 지역의 지명을 열거하였으며,
14) 예외적으로 奈靈郡은 권35에서 본래 백제의 郡이었다고 서술되었다.(『三國史記』卷35「雜志」4, 地理2 朔州 奈靈郡.
“奈靈郡, 本百濟奈已郡. 婆娑王取之, 景德王改名. 今剛州, 領縣二.”) 참고로 B-3·4·5은 漢州 및 예하의 郡縣에 대한
기록이다. 漢州는 지금의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로, 본래 한성백제의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기록에서
는 고구려 때의 지명만 남아 있을 뿐, 백제의 지명은 보이지 않는다. 기록의 부재 혹은 의도적 배제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5) 金泰植, 「『三國史記』地理志 新羅條의 史料的 檢討」『三國史記의 原典 檢討』(韓國精神文化硏究院 歷史硏究室 編), 韓國精
神文化硏究院, 1995, 234쪽.
16) 原典 성립 시기에 대해 景德王 7년~興德王代로 보는 견해가 있다.(金泰植, 「《三國史記》 地理志 高句麗條의 史料的
檢討」『歷史學報』154, 역사학회, 1997, 45쪽.)
17) 『三國史記』편찬진은 백제 初都인 慰禮城의 위치를 명확히 알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百濟本紀」에 慰禮城의
정확한 위치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권37의 ‘三國有名未詳地分’에 열거된 지명 중에서 慰禮城이 표기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三國遺事』에서는 慰禮城을 稷山으로 비정하였고(『三國遺事』卷2「紀異」2, 南扶餘·前百濟·北扶餘. “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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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명칭은 熊川州·完山·武珍州로 표기되었다. 세부적인 서술 방식은 앞서 언급한 고구려의 사례와
같다.18)
그 다음 부분은 삼국에서 이름만 있고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들이 열거되었다. 지명만 열거되었
지만, 대략 鄕·村·成이 주를 이루며 일부분에서는 郡縣과 城도 확인된다. 鄕과 村은 縣 아래에
소속된 행정 지명으로 추측되며, 成은 城과 동일한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행정 지명 뿐만
아니라 川·谷·水·原·嶺·峴·河·山·丘·岳·穴·池 등과 같은 자연 지명도 포함되었다. 이러
한 지명들은 주로 本紀나 列傳에 기록되었으나 「地理志」에는 기재하지 않아 그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곳들을 포괄하였다.
가장 말미에 있는 자료는 669년에 唐에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정리한 자료로 安東都護府와
熊津都督府가 포괄하는 지역을 다루었다. 鴨綠水를 기준으로 이북의 항복하지 않은 성과 항복한
성, 그리고 도망한 성과 얻은 성에 대한 내용은 고구려, 즉 안동도호부와 관련된 지명에 해당한다.
현재 이 기록은 677년 2월에서 9월 사이에 唐의 李勣 진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19) 『三國史
記』편찬진은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지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동도호부
州郡目錄에 대한 자료를 地理志에 덧붙인 것이다.20)
都督府 13縣을 비롯하여 東明州·支潯州·魯山州·古四州·沙泮州·帶方州·分嵯州에 대한 기록
은 熊津都督府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으로『古今郡國志』의 渤海 영역에 대한 언급이 인용되며 『三國
史記』 「地理志」가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마지막에 安東都護府·熊津都督府·渤海의 영역을 기재한
것은 『三國史記』편찬진의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즉 삼국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삼국 이후에
존속했던 熊津都督府와 渤海 등을 고려 이전의 역사로 이해하였고, 그러한 『三國史記』편찬진의 역사
이해가 「地理志」 말미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권34~37은 모두 지명과 연혁에 초점을 맞춰 서술된 게 특징이다. 『三國史記』 「地理
志」의 지명 서술 원칙과 기록된 지명은 조선 초에 간행된 『高麗史』에 반영되었다. 또한 『世宗實錄』
「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新增東國輿地勝覽』부터 지명의 변천에 대
雛忽仁州, 慰礼今稷山”), 『海東高僧傳』에서는 漢山을 廣州로 비정하였다(『海東高僧傳』卷1「流通」1, 釋摩羅難陀. “耆老記
云, 句高麗始祖朱蒙娶高麗女生二子, 曰避流恩祖. 二人同志南走至漢山開國. 今廣州是也”).
18) 백제 부분에 대한 原典은 神文王代 이후에 새로이 정리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金泰植, 「《三國史記》 地理志
高句麗條의 史料的 檢討」『歷史學報』154, 역사학회, 1997, 64쪽).
19) 盧泰敦, 「5-7세기 고구려의 지방제도」『韓國古代史論叢』8, 韓國古代社會硏究所, 1996, 200쪽.
20) 당시 대동강 이북, 압록강 이남 지역에 대한 자료를 신라나 唐 누구도 정리한 게 없어서, 『삼국사기』찬자가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지명에 대해 기록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金泰植, 「《三國史記》 地理志 高句麗條의 史料的
檢討」『歷史學報』154, 역사학회, 1997, 36쪽). 그러나 현재 고구려의 멸망 당시 戶口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앞서 中國 正史 地理志의 사례를 통해 보았듯이, 戶口에 대한 조사는 행정 지역과 함께 기록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고구려 멸망 과정에서 唐과 신라가 고구려 행정 지역과 戶口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나, 이후 고려시대까지
온전하게 전해지지 못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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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은 建置沿革으로 분류되어 기록된다. 즉 『三國史記』 「地理志」의 州·郡·縣 및 京·小京에
대한 기술은 후대의 建置沿革이라는 범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正史 地理志와 비교하여 『三國史記』 「地理志」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까? 우선 『三國史記』 「地理志」는 서술 방식에 따라서 권34~권36, 권37로 구분할 수 있다.
권34~권36에서 서술 방식은 ‘州(郡)의 명칭 / 연혁 / 領縣의 수’가 기본 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宋書 州郡志式 서술’의 ‘郡의 명칭 / 연혁 / 領縣의 수 / 戶와 口의 수’와 유사하다.
가급적 本文에 모든 내용을 표기하려고 한 점, 연혁 중심의 세부적인 기술은 명백한 공통점이다.
다만 ‘戶와 口의 수’에 대한 기록의 유무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사한 서술방식의 서적으로는 『宋書』
와 『舊唐書』가 있다.
반면 권37의 서술 방식은 郡縣의 명칭을 나열한 후, 각 명칭의 뒤에 夾註로 세부 설명을 표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漢書 地理志式 서술’, 그 중에서 唐代 이후 正史 地理志의
서술에 가깝다. 특히 『晉書』나 『舊五代史』의 서술과 유사한 편이다.
그렇다면 『三國史記』 「地理志」는 어찌하여 권34~권36과 권37이 서술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애초에 『三國史記』편찬진은 여러 사서 중에서도 紀傳體 史書의 실질적인 근원인 『漢書』를
주된 자료로 참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漢書』의 ‘「本紀」·「表」·「志」·
「列傳」’의 구성이 『三國史記』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더구나 중국 正史의
地理志중에서 『漢書』가 최초의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인 자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三國史記』 「地理志」작성에서는 『舊唐書』를 모범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舊唐書』
「地理志」는 이전의 地理志와 비교하여 매우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州의 연혁’에
대한 사항은 隋代의 명칭을 선두에 두고, 唐代의 명칭 및 행정구역 변화를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실제로 『三國史記』 「地理志」의 권34 新羅疆界와 권37의 고구려·백제 영역에 대한 서두에서 모두
『舊唐書』의 기록을 인용하는 경향을 보여 실제 참고의 증거가 된다. 『漢書』 「地理志」는 최초의
正史 地理志라는 점에서 의의는 있으나 그 내용은 간략하였기에 관념적인 모범으로만 남게 되었다.
권34~권36은 ‘宋書 州郡志式 서술’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 빈약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권37은 ‘漢書 地理志式 서술’에 가깝다. 『三國史記』편찬진은 「地理志」의 구조를 동일한 모범을 바탕
으로 작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차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다른 서술 형태처럼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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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三國史記 ｢地理志｣ 底本의 역사성 분석
지금까지 『三國史記』 「地理志」의 구성과 서술 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三國史記』 「地理志」의 底本의 역사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三國史記』 「地理志」의 底本은 크게 2가지 가능성을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는 신라시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 둘째는 고려시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을 가능성이다. 물론
고구려나 백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三國史記』
「地理志」의 뼈대가 되는 것은 신라 9州이다. 9州의 定立이 통일신라에서 이루어졌고, 고구려와
백제의 지명이 온전히 전해져 내려오지 않는다.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이 고구려나 백제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 게다가 권37에 나오는 고구려와 백제의 지명
은 전적으로 신라와 唐의 자료에 의존하여 작성되었다. 결국 이는 『三國史記』 「地理志」의 태생적인
한계이다.
각 지명에 대한 기본 자료가 신라시대부터 형성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각 지명
에 대해 전국적으로 정리한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할까? 1차적으로는 神文王 5년 즉 685년, 2차적으
로는 景德王 16년인 757년으로 볼 수 있다.
신라는 羅唐戰爭을 승리로 종결시키면서 진정한 삼국통일을 이루었고, 大同江 이남의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기존보다 넓은 영역을 직접 관할하게 된 신라에게 행정 구역의 정비는 필수 불가
결하였다. 행정 구역 정비는 文武王 때부터 이루어졌다. 그 뒤를 이어 즉위한 神文王은 685년에
完山州를 다시 설치하고, 菁州를 설치하여 9州를 갖추었다.21)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행정구역의 신설
및 변화 등의 작업을 이행하였다.22)
神文王 때에는 행정 구역 개편 작업은 통일 이후 중앙으로 통치를 일원화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때문에 達句伐 遷都 시도23)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대적인 지명 개정 작업은 이행되지 않았고,
이전의 지명을 存置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는 기존 세력의 고착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통치 거점을
이전하는 정책을 펼쳤지만,24) 고구려와 백제 지역 주민들에게 위압적인 통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21) 『三國史記』卷8, 神文王 5년. “五年, 春, 復置完山州, 以龍元爲摠管. 挺居列州, 以置菁州, 始備九州, 以大阿湌福世爲摠管.
三月, 置西原小京, 以阿湌元泰爲仕臣, 置南原小京, 徙諸州郡民戶分居之”.
22) 『三國史記』卷8, 神文王 6년. “二月, 置石山․馬山․孤山․沙平四縣. 以泗沘州爲郡, 熊川郡爲州. 發羅州爲郡, 武珍郡爲州.”
;『三國史記』卷8, 神文王 10년. “冬十月 置轉也山郡.” ; 『三國史記』卷34「雜志」3, 地理1, 康州 南海郡. “南海郡, 神文王初置
轉也山郡. 海中島也,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23) 『三國史記』卷8, 神文王 9년. “王欲移都達句伐, 未果”.
24) 發羅州를 郡으로, 武珍郡를 州로 변경하는 정책은 각 지역의 경쟁의식을 자극하며 지역별 단결력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정책은 향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後三國時代에 武珍州와 羅州지역이 각각 後百濟와 泰封·高麗의 세력 하에
들어가는 원초적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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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神文王이 행정 구역을 개편한 지 약 60년 후에 景德王이 즉위하였다. 보통 반세기가 지나면 국가의
체제가 안정을 찾기 마련이지만, 景德王代에는 재해가 끊이지 않아 민심이 요동쳤다. 경덕왕이 즉위
한지 2년째인 743년 8월의 지진을 시작으로, 744년에는 妖星이 하늘에 나타났다. 745년에는 우박과
가뭄이 있었고, 747년에는 가뭄과 無雪, 그리고 전염병까지 돌았다. 749년에는 폭풍, 754년에는
우박과 가뭄, 755년에는 가뭄이 일어났다. 때문에 756년에는 上大等 金思仁이 근년에 재앙과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서 정치의 잘못된 점을 극론하기까지 하였다.25)
景德王은 잦은 변고를 방치하지만은 않았다. 그는 죄수들을 풀어주고, 백성들을 위로하였으며,
곡식을 분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만 거두었다. 장기적으로 백성들의 민심이
이반될 우려가 있었으며, 이를 무시한다면 대규모 봉기와 함께 三國으로 회귀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景德王은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우려하였고 해결책을 고심하였다. 결국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규모 지명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757년의 지명 개정 작업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겨울 12월에 沙伐州를 尙州로 고치고 1주·10군·30현을 거느리게 하였고, 歃良州를 良州로
고치고 1주·1소경·12군·34현을 거느리게 하였으며, 菁州를 康州로 고치고 1주·11군·27
현을 거느리게 하였다. 漢山州를 漢州로 고치고 1주·1소경·27군·46현을 거느리게 하였고,
首若州를 朔州로 고치고 1주·1소경·11군·27현을 거느리게 하였으며, 熊川州를 熊州로 고
치고 1주·1소경·13군·29현을 거느리게 하였다. 河西州를 溟州로 고치고 1주·9군·25현을
거느리게 하였고, 完山州를 全州로 고치고 1주·1소경·10군·31현을 거느리게 하였으며,
武珍州를 武州로 고치고 1주·14군·44현을 거느리게 하였다.[良州를 또는 梁州로도 썼다.]26)

경덕왕은 신라 전역을 대상으로 지명을 개정하였다. 위의 기사에는 각 州의 명칭만 고친 것으로
나오나, 실제로는 郡단위, 심지어는 縣단위의 지명도 모두 개정하였다. 이 당시의 지명 개정은 고유
명칭의 音과 訓을 漢化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한자 존치·字數 축약 혹은 확대·의미 순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27)
25) 『三國史記』卷9, 景德王 15년. “十五年, 春二月, 上大等金思仁, 以比年災異屢見, 上疏極論時政得失, 王嘉納之”.
26) 『三國史記』卷9, 景德王 16년. “冬十二月, 改沙伐州爲尙州, 領州一·郡十·縣三十 ; 歃良州爲良州, 領州一·小京一·郡十
二·縣三十四 ; 菁州爲康州, 領州一·郡十一·縣二十七 ; 漢山州爲漢州, 領州一·小京一·郡二十七·縣四十六 ; 首若州爲
朔州, 領州一·小京一·郡十一·縣二十七 ; 熊川州爲熊州, 領州一·小京一·郡十三·縣二十九 ; 河西州爲溟州, 領州一·
郡九·縣二十五 ; 完山州爲全州, 領州一·小京一·郡十·縣三十一 ; 武珍州爲武州, 領州一·郡十四·縣四十四[良州一作梁
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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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개정을 일시적으로 벌이는 경우, 행정상에 있어서 대대적인 혼란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景德王은 이 작업을 강행하였으며, 이후 759년에는 관직 체계도 대대적인 정비를 시행하였다.
그렇다면 景德王이 대대적인 지명 개정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28) 이는 地名이 갖고 있는 정치성
때문이다. 1492년에 Christopher Columbus는 한 섬에 상륙하였다. 그 섬은 원주민에 의해 Guanahani
로 불리고 있었으나, 그는 San Salvador로 개명하였다. 이러한 作名에 대해 Steven Greenblatt은
‘정체성을 박탈하고 또한 동시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순수한 언어적 형식주의 속에
융합된다’고 하였다.29) 즉 지명 개정은 정체성의 개정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명 개정은 서양사 뿐만 아닌 한국 고대사에서도 확인된다. 일례로 고구려가 沸流國을 多勿都로
개정한 사실을 들 수 있다.30) 이는 舊土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드러난 명칭이다.
즉 동서양을 막론하고 새로이 얻은 영토에 대한 정체성을 변경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지명 개정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즉 地名은 堂代 사람들에게 정체성의 산물이고,
단결의 구심점이자 밀집의 매개체였다고도 할 수 있다.
흉년과 기근이 들면 생활이 피폐해진 백성들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품게 된다. 과거에 대한 향수
는 현재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며, 그 결과 중앙의 권력을 향해 반기를 들게 된다. 백성들을 결집시키
기 위한 주요 명분은 멸망된 국가의 재건이었다. 신라에 亡國의 아픔을 간직하던 고구려와 백제의
백성들은, 자신의 뿌리이자 옛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는 지역을 구심점으로 하나로 뭉칠 가능성이
있었다. 景德王은 잦은 재해가 향후 봉기의 도화선이 되고, 그 구심점이 지명이 될 것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지명 개정으로 구심점을 약화시키고, 신라로 일원화된 지방 통치 체제를 확립시키는
게 그의 목적이었다.31)
그렇다면 각 지역에서는 景德王代의 대규모 지명 개정을 저항 없이 받아들였을까? 다양한 자료를
보건데 지역 사회에서는 적잖이 반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루아침에 모든 행정 지명을 수정하긴

27) 尙州와 梁州의 사례를 들자면, 일부 한자 존치로는 ‘茂山縣→茂豐縣’·‘虎側縣→虎溪縣’, 字數 축약으로는 ‘三年山郡→三
年郡’·‘八居里縣→八里縣’, 字數 확대로는 ‘冠縣→冠山縣’, 의미 순화로는 ‘加害縣→嘉善縣’ 등이 있다. 景德王代에는 국가
적인 차원에서 지명 개정 작업을 벌이다보니 불필요한 개명도 다수 있었다. 또한 소수의 사례지만 金山縣의 경우처럼
그대로 존치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28) 景德王代의 지명 개정에 대해서는 대내외적 요인을 바탕으로 지배층의 정치적 타협위에서 시행된 국가체제의 정비작
업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韓準洙, 「新羅 景德王代 郡縣制의 改編」『北岳史論』5, 국민대학교, 1998, 116쪽).
29) David Day 著, 이경식 譯, 『정복의 법칙』, Human & Books, 2006, 99~100쪽.
30) 『三國史記』卷13, 東明聖王 2년. “二年, 夏六月, 松讓以國來降. 以其地爲多勿都, 封松讓爲主. 麗語謂復舊土爲多勿, 故以名
焉”.
31) 마찬가지로 권35의 漢州에 대한 기록에서 백제의 지명이 보이지 않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고구려가 백제의 故地를 점령하고 그 명칭을 모두 고구려식으로 개정하여, 백제에 대한 귀속 의식을 없애려고 한
의도가 地理志에 남게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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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고, 결국 混用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표적인 예로 熊川州의 사례를 들 수 있다. 757년에 熊川州
는 熊州로 개명되었으나, 정작 790년·791년·804년·821년의 기록32)을 보면 熊川州라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금석문 중에서도 이전의 지명이 그대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襄陽
禪林院址의 禪林院鐘 명문에 ‘古尸山郡’이라는 지명이 확인된다.33) 古尸山郡은 지금의 충북 옥천
일대에 해당하는데, 景德王 때 管城郡으로 개명하였다.34) 銅鐘에 새겨진 ‘貞元卄年’는 唐德宗의 연호
로 804년에 해당한다. 즉 757년 지명 개정 이후로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명이
그대로 쓰인 셈이다.
이러한 양상은 후삼국시대까지 지속되었다. 924년 후백제 甄萱의 아들 須彌强은 曹物城을 공격할
때 大耶城과 聞韶城의 군대를 이끌고 출진하였다.35) 그런데 대야성은 景德王 때 江陽郡으로 개명되
었고,36) 聞韶郡은 본래 召文郡이었다.37) 즉 본래의 명칭과 개칭된 명칭이 신라 말에 이르러서도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를 통해 景德王의 지명 개정에 대해 정작 지역사회에서 외면하는
경향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토호들은 지명에 대해 서로 다른 의식을 견지하였다. 중앙에서는 일괄된 통치체
제를 위해 과거의 색깔을 탈피할 필요가 있었다. 반면 지방에서는 고유의 지역색을 유지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명으로 환기시켰다. 이를 파악한 景德王은 대규모 개정 작업을 벌였으나,
결국 신라 사회에서 개칭 지명이 뿌리내리지는 못하였다. 즉 지명 개정 정책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
으며, 각 지역마다 고유의 정체성은 고스란히 유지되었다.
이처럼 신라는 2차에 걸쳐 전국적으로 지명을 정리하였다. 이때마다 신라 조정에서는 각 지역에
대한 지명을 정리하고, 목록을 작성하였다고 생각된다. 신라는 자국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연혁은 물론 인구와 물산 등도 정리하여 문서화시켰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東大寺 正倉院 中倉에서 발견된 「新羅村落文書」는 신라가 각 지역별로 철저한 조사를
이행하였음을 알려준다. 이 문서는 縣 아래에 속한 4村의 村名·村域·烟·口·牛馬·土地·樹木·
32) 『三國史記』卷10, 元聖王 6년. “熊川州進赤烏.……(中略)……五月, 出粟賑漢山·熊川二州饑民” ;『三國史記』卷10, 元聖王
7년. “熊川州向省大舍妻, 一産三男” ;『三國史記』卷10, 哀莊王 5년. “熊川州蘇大縣釜浦水變血” ;『三國史記』卷10, 憲德王
13년. “菁州都督憲昌, 改爲熊川州都督”.
33) 「禪林院鐘銘文」. “貞元卄年甲申三月卄三日, 當寺鍾成內之. 古尸山郡, 仁近大乃末, 紫草里施賜乎, 古鍾金二百八十廷, 當寺
古鍾金二百卄廷, 此以本. 爲內十方旦越, 勸爲成內在之”.
34) 『三國史記』卷34「雜志」3, 地理1 尙州 管城郡. “管城郡, 本古尸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利山縣, 本所利山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安貞縣, 本阿冬兮縣. 景德王改名, 今安邑縣”.
35) 『三國史記』卷50「列傳」10, 甄萱. “同光二年秋七月, 遣子須彌强, 發大耶·聞韶二城卒, 攻曹物城. 城人爲太祖固守且戰, 須彌
强失利而歸”.
36) 『三國史記』卷34「雜志」3, 地理1, 康州 江陽郡. “江陽郡, 本大良[一作耶]州郡. 景德王改名, 今陜州, 領縣三”.
37) 『三國史記』卷34「雜志」3, 地理1, 尙州 聞韶郡. “聞韶郡, 本召文國. 景德王改名, 今義城府, 領縣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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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口의 증감·牛馬의 증감·樹木의 증감 내역을 기재하였다. 이를 통해 신라에서는 州郡縣 단위는
물론 村 단위까지 정기적으로 조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자료가 신라와 고려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문서가 온전히 고려로 넘어갔다면, 『三國史記』 「地理志」를 편찬하는 1급 史料로
취급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三國史記』 「地理志」가 신라시대의 「新羅村落文書」와 같은 지방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필자는 그렇게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三國史記』 「地理志」는 오히려
신라시대의 자료가 아닌 고려시대에 정리된 자료가 底本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음의
3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라 영역 내에 지리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다. 『漢書』 「地理志」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地理志는 기본적으로 地理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高麗史』만 하더라도 「地理
志」서문에 ‘海東은 삼면이 바다에 접해있고, 한 모서리는 육지에 이어져 있는데, 그 폭과 둘레가
거의 萬里나 된다’38)고 서술하여, 고려의 지리적 위치를 밝혀 놓았다. 그러나 『三國史記』 「地理志」에
서 각 州郡縣의 地理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오직 郡縣의 명칭 변화에 초점을 맞춰 기술되었다.
더구나 新羅疆界 부분에서 신라 영토에 대한 내용을 신라 자체의 기록이 아닌 주로 중국 史書의
기록에 의존하여 서술한 점도 의아하다. 스스로의 영역을 바다와 산, 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도리어 이에 대한 신라인들의 정리가 전승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물론 『三國史記』 「地理志」底本에서 地理에 대한 사항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
다면 애초에 地理志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다른 중국 史書의 사례처럼 郡縣志나 州郡志 등으로
일컬어야 마땅하다. 地理志라는 명칭 자체는 중국 史書에서 규정하는 地理志의 취지를 공감하여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현재 남은 기록의 서술이 빈약한 이유는 도리어 온전한 자료가 거의
남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둘째, 각 州·郡·縣의 戶口 조사 내용이 누락되었다. 중국 正史 地理志 중에서 최초의 저작인
『漢書』를 위시하여 이후의 사서들에는 거의 모두 ‘戶와 口의 수’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이를테면
‘漢書 地理志式 서술’에서는 ‘郡의 명칭 / 戶와 口의 수 / 領縣의 수’가 기본적인 구성을 이루며,
이러한 구성은 ‘新唐書 地理志式 서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김부식을 비롯한 『三國史記』편찬진이
‘戶와 口의 수’를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신라에서는 「新羅村落文書」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기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구를 명확히 파악해야 租稅를 징수하여 국가 재정을 운용하고, 인력을 동원하여 築城하거나 軍役
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통일신라의 인구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신라는
38) 『高麗史』卷56「志」10, 地理1 序. “惟我海東, 三面阻海, 一隅連陸, 輻員之廣, 幾於萬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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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인구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데, 그 인구를 모른다는 것은, 인구를 기록한 문서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즉 고려가 신라의 항복을 받아들였지만, 정작 신라의 정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주요 기록물들은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신라의 역사가 오래되었기에 어느 한 시점만 인구를 기록할 수 없어서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舊唐書』의 사례를 보면 알수 있듯이, 이 경우 특정 시기를 명기하여
서술하면 된다. 본문에서 밝힌 것처럼 『三國史記』 「地理志」는 『舊唐書』 「地理志」를 모범으로 하였
기 때문에, 『三國史記』편찬진도 특정 시기 명기 후 인구 서술하는 방식을 몰랐을 것으로 보긴 어렵
다. 오히려 『三國史記』 편찬 당시에 인구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서술하지 않았다고
보는게 자연스럽다.
셋째, 고려시대에 파악되지 않는 未詳 地名들이 다수 확인된다. 『三國史記』 「地理志」에서 尙州만
하더라도 化昌縣·安仁縣·日谿縣·尒同兮縣이 ‘今未詳’으로 기록되었다. 만약 신라시대부터 체계적
으로 자료가 이어져 내려왔고, 이를 고려가 그대로 계승하였다면 ‘今未詳’으로 기록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간에 자료 유실이 발생하였고, 『三國史記』 편찬 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치를 명확히 모를 경우 ‘今未詳’으로 기록한 것이다.
현재 확인되는 기록의 형태로 볼 때, 그나마 참고가 된 자료도 州郡縣 목록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각 州郡縣의 명칭들을 나열하였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고려시대와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더구나 鄕村에 대한 내용은 州郡縣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더욱
더 정확한 위치를 유추하기 어려웠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三國史記』 「地理志」는 신라 조정이 중심이 되어 조사한 각 지역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三國史記』 「地理志」의 주요 기록이 景德王代의 연혁을 기준으
로 기록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三國史記』 「地理志」의 底本이 된 자료는 신라시대
州郡縣 목록과 성격이 가장 유사하다. 그 州郡縣 목록은 景德王代부터 그 이후의 지명 개정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景德王代의 지명 개정 정책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가 전국단위로 지명 개정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라 지역사회의 다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기왕 추진했던 정책의 지명 변경 목록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고려는 지방 조사 자료가 아닌 이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추측된다. 즉 고려가 신라의 자료를 확보하면서 신라 조정이 주도적으로 조사
한 ‘州郡縣村 단위의 지방 조사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고, 도리어 景德王代 및 그 이후의 ‘州郡縣
地名 개정 정책 실시 자료’만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 조정이 주도적으로 조사한 ‘지방 조사 자료’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 행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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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후백제로 추측된다. 927년에 甄萱은 신라 수도인 경주까지 진공하였다. 그는 景哀王을 잡고
자살케 하였으며, 王族弟 金傅를 즉위시켰다. 진훤은 回軍하는 길에 國帑·珍寶·兵仗를 취했다고
하는데,39) 그 중에 신라 조정의 ‘지방 조사 자료’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甄萱은 후백제의
영역을 다스리기 위하여, 기존의 지방 행정 자료를 필요로 하였고, 이는 당시 수도였던 全州城에
비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또한 머지않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후백제가 확보한 자료들의 행방에 대해 『靑莊館
全書』에서는 “신라 말엽에 甄萱이 完山을 점령하고는 三國의 모든 서적을 실어다 놓았었는데, 그가
패망하게 되자 모두 불타 재가 되었으니, 이것이 3천년 동안 두 번의 큰 厄일세”40)라고 하였다.
『靑莊館全書』의 기록은 『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전한다.41) 이처럼 甄萱이 확보했
던 1급의 지방 조사 자료는 결국 잿더미가 되어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 어쩔 수 없이 고려는 차선책
을 택해야 했다. 이는 실제 완벽하게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景德王代의 ‘지명 개정 실시 자료’와
같은 2급의 자료였다.
고려는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후 太祖 23년, 즉 940년에 전국적인 지명 개정 작업을
실시하였다.42) 이 역시 景德王과 마찬가지로 州·府·郡·縣의 명칭을 모두 개칭하는 것이었다.
고려 태조는 후백제와 신라 지역의 정체성을 지명 개정을 통해 희석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景德王代와 그 이후의 ‘지명 개정 실시 자료’가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고려 자체적으로 太祖代의 지명 개정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더불어 太祖代의
지명 개정 자료는 『三國史記』 「地理志」 편찬 당시 주요 底本으로 기능하였다고 여겨진다.

5. 맺음말
『三國史記』 「地理志」는 中國 正史 地理志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때문에 『三國史記』이
전의 紀傳體의 중국 正史 중, 地理志 혹은 그와 유사한 성격의 志를 포함한 10史를 분석하였다.
39) 『三國史記』卷50「列傳」10, 甄萱, 天成 2年 冬10月. “萱縱兵大掠, 使人捉王, 至前戕之, 便入居宮中, 强引夫人亂之, 以王族弟
金傅嗣立. 然後虜王弟孝廉․宰相英景, 又取國帑·珍寶·兵仗, 子女百工之巧者, 自隨以歸”.
40) 『靑莊館全書』卷25, 「雅亭遺稿」3, 紀年兒覽序. “又問勝國以上文献之無徵, 公嘆曰。唐李績, 旣平高句麗, 聚東方典藉於平
壤, 忌其文物不讓中朝, 擧而焚之。新羅之末, 甄萱據完山, 輸置三國之遺書, 及其敗也, 蕩爲灰燼。此三千年來二大厄也”。
41)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經史雜類, 典籍雜說 大東書厄辨證說. “而我東國亦有書厄, 略約計之, 則十厄也。唐李勣旣平
高句麗, 聚東南典籍於平壤, 忌其文物不讓中國, 擧而焚之, 一也。新羅之末, 甄萱據完山州, 輸置三國之遺書, 及其敗也, 蕩爲
灰燼, 二也”。
42) 『高麗史』卷56「志」10, 地理1 序. “高麗太祖, 興於高句麗之地, 降羅滅濟, 定都開京, 三韓之地, 歸于一統. 然東方初定, 未遑經
理, 至二十三年, 始改諸州府郡縣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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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中國 正史 地理志의 始原은 『漢書』 「地理志」이며, 이를 주요 뼈대로 地理志 구조의 체계가
갖추어졌음을 밝혔다. 또한 이후의 地理志 서술을 사서별로 ‘漢書 地理志式 서술’·‘宋書 州郡志式
서술’·‘新唐書 地理志式 서술’로 구분하였다. ‘漢書 地理志式 서술’은 『漢書』 「地理志」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하였고, ‘宋書 州郡志式 서술’은 연혁에 대한 서술이 강조된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新唐書
地理志式 서술’은 종합적인 서술로 後代 地理志 서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三國史記』 「地理志」의 서술구조 중 권34~권36은 ‘宋書 州郡志式 서술’에, 권37은 ‘漢書 地理志式
서술’에 가깝다. 이는 의도적인 측면보다는 자료의 차이 때문으로 여겨진다. 고려시대 중기를 기준
으로 기존의 지리에 대한 자료가 빈약하였고, 특히나 고구려와 백제에 대한 자료는 극히 일부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서술 방식처럼 기술된 것이다.
『三國史記』는 본디 『漢書』의 기전체 구조를 모범으로 삼았지만, 고려시대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완성도가 높은 사서는 『舊唐書』였다. 특히나 『舊唐書』 「地理志」부분은 연혁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三國史記』편찬진은 당시의 자료를 기준으로, 『舊唐書』의 구조가 가장 우
수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三國史記』 「地理志」에 반영한 것이다.
신라는 삼국통일을 완수한 이후 효율적인 통치체제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685년에 神文王은 전국
적으로 행정 구역 개편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당시 지명 개정은 시행하지 않고, 기존의 지명을
존중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60년 뒤인 景德王代에 이르러, 잦은 기근과 흉년으로 민심이 피폐해졌
다. 景德王은 구휼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지방 세력의 구심점을 제거하고자 대대적인 지명 개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신라로서 대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후
금석문 사례나 『三國史記』기록을 볼 때, 지명 개정 작업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景德王의 염원대로 대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難題를 해결하지 못한 신라는 결국 후삼국시대
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신라는 자체적으로 각 지역의 인구 및 토지 등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급의 ‘지역 조사 자료’를 만들었는데, 甄萱의 경주 침공 당시 후백제군에게 자료가 넘어간 것으로
추측하였다. 후백제는 이를 전주성에 보관하였으나, 후백제 멸망 당시에 불타 사라지게 되었다.
고려는 어쩔 수 없이 2급 자료인 景德王代의 지명 개정 자료만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940년에 전국에 걸친 지명 개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三國史記』 「地理志」는 고려시대 초의 지명 개정 작업 자료를 주요 底本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한된 자료로 인하여 곳곳에서 한계점을 보였다. 이를테면 漢州지역에서 고구려
이전의 백제 지명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지명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제외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地理志에 포함되는 戶口에 대한 내용도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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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각 지역마다 연혁 기록에 대한 편차가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처럼 『三國史記』 「地理志」는 여러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기존 자료의 부족에
있었다. 그러한 자료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당시 편찬진은 최선을 다해 「地理志」를 저술하였다.
그 결과 향후 한국의 地理志는 『三國史記』를 典範으로 삼게 되었다. 조선시대 초에 간행된 『高麗史』
「地理志」는 『三國史記』 「地理志」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경향을 보인다. 『世宗實錄』 「地理志」
에서도 『三國史記』와 『高麗史』를 底本으로 연혁을 서술하였으며,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建置沿
革에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처럼 『三國史記』 「地理志」는 한국 지리지의 嚆矢이자 原型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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