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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스토리텔링을 통한
충남의 정치‧문화적 지평 확대 방안
김창현
공주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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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백제’ 스토리텔링의 제시와 확장

1. 서언
이 글은 백제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정치 문화적으로 지역적 폐쇄성이 강한 한국의
현 상황을 타개하고 지역 간 연대의식을 강화하여 지역 여론의 원활한 소통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려면 호남과 충청 지역의 지역적 폐쇄성을 극복하
고 그 정치 문화적 지평을 확장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영남과 호남 사이에서 중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충청지역의 역할이 요구되며, 그 중에서도 백제의 수도였던 웅진과 사비의 문화적
유산을 지닌 충남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스토리텔링은 목표에 복무하는 ‘이야기 만들기/하기’이다. 그러므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가 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의 정당성을 좌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토리텔링 연구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하청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그들에 의한 자본 투입을 기대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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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자본을 댈 기관의 요구나 그들이 설정한 목표를 수행하
기 위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스토리텔링이 자본을 쥔 강자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뜻있는 학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스토리텔링의 필요성과 유용성에는 동감하
면서도 그 학적 정당성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스토리텔링을 상업적
욕망에 던져주는 것으로 서사문학 전공자로서는 그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글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스토리텔링 과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과 한두 가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소극적이나마 서사문학을 전공하는 인문학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발표와 향후 발표될 논문에 대한 권한만 필자가 가지고, 이를 이용하려는 모든 사람들,
특히 스토리텔러들이 이 연구를 자유롭게 활용했으면 한다.

2. 백제 스토리텔링의 필요성과 목표
영화 <황산벌>은 백제의 운명이 걸린, 그래서 더욱 치열했던 전투를 다소 코믹하게 영화화했다.1)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영화에서 웃음의 코드는 지방색이다. 계백과 김유신은 저마다
아주 강한 톤으로 전라도와 경상도의 사투리를 구사한다. 사실 계백은 백제 사람이고 그 벼슬이
달솔에 이르렀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실제 그의 무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묘소는 현재
충남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에 있다. 백제 유민들이 그의 충혼과 장렬한 전사에 감동하여 그 넋을
기리고자 가매장했다는 것이다. 그가 호남 지역 출신인지 알 수 없고 지금은 오히려 충남 논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1300년이 훌쩍 넘어버린 과거 방언이 어떤 식으로 존재했는지는
국어학자들도 단언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이다. 자료가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계백
장군은 호남 사투리를 써야 백제인 같다. 백제와 호남이 하나의 연결된 이미지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한둘이 아니지만 조금 다른 예를 들어 본다. 뮤지컬 <영웅을 기다리며>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 사투리를 한다. 한동안은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 사투리를 하는 농담도 회자되곤
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충남 아산시 염치면 백암리가 본가였고 어린 시절 대부분은 서울 건천동(乾
川洞: 지금의 중구 인현동 부근)에서 보냈다. 이런 착오는 우선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나 삼도수
군통제사를 지내면서 많은 전투를 서해에서 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다른 이유가
있다. 한국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가 충남이 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에 이르는 서해 중앙부를 차지
1) 이준익/조철현 제작, <황산벌>, ㈜씨네월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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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것을 학교에서 배운다. 하지만 문맥 없이 서해안이라는 이미지가 주어지면 그것은
호남을 의미한다. 호남과 서해안이 하나의 연결된 이미지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호남과 백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서해안이 백제의 영토로 이미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백제-서해안-호남이 하나의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충남의 이미지
를 침식하고 왜곡하는 것은 그만큼 백제-호남의 이미지가 뚜렷하고 이에 비해 충남-충청의 역사적
이미지가 흐릿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이 같은 이미지가 구축된 결과
충남과 호남 양쪽이 모두 정치 문화적 지역적 고립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영남도 마찬가
지다. 영남은 신라-남동해안-영남의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신라-백제의 대립
이미지를 서해-남동해로, 다시 영남-호남의 대립으로 재생산하는 흐름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재생산의 고리는 국론의 분열은 물론, 지역 간 산업의 자연스러운 소통마저 저해하면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다.
이 같은 양상은 어느 단계까지는 호남의 고립을 전제로 영남에 기반을 둔 세력들의 정치 문화적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효용성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대립적으로 고착화된 지역적
이미지로 인해 이제는 어느 세력이 집권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통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있다.
집권하자마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지역적 특성에 반응하는 중간지대,
특히 수도권 여론이 증폭되면서 집권세력은 갈라진 지역들의 서로 다른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한다.
더 문제는 그 여론이 예상 불가능한 정도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마다 다른 요구가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여론의 충돌이라는 것도 이견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충돌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한 의견이 다른 의견에 의해 비판되고
검증되면서 다소 느리더라도 더 합당한 의사결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스템에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견의 충돌로 보이는 현상 아래에 정체성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편 가르기와 피해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합리적인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그런 조건 아래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없다. 지금 거론되는 ‘국론의 분열’이 바로 이런 것이어서 큰 문제이다.
호남의 고립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호남인들에게 피해의식과 정치 문화적 소외의식을 심어주
었다. 영남의 고립은 마찬가지로 영남인들에게 편 가르기 의식-정파주의-과 우월주의-뒤집으면 상대
에 대한 폄훼의식이 된다-를 심었다. 이 와중에서 다른 지역은 영호남의 대결과 경쟁이라는 주
무대의 방관자로 자리매김 되는 또 다른 소외의식을 지니게 된 것이다.
<황산벌>은 백제, 아니 호남인들의 소외의식을 위로하는 시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
때문에 당연한 귀결로 신라, 혹은 영남을 공격했던 것이다. 사실 이것은 제작진의 잘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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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약자, 혹은 소외된 쪽에 조금 더 다가갔을 뿐이다. 하지만 신라를 당의 눈치를 보는 나라로
보이게 하고, 관창, 사다함 같은 어린 화랑의 죽음을 김유신의 야만적인 전술의 하나로 폄하한
것도 사실이다. 그들의 죽음은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 이데올로기에 의한 희생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책임을 김유신이라는 개인에게 묻을 근거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당시
신라가 당에 의존했을 가능성 역시 충분하지만 이후 백제나 고구려의 유민과 신라가 당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서로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지역적 대립의식이 우리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영남이 신라가 아니었던 것처럼 백제는 호남이 아니었다. 백제는 서울과 인천에서
발원했다. 고구려의 공세를 피해 충남의 공주와 부여로 수도를 옮겼고 그곳에서 그 역사를 마감했
다. 내내 고구려와 같이 동명왕을 숭배했지만, 그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상당기간 신라와 연대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백제는 우리나라 전 지역과 양(+, 긍정적인)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백제 스토리텔링은 다양한 지역에서 전개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역사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은 상당부분 그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백제가
세워진 서울과 인천, 그리고 수도가 있었던 공주와 부여가 그 시작으로 유리할 것이다.
충남이 이 과제를 선점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충남은 역사 재조명 및 국민화합이라는 국가적
어젠다를 주도하는 효과는 물론,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정치 문화적 허브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글은 특정 지역의 브랜드 스토리텔링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통합이라는 국가적 어젠다를 염두에
두고 실현 가능한 백제 스토리텔링의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3. 스토리텔링 모형과 시퀀스
이 글은 필자가 구축하고 시험한 바 있는 스토리텔링 기초 모형2) 및 도시 스토리텔링 작업수행시
퀀스3), 등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① 충남과 백제 서사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한 세부 목표 설정
② ‘대백제’ 스토리텔링 모형 구축과 핵심서사 예시(이야기 만들기)
③ ‘대백제’ 스토리텔링 확산 방안(이야기 하기)
2) 김창현, ｢서사의 장르적 특성에 기초한 고전소설이 재창조 모형 연구｣, 국제비교한국학회, 120~144면 참조.
3) 김창현, ｢스토리텔링과 도시디자인｣, 인문과학연구소, 138~1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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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스토리텔링은 목적이 있는 이야기 만들기이다. 따라서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거기
에 합당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①은 목적을 세부 목표로 나누어 구상화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이
다. 또 목적 달성에 타당한 소재와 주제를 간추려 스토리텔링의 방향과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②는 세부 목표에 따라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영향력 있는 서사원형과 이미지 수집
2)수집된 자료의 분석 및 분류
3)대표 이미지군과 관련 서사군 선정
4)키이미지 결정 및 관련 서사자료 보강
5)핵심서사군 선정
6)기초 스토리텔링
7)키이미지와 핵심서사군 중심으로 이미지 재구성

이 연구가 필자 개인에 의한 연구이기 때문에 위 과정은 모두 필자 개인의 지식과 역량의 한계
안에 놓이게 된다. 특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선정 등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제시하는
것은 하나의 예시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글은 연구자 개인이 자본으로
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적으로 필요하고 가치 있는 어젠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제안하는 성격
을 지닌다. 그럼으로 이 글을 참고하여 지자체 등 실제 책임 있는 주체가 이 작업을 할 때에는
스토리텔러는 물론 역사학자와 디자이너 등 목적에 맞는 전문가 집단으로 팀을 꾸려야 할 것이다.
현대 스토리텔링에서 집단창작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으며, 유능한 디렉터를 만난다면
고비용을 상쇄할 만큼 높은 수준의 산출물을 낸다.
6)은 개별 이야기원형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다. 건국설화든 흑치상지의 이야기든 무령왕의 이야기
든 목적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원형들은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나씩 스토리텔링한다. 새로이
해석되고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널리 알려질수록 백제, 그리고 백제와 관련된 지역들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미지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①에 따른 목표 설정에서 선정되는 가장 효과적이고 시급한 것들 한두 개 만을 다루게 될 것이다.
그 순서와 모형은 다음 표를 따른다.4)

4) 이 스토리텔링 모형은 김창현, [서사의 장르적 특성에 기초한 고전소설이 재창조 모형 연구], 국제비교한국학회,
120~144면에서 ‘재서사화 모형’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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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선택된 원형서사로부터 키이미지를 포함한 핵심서사를 추출하고, 이를 재구성할
때 유의할 점 등을 제시하는 정도까지 진행될 것이다.5) 이 과정에서 차후에 이루어질 백제와 관련된
다른 여러 서사원형들의 스토리텔링 전략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 드라마 <서동요> 등, 현대 서사물
들에 대한 조사와 고려도 필요하다. 현대 서사물이 역사보다 대중들의 백제 이미지를 구성에 더
많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키이미지와 핵심서사를 재구성한 다음 과정, 그러니까 타원에서 쟁반까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핵심서사 및 키이미지 공유
2)키이미지와 핵심서사를 토대로 세부 서사 전략 수립
3)서사의 역동성을 고려하면서 스토리 설정
4)형상화 점검: 미적 요소와 장치에 대한 점검 및 수정-보완
5)세부 내러티브 완성: 인물 간, 사건 간 세밀한 서사적 논리 재점검
6)윤독회 및 서사분석을 통한 검증

위의 과정은 디렉터와 작가 등 다수가 참여하는 팀에 의해 진행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1)은
팀 전체가 공동의 목표를 지녀야 효율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2)백제 스토리
텔링의 전체 목적을 유의하면서 그 부분이 되는 개별 스토리텔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3)에서
5) 이에 대해서는 위 논문, 142~143면의 2)~4)까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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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의 역동성은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핵심갈등을 중심에 두고 복선과 반전 등을 통해 수용자와
정당한 서사적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4)는 소설과 같은 독서물에서는 문체, 배경묘사,
인물 설정 등을 의미하는데, 영화와 같은 시청각적 매체를 활용할 때에는 배역에 맞는 배우의 선정,
카메라 기법 등이 포함된다. 매체에 따라 팀의 인적 구성이 달라져야 함은 당연하다. 5)는 이야기의
내적 논리를 다듬어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이고, 6)은 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윤독회는 팀 내부의
검증에 사용되고, 서사분석은 전문가에 의뢰해 의견을 듣는 것인데 검증 보고서와 대면을 동시에
요구하여 형식적인 검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가능하면 복수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마지막 과정은 여기서 시도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스토리텔링 과정이
한두 명의 디렉터나 작가의 감(感)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일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것이다.

4. 충남의 백제 스토리텔링이 지니는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소
먼저 백제 스토리텔링에 있어 충남이 지니는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소에 대해 알아보자.

위와 같은 SWOT 분석을 통해 충남 주도의 백제 스토리텔링 전략을 수립해 보기로 한다. 먼저
강점을 살리기 위해 백제문화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리적인 강점으로 인해 백제문화
제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더욱 유리한 점이 있다. 정치적으로 보수나 진보 어느 한편에 쏠려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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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는 점은 스토리텔링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오해를 살 여지가 적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부족이라는 약점과도 연결되어 있다. 충남이 매력
적인 지역으로 인식되어야 스토리텔링의 성공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다. 지역적 개성이 부족하면
서 동시에 다른 지역과의 문화적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약점이다. 지역적 개성을 살리면서
타 지역과의 문화적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6) 또 느리고 폐쇄적이라는
이미지도 약점이다. 역동성과 개방성을 강조하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기회 요소로는 최근 공주, 부여 등의 백제 유적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을 먼저
꼽을 수 있다.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가 포함된 것도 전북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협조 하에 시너지를 낳을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백제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좋은 기회이다. 항상 새로운 콘텐츠를 찾는 대중문화상품
생산자들의 입장에서는 신라와 고구려보다 아직까지 덜 알려져 있는 까닭에 백제 문화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천안, 아산 등을 중심으로 도내 인구와 대전, 세종 등 인접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기회 요인이다. 충청권 거주자들은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가상 수요자로는
물론이고 충남이 주도하는 백제 스토리텔링의 홍보에 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조건에 있기 때문이
다. 대전세종충남 뉴스나 지역 언론 등을 활용하여 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위협 요인으로는 백제사에 대한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인식과 함께 백제 사료의 편향성과 양적
부족을 들 수 있다. 사실 이 두 문제는 연결되어 있는데 고려전기에 편찬된 {삼국사기}는 신라는
물론 고구려에 비해서도 백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 본기의 길이도 그렇지만, 열전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이 계백, 흑치상지, 도미 정도로 수나 양에서부터 가장 적은 편이다. 양적인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편향성이다. 백제본기에서 백제의 건국에 대한 기사가 가장 짧은 편인데다 신라, 고구려
가 지닌 신화적 요소는 찾아보기 어렵다. 온조와 비류가 주몽의 아들이어서 그런 점은 이해할만
하지만, 의자왕대 백제 멸망의 서사가 자세하고 긴 것 것과 대조된다. 건국의 정당성과 역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건국은 국가의 정체성 구성 과정이기 때문이다. 백제 스토리텔링은 온조의
한성 백제였던 서울, 비류의 미추홀이었던 인천, 세계문화유산인 미륵사지를 보유한 전북 익산
등도 그 정당한 유권자로 성공 가능성이 보이면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전술했듯이 백제
스토리텔링은 국가적 과제이다. 선의로 경쟁하면서 적극 공조함으로써 지역 간 분열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시기를 앞당긴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로 돕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함께 홍보하면
6) 충남의 지역적 개성에 대한 연구로는 이재열 외 충남지역의 사회의식과 지역 정체성, 백산서당, 2004 등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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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충남이 먼저 다른 지역의 스토리텔링과 행사 등에 아이디
어를 제공하고 홍보해 주면서 이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들이 도출되었다.

-충남의 지역적 개성 확보
-역동성과 개방성을 강조
-세계문화유산의 적극 홍보
-백제문화제의 적극 활용
-지역 뉴스나 지역 언론 등을 활용한 홍보
-타 지역과의 문화적 연결고리 확보
-건국의 서사 재구성
-서울, 인천, 호남 등 유관지역과의 공조

5. ‘대백제’ 스토리텔링
앞에서 제시된 목표들을 종합하면 스토리텔링은 충남의 지역적 개성을 확보하면서 여기에 역동적
이고 개방적인 이미지를 창조하여야 한다. 또 백제 관련 세계문화유산의 대부분이 충남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지역적 개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한편 백제 스토리텔링을 확장하여 충남과 타 지역과의 문화적 연결고리를 만들고 서울, 인천,
호남은 물론 백제와 관련된 어떤 지역과도 공조하는 것은 지역적 약점을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
이 스토리텔링의 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건국의 무대는 서울과 인천이지만
건국의 서사 재구성도 목표에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스토리텔링의 프로젝트 명을 ‘대백제 스토리
텔링’이라 해도 좋겠다.
대백제 스토리텔링의 시작은 백제가 호남에 국한된 국가가 아니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충남이
이 스토리텔링을 주도함으로써 충남과 백제의 관계는 저절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 건국 서사의
재창조 과정에서 서울과 인천이 부각될 것이고, 고구려와는 형제나라이며 특히 동명왕 신앙을 공유
했다는 것이 홍보될 수 있다.
그 실현 방안으로는 먼저 이미 정례화된 백제문화제를 적극 활용하면서 문화제 속에서 백제의
이미지를 재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잠시라도 백제의 영토였거나 백제와 교류했던 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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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지역을 발굴하고 관련 문화제나 기획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백제문화제와 지역 뉴스,
언론 등에 홍보하여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한다. 백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 문화기업들의
백제 관련 문화상품 기획이 더 쉽게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충남도는 관련 자료와 전문가, 일차
가공된 콘텐츠 등을 지원하여 이를 장려하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세부 목표들을 달성하기 활용 가능한 서사원형과 이미지들을 점검해 보자. 온조, 비류
외에 백제 서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서사 원형과 이미지를 인물 중심으로 보면, 가장 넒은 영토를
개척한 13대 근초고왕, 웅진 천도 후 무력해진 백제를 부흥시킨 25대 무령왕, 사비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꿈꾼 26대 성왕, 오천 결사대의 계백, 고대 열녀의 표상 도미, 백제 부흥 운동과 당나라에서
의 성공과 죽음 등의 서사를 가진 흑치상지 등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이 외에 드라마 <서동요>와
부여의 지역축제 등에서 홍보된 서동, 즉 30대 무왕도 인지도 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복수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에서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수집과 분석, 분류를 해야 하고,
지역문화 콘텐츠에서 더 많은 인물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 중에서 대표 이미지군과 관련
서사군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을 알아보는 정도로 한다.
앞에서 제시된 인물들은 모두 나름의 이야기와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먼저 온조와 비류는 전술했
듯이 백제라는 국가의 정체성이 구축되는 과정의 상징적인 인물들이다. 건국은 백제 서사의 뿌리이
며 시작인데, 백제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내용들이 너무 부각되어 있어 반드시 재서사화가 필요하다.
고대 국가의 서사는 건국주와 후대 왕들의 유대를 신비롭게 부각해야 흥미로워진다. 이 유대를
통해 여러 왕과 신민(臣民)으로 이루어진 별개의 이야기들이 한 국가의 이야기로 재해석될 가능성이
열린다.
근초고왕의 경우는 백제의 전성기였고 영토를 최대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널리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인물로, 이미 드라마로 제작된 바 있다.7) 특히 칠지도를 제작하여 왜왕에게 하사한 왕으로
추정되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다만 드라마가 제작되어 10% 내외의 시청률을 보이면서 대중에게
일정한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어 당장 이를 교체할 방법이나 이유가 부족하다.
왕으로서 무령왕, 성왕, 무왕은 웅진(공주)과 사비(부여)에서 나온 왕으로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령왕은 거의 온전히 발굴된 유일한 백제 왕릉의 주인으로
공주의 세계문화유산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인물이다. 웅진에서
사비로 나아가 백제 제2 기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성왕과 부자간이어서 이를 부각하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무왕은 서동요와 배경설화에서 선화공주와의 사랑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고 드라마에 의해
7) 윤창범 연출, 정성희 외 극본, <근초고왕>, KBS1, 2010.11.6~20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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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이미지 메이킹이 된 인물이다. 백제와 신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재서사화함으로써 영호
남의 지역적 대결 의식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스토리텔링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지만
공백을 충분히 활용하여 서사적 역동성을 살리면서 정치적 갈등보다 백제와 신라의 사랑이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 대백제 스토리텔링의 목적에 부합하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할 것이다. 또 무왕은
의자왕의 아버지이다. 무왕 서사를 의자왕 이후 백제 유민과 신라가 힘을 합쳐 당을 축출하는 이야
기에 연결시키면 더욱 목적에 부합하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삼국통일을 신라 일국의 서사에서
백제, 고구려와 함께 수행한 민족 공동의 서사로 재구성함으로써 지역 간 조성된 역사적 차별의식을
완화하고 연대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계백 장군은 가장 널리 알려진 캐릭터여서 이미지 재구성이 쉽지 않다. 유능하고 치열한 성품의
장수로 이미지화되어 있지만, 백제라는 국가 전체의 이미지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물이다.
개인적으로는 황산벌 전투 전에 가족을 살해한 서사 때문에 현대 대중에게 전적으로 환영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 더 어려운 요소는 계백-황산벌 전투-의자왕-백제 멸망의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다
는 것이다. 백제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여러 기사가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대중문화에서 너무 자주 환기되곤 했다.
흑치상지의 서사는 그 중요 부분이 백제라는 나라에서 이탈하는 난점이 있지만 기록의 공백을
이용하면 넘지 못할 것은 아니다. 백제의 인물이 백제 멸망 후 당나라에서 활약하는 이야기는 잘
활용하면 대백제 스토리텔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서사화가 가능할 수 있다. 도미와 그 부인의
이야기는 신화적인 색채와 충격적인 결말 등을 활용하면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백제라는 나라에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거나 백제 역사의 전국화에 기여하도
록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더 많은 인물과 사건들에 대해 타당성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목적에 따라 서사원형
과 그 이미지를 분석하는 몇 예를 보인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제시된 예 중에서는 온조와 비류의
건국 서사와 전성기를 연 근초고왕의 서사, 무령왕-성왕을 잇는 백제 제2 기의 서사, 백제와 신라를
이어주는 무왕의 서사 등이 대표 서사군이 되겠고, 이들은 모두 호남에 갇힌 백제의 이미지를 헐어
역동적이고 전국적, 국제적인 국가 이미지를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백제 이미지에서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멸망의 서사가 건국의 서사를 압도하는 상황이다. 대중매
체 등에서 백제는 신라는 물론 고구려에 비해서도 그 멸망의 과정과 시기에 대한 서사가 많이
노출되었다. 어느 국가나 건국은 신화화되고 미화된다. 실제로도 꿈과 야망을 지닌 인물에 의해
국가가 건설되었을 것이고, 후대 역시 건국주를 미화하고 선전하면서 자기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반면 멸망의 과정이 아름답기는 어렵다. 게다가 뒤이은 다른 왕조는 자기 정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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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해 자기세력과 맞섰던 전 왕조를 폄훼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건국의 서사를 확장하고
이를 선전하는 것은 한 국가의 이미지를 젊고 역동적이고 선한 것으로 구성하는 지름길이 된다.
그 다음 유능한 왕과 신민을 그 시작인 건국의 정신에 지속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국가는 처음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다. 분석에 의지하면 우선 무령왕이 웅진에서 왕실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재고하는 과정에 건국의 정신이 연결되도록 하고, 성왕이 아버지의 의지를 확대,
강화하는 이야기가 되도록 하면 충남의 지역적 개성을 새롭게 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키이미지는 젊고 역동적이며 국제적인 백제로 하고, 핵심 서사군은 여기서는 우선 건국,
무령왕-성왕의 재정비와 새 출발, 무왕의 백제와 신라의 사랑 등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순서대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나서, 근초고왕에 대한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준비하면서 신하와
민중으로 백제 정신을 확장하기 위한 서사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건국의
정신=백제 정신을 설정한 다음 이를 기초 내러티브로 해서 백제 역사를 재서사화하는 것을 스토리텔
링의 기초로 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건국의 서사’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국의 서사를 구상적
요소들과 스토리 요소들, 형상적 요소들, 내러티브 분석물 등으로 분리하고 그 안에서 핵심서사를
찾아낸 다음 그 키이미지를 수정하고 이에 맞도록 기초내러티브와 핵소재를 재구성하면서 스토리
만들기를 하게 된다. 여기서는 이 과정의 방법과 유의할 점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고찰할 것이다.

백제의 건국

① 구상적 요소

② 스토리 요소

③ 형상적 요소

④ 내러티브 분석물

① 온조, 비류, 소서노, 주몽, 우태, 오간, 마려 등 신하들/ 부여, 고구
려, 위례, 미추홀, 말갈, 마한 등/사슴, 꽃 등 이상현상
② 출고구려, 온조의 성공과 비류의 실패, 말갈과의 전투, 낙랑과의
갈등, 마한과의 우호 및 정복 등
③ 형제의 불화, 자연과 인간의 대립과 공존, 군신간의 의리, 마한과
의 의리와 배신, 아버지 주몽에 대한 애증
④ 고대왕국 건설기의 도전과 응전, 농경 사회의 국가 건설 논리,
서민층의 삶과 그 역사적 의미 …

위 분석은 {삼국사기}를 기초로 하였다. 실제 작업에서는 가능한 많은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구상적 요소들은 인물, 배경, 사물 등 이야기에 등장하는 소재들로 대단히 많아서
다 쓰지 못하였다. 동명왕 신당, 왕의 어머니를 위한 사당 등이 표에 넣지 못한 중요한 구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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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이다. 이들 요소들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이 핵소재이다. 필자로서는 신기한 사슴이나 계절에
맞지 않게 피는 꽃이나 이상 기후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흥미롭다. 실제로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본격서사 스토리텔링을 할 때 매우 유용할 듯하다. 하지만 누구든 온조-비류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에 소서노-온조-비류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겠지만, 결국 건국은
두 형제가 주인공일 수밖에 없다.
스토리 요소 중 중요한 것 역시 온조의 성공과 비류의 실패가 될 것이다. 이 둘의 갈등이 핵심갈등
이 된다. 고구려를 떠나는 이야기도 건국에 바로 이어지는 중요한 서사다. 그런데 서사를 그냥
따라가다 보면 이 갈등이 긍정적이지 않다. 아버지가 새로 나타난 장남을 후계자로 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나라를 떠났고, 남하하여 정착한 이들은 서로 갈등하다 다시 갈라섰다가 결국 형인 비류가
패하고 죽게 된다. 기록된 역사가 모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설사 이게 사실이라도 공백이 너무
많다. 재구성이 불가피하다.
형상적 요소는 서사가 독자에게 주는 미적 이미지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서사적 장치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키이미지라고 한다. 지금까지로 보면 키이미지도 형제의 갈등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서사들 사이의 공백을 상상력으로 메우면서 이미지를 재구성해 보면
다른 이미지도 보인다. 실제로 형제는 서로 싸우지 않았다. 비류는 바닷가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
고 온조는 한성 내륙이 더 좋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이 성공과 실패의 뒤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존재한다.
내러티브는 서사의 내적 논리를 이른다. 이야기의 논리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어떤 서사의 가장 중요한 내러티브를 기초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주제에 가깝다. 하지만 스토리텔러들에게 주제라고 하면 지나치게 교훈적인 것을 찾을
우려가 있다. 앞 표에서 제시한 세 개의 내러티브 분석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도전과 응전이라는
것은 그럴싸하지만 너무 추상적이다. 하지만 다른 것들과 연결해 보면 논리가 드러난다. 농경 사회
의 국가 건설 논리는 결국 농사가 잘 된 위례의 온조가 성공했다는 데에서 드러난다. 농사는 당시
서민층의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이었다.
비류는 왜 미추홀의 바닷가로 갔을까? 미추홀, 인천 근처의 바다는 항구를 조성하고 배를 띄우기
에 더 알맞다. 아마도 바다를 이용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실패했을 뿐이다.
스스로는 부끄러울지 몰라도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비난할 것이 아니다. 농경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고대국가가 건설될 기반이 형성되었다. 정주하면서 가치를 생산해 조세와 군역을 부담
할 백성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비류는 어업이나 상업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것도 농사가 안정되
면 필요하고, 더 나은 삶, 더 활기찬 경제를 위해 필요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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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록된 서사를 크게 배신하지 않으면서도 키이미지와 기초 내러티브를 바꿀 수 있다.
무엇보다 형제가 전투를 벌이거나 크게 다투었다고 볼 이유는 없다. 비류가 실패한 뒤에도 둘은
싸우지 않았고, 비류의 세력은 온조에게로 갔으며 온조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여기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핵심서사를 조정해 보기로 한다.

백제의 건국(분리)

백제의 건국(재구성)

① 핵소재

① 온조, 비류/ 위례, 미추홀

① 온조, 비류/ 위례, 미추홀

② 핵심갈등

② 온조의 성공과 비류의 실패

② 온조의 성공과 비류의 실패

③ 키이미지

③ 형제의 불화

③ 자연과 인간의 대립과 공존

④ 기초 내러티브 ④ 농사가 잘 되는 위례에 정착한 온 ④ 비류의 해양국가의 꿈이 좌절된 후
조가 건국을 완성하고 비류는 실패

온조가 비류의 세력을 아우르다

하다

스토리텔링은 기록된 서사인 역사의 공백을 이용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다. 고구려는
부자의 신화로 건국이 완성된다. 유리왕이 주몽의 수수께끼를 풀어 아버지를 찾아 자신을 증명함으
로써 고구려의 왕통이 정립된 것이다. 신라는 지역, 부족간 화합의 신화이다. 여섯 부족의 대표가
모여 공통의 왕을 세웠다는 것이다. 백제는 형제의 신화를 차지해야 한다. 그러자면 형제의 불화로
해석되어 온 틀을 바꾸어야 한다. 두 형제는 선의의 경쟁과 협동을 통해 백제를 세운 것이다. 그렇게
십제가 백제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비류의 꿈을 창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백제의
건국정신을 구성할 수 있다.
백제는 가장 비옥한 토지를 차지했고, 넓은 갯벌과 배를 띄워 어업에 종사하기 좋은 바다를 차지
했다. 이것은 우연이었을까? 이들이 고구려를 떠나 남하한 이유는 새로 나타난 형과의 갈등뿐이었을
까? 그래서 막무가내 무리를 이끌고 남하한 것일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무리를 이끌고 가기 전에 직접이든 누굴 보내든 남쪽의 사정을 알아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상식에 가깝다. 백제 건국의 신화는 비류와 온조가 남쪽의 땅을 둘러보는 데에서 시작되어
야 한다. 유리의 등장 이후일 수도 이전일 수도 있지만, 백제의 땅에서 꿈꾸는 두 형제가 그려져야
한다.
형의 왕위 계승이 분명해지면서 두 사람은 예전에 본 꿈의 땅을 떠올린다. 거친 북방에서보다
백성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닌 이들은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남하한다. 온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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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진 들녘을 사랑한다. 비류는 은혜로운 바다를 그린다. 두 사람의 출고구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바다로의 희망찬 이주이면서 백성의 행복을 꿈꾸는 애민정신의 발로였다. 그것은 동명왕 주몽의
정신과도 통한다. 그래서 형제는 동명왕 신당을 만들어 백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맹세한다.
그러나 바다를 찾은 비류는 난관에 부딪힌다. 바다를 제대로 활용하자면 배를 만들고 항해술을
익혀야 한다. 갯벌로만 먹고 살기는 어렵다. 그 동안에는 농사가 잘 되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땅이 농사에 맞지 않았고 흉년까지 든다. 비류는 실패를 인정하고 굶어죽게 된 백성들을 동생에게
보낸다. 비류는 실의에 빠졌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해양왕국 백제의 대계를 위한 자신의 계획을
글로 남긴다. 온조는 형의 뜻을 받들어 농경과 해양을 이용한 어업 및 상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백제를 건설하려고 결심한다. 고구려가 북방을 향해 대제국의 꿈을 펼친 것처럼 백제는 바다를
통해 대제국의 꿈을 펼치고자 했던 것이다. 백제가 고난에 처하여 도읍을 웅진으로 옮길 때에도
금강 변에 성을 쌓은 이유는 강을 통해 바다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며, 성왕이 사비로 나온
이유도 바다로 더 가까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건국의 서사가 구성되면 계백과 같은 경우도 건국 정신=백제 정신의 수호자로 재구성할
수 있다. 애민의 백제, 해양제국의 꿈을 지닌 백제를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보태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망국의 위기에 처한 나라의 이미지도 달라진다. 계백 외에는
모두 썩어버린 백제가 아니라 지킬 가치가 있는 백제로 이미지가 전환될 것이다.

6. ‘대백제’ 스토리텔링의 제시와 확장
지금까지 ‘이야기 만들기’로서의 대백제 스토리텔링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끝으로 ‘이야기 하
기’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야기하기’는 구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 스토리텔링에서
이야기의 제시와 확장은 거의 매체의 문제이다. 어떤 장르로 만들어 어떤 매체에 실어 제시할 것인
가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예산과 실현 가능성 및 확장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충남이 건국의 서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무대로는 백제문화제가 있다. 해마다 공주와
부여에서 열리는 이 문화제는 충분히 알려져 있고 매년 상당액의 예산도 배정되어 있다.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와 달리 정제된 서사를 전달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지만, 축제를 통해 기초서사를
띄우면서 백제의 건국 정신에 대해 홍보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호기심을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백제문화제의 주제를 “백제의 건국과 재도약: 해상 왕국의 꿈-비류와 온조, 그리고 무령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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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왕”과 같이 정하고, 축제의 시작은 한강물과 인천의 바닷물을 금강에 뿌리는 ‘금강과 한강,
서해의 만남-대백제 합수식’으로 할 수 있다. 비류와 온조의 꿈을 스토리텔링한 공연, 동영상, 음악회
등을 준비하고 형제의 우애와 부자간의 정을 강조하는 게임을 기획하여 비류-온조와 무령왕-성왕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비류의 좌절된 꿈과 무령왕-성왕 대 이룩한 국제국가, 해양국가로서 백제의
발전을 대비하면서 패자로 이미지화된 비류의 정신을 부각하면 언론 등 대중매체의 주목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충남의 모든 축제에서 백제문화제와 백제정신을 홍보하고, 백제 관련 부스를 운영하
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홍보에는 대백제 서사의 복원이 국가적
어젠다라는 점을 앞세우는 것이 좋다. 여론을 얻으면 예산을 확보하기 쉬워진다.
평소에도 전국의 박물관이나 문화관, 대학이나 지역 축제 등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가능하면
예산도 지원하고 홍보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 소설가나 웹툰 등 만화가,
극작가, 연출가 등이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보다 적은 제작비로
만들 수 있는 콘텐츠인 이런 장르로 이야기가 뜨면 이를 영화나 드라마 등 거액의 제작비가 투입되는
영화, 드라마 등으로 제작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고 더 새로
운 이야기 콘텐츠를 생산하다 보면 영화나 드라마 생산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백제 콘텐
츠로 충남 도내에서 영화를 촬영할 경우, 촬영에 필요한 부지나 고증 자료, 전무가 등을 지원하는
유인책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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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화유산 활용 경향과 문제점
과거에 형성되어 오늘날에 이어져오는 문화적 산물을 문화유산이라고 한다. 문화유산은 그것이
형성되던 당시의 문화를 담고 있다. 그렇기에 문화유산은 과거의 상태를 변형 없이 유지할 때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며,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하는 대상으로 삼아온 것은 이 때문이다.
과거의 문화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본래의 상태대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에는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갖는 다양한
가치에 주목하면서 문화유산을 보존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활용 자원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 당시에 이미 ‘활용’을 명시하고 있었으나1), 이때까지는 보존에 집중
하여 활용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이 시기의 문화유산 활용은 관람을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
1) 1962년 제정 「문화재보호법」 제1조 (목적) 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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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활용이 보통이었고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일부의 문화유산만을 대상으로 한 활용에 머무르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문화유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문화유산 활용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지방자치단체들
도 지방자치제가 정착됨과 함께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유산 활용을 적극화하며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추구해왔다. 이에 더해 문화유산과 지역문화에 관심을 가진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문화유산
보전․활용 사업에 참여하거나 자발적으로 지역 문화유산 관리․보호 활동을 펼치는 등 현장에서
문화유산 보전․활용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이러한 사업과 활동이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공급자로서의
노력임에 비해, 문화유산이 주는 가치를 직접 누리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전례 없이 활발해지고
있다. 문화유산 활용 수요는 경복궁 등 조선 궁궐과 같이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유
산을 누가, 얼마나 찾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조선 궁궐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런 만큼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다는 점에서 수요자
시각에서의 문화유산 활용 추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정부의 문화유산 활용 정책이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조선 궁궐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표 1> 조선 궁궐과 종묘 관람객 수 현황2)

명칭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유료

2,837,375

3,309,842

3,356,845

4,228,406

3,277,285

무료

962,429

1,212,329

1,043,475

1,482,263

1,784,248

계

3,799,804

4,522,171

4,400,320

5,710,669

5,061,533

외국인

1,284,747

1,423,821

1,446,982

1,917,948

1,714,487

유료

5,370,626

5,698,460

5,585,300

6,546,759

5,212,207

무료

1,985,032

2,282,297

2,341,301

3,157,885

3,795,216

계

7,355,658

7,980,757

7,926,601

9,704,644

9,007,423

외국인

2,105,083

2,435,088

2,173,144

2,663,533

2,392,154

경복궁

합계
(4대 궁
과 종묘)

2) 문화재청, 2015.12.31.,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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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을 비롯한 조선 궁궐은 평일에도 밀려드는 내외국인 관람객들로 붐비고, 2014년 시범사업
을 거쳐 2015년 시작된 궁중문화축전 등 활용 프로그램이 펼쳐질 때는 더욱 많은 사람들로 북적인
다. 2016년 한 해에 조선 궁궐에서 행해지는 활용 프로그램만도 30가지가 넘는다는 것에서도 문화유
산 활용이 크게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3)
이러한 추세는 궁궐 관람객 수에서도 드러난다. 4개 궁과 종묘 관람객 수는 2011년 이후 거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외국인 관람객을 제외하고도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궁궐과 종묘를 찾았다. 2013년 봄 경복궁 야간 개장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다음과 같은 신문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지난 23일에는 4만 2천 명의 인파가 몰렸고, 주말인 25일에는 인터넷 예매를 중단시키는
사태까지 빚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이 경복궁을 찾았습니다.”4)

문화유산 활용은 활용 대상 문화유산의 유형이나 활용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활용 목적에 따라서는 문화유산 향유, 교육적 활용, 학술적 활용, 지역적 활용, 경제적 활용, 세계적
활용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고, 활용 방식에 따라서는 직접(1차적) 활용과 간접(2차적) 활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5) 전체적으로는 문화유산 활용이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문화유산 향유와 교육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충남
서산․태안 지역 문화유산 활용 방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공급자 시각에서나 수요자 시각에서나 문화유산 활용이 이처럼 활발해지고 있으나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우선 현재의 문화유산 활용은 조선 궁궐 등 일부의 문화유산에만 한정되
어 있다. 활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이를 누리려는 수요자들이 몰려드는 것은 사실상
조선 궁궐 등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며, 지역 문화유산들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문화유산들에 역량을 집중한 후 점진적으로 그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가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으나, 현실은 아직 이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정부가 펼치는
‘살아 숨 쉬는 서원․향교 만들기6)’나 ‘자연유산 민속행사7)’ 등 문화유산 활용 지원사업, 2012년 문화
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함께 한 ‘문화유산 지식콘서트8)’ 등의 활용 프로그램 등은 활용 대상
3) 문화재청, 2016, 「궁궐은 지금 축제 중: 2016년 궁궐 행사 안내」 참고.
4) 『연합뉴스』 2013.05.27., 「‘인기 몸살’ 경복궁 야간개방…“가을에는 인원 제한”」
5) 문화유산 활용의 개념과 활용 유형 분류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류호철, 2014,
「문화재 활용의 개념 확장과 활용 유형 분류체계 구축」, 『문화재』 제47권 제1호, 국립문화재연구소.
6) 문화재청, 2016, 「2016‘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사업 공모 계획(안)」 참고.
7) 문화재청, 2015.02.16., 「문화재청, 자연유산 민속행사 62건 발굴 지원」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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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을 확대하고 문화유산 활용 정책을 지방으로 확산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 미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유산 활용이 조선 궁궐 등 일부의 문화유산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지역 문화유산
들은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문화유산
활용이 정부가 주도하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이 지역 문화유산 활용에까지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도 원인이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차원에서 문화유산을 지역 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지역에는 지정․등록문화재 등 문화유산 이외에도 문화자원이 풍부하다. 그런데 문화유산 활용
정책은 이러한 지역 문화자원과는 별개로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문화유산 활용도 마찬가지다. 문화유산은 문화유산대로, 이외 문화자원은 그것들대로 분리해
서 활용한다.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이 아닌 지역 문화자원 간 연계․융합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연계 활용을 시도하더라도 문화유산에 속하는 것들끼리 연계하는 것이 보통이고, 좀 더
넓게 보아도 성격이 유사한 것들끼리의 연계 활용에만 머물러 있다. 문화유산 활용뿐만 아니라,
관련 학문 분야에서의 문화자원 활용도 비슷한 것들끼리의 연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연구는 문화유산 보전․활용 관점에서 문화유산과 이외 지역 문화자원 등 지역자원 간 연계․융
합 활용을 통한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와 문화유산의 가치 증진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Ⅱ. 문화유산과 지역 문화자원 활용
1. 문화유산과 문화자원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

문화유산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관한 연구 성과들도 축적되어 왔다. 그런데 문화유산 활용에
관한 연구들은 단편적인 사례를 연구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개별 문화재, 특정 유형에 속하
는 문화재, 또는 특정 지역 문화재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만 집중해온 것이다9). 좀 더 범위를

8) 문화재청, 2012.10.26., 「문화유산 현장에서 펼쳐지는 지식콘서트」 보도자료 참고.
9) 류호철, 2014, 「문화재 활용의 개념 확장과 활용 유형 분류체계 구축」, 『문화재』 제47권 제1호, 국립문화재
연구소.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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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혀 보더라도 특정 문화유산 활용에 관해 연구하면서 그것에 더해 그 지역 문화유산들을 열거하고
그것들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정도를 활용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에 비해 문화유산 인접 학문 분야에서는 문화자원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더욱 큰 틀에서
문화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시도된 바 있다. 우선 문화자원의 개념에 관해, 김흥섭(2006)
은 국토의 부분공간단위 안에서 구조적으로 독자성과 응집력을 지닌 지리, 역사,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 내의 자원을 지역 문화자원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설연수(2012)는 지역
문화자원을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닌 문화적 요소로서, 유․무형의 모든 문화적 산물이자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만들어 내는 다양한 유․무형의 결과물로 보았다. 동어반복이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나, 좀 더 정교한 정의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농촌 어메니티’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농촌 문화자원 활용을 모색한 연구가
있다. 김신애(2008)은 농촌의 자연․인문 환경의 바탕에서 느껴지는 쾌적성, 아름다움, 건강함, 친밀
감 등을 불러오는 모든 것을 농촌 어메니티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김장규(2015)는 농촌 어메니티를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유․무형의 자원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자연환경자원,
농업자원, 역사․문화자원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농촌 어메니티는 농촌 지역이 가진 자원으
로 활용 가치가 있는 것들이며, 이런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지역 문화자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문화자원과 농촌 어메니티는 특히 농촌 등은 활용 가치를 가진 것들이며, 이들 연구
에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할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지역에는 문화유산 이외에도 활용 가치를
가진 자원이 다양하고, 농어촌 체험 등의 형태로 활용이 상당히 활성화된 지역도 많다.

2. 문화자원 간 연계 활용의 개념과 의미

그런데 농어촌 등 각 지역이 다양한 문화자원을 갖고 있고 활용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나, 문화유
산 활용 관점에서 이러한 지역 문화자원 활용은 문화유산 활용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문화유산은 개별 문화유산만을 활용하는 것에 더해 문화유산들 끼리, 또는
다른 자원들과 연계하여 활용할 때 그 지평이 넓어질 수 있다.
문화유산 활용 유형을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단독 활용, 연계 활용, 융합 활용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다른 문화유산이나 문화자원 등과 연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단독 활용,
둘 이상의 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이 아닌 것을 서로 이어서 활용하는 것을 연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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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에서 둘 이상의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이 아닌 것들을 하나로 엮어 동시에 활용하는
것을 융합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10). 이 때 문화유산 활용에서 연계 활용이나 융합 활용을 지정․등록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문화유산끼리의 연계․융합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문화유산 간 연계, 문화
유산과 문화자원 간 연계, 나아가서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문화유산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자원들
간 연계와 융합은 문화유산 활용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다.

Ⅲ. 문화자원 간 연계와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1. 연계 활용과 문화유산 활용의 지평 확대

충남 서산․태안 지역은 바다에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관이 수려하여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더해가고 있다. 서산마애삼존불, 태안마애삼존불, 해미읍성 등 널리 알려진 가치가 큰 문화유산들이
있고, 신두리 해안사구 등 귀중한 자연유산(천연기념물)도 있다. 특히 태안은 사실상 섬에 가까울
만큼 바다에 둘러싸인 곳으로 수많은 해수욕장들이 태안을 감싸고 있는 듯하다.

<표 2> 충남 서산․태안 주요 문화유산 현황

연번

문화유산

지정․등록

1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국보

2

서산 해미읍성

사적

3

서산 보원사지

사적

4

서산 보원사지 석조

보물

5

서산 보원사지 당간지주

보물

6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보물

7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

보물

8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비

보물

9

서산 개심사 대웅전

보물

10

개심사영산회괘불탱

보물

11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물

12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

보물

10) 류호철, 2014, 「문화재 활용의 개념 확장과 활용 유형 분류체계 구축」, 『문화재』 제47권 제1호, 국립문화
재연구소.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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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개심사 제석·범천도 및 팔금강·사위보살도

보물

14

서산 부장리 고분군

사적

15

서산김기현가옥

중요민속문화재

16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국보

17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비 바위

명승

18

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

천연기념물

19

태안 신두리해안사구

천연기념물

20

태안 내파수도 해안지형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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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6건, 시도지정문화재와 문
화재자료 47건, 등록문화재 2건 등 총 65건의 지정․등록
문화재가 있고, 태안은 국가지정문화재 6건, 시도지정문
화재와 문화재자료 20건 등 총 26건의 지정․등록문화재
를 갖고 있다. 두 시군을 합하면 91건이나 된다.
여기에 지정․등록문화재가 아닌 지역 문화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것들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농촌 어메
니티에 해당하는 농어촌 문화는 물론이고, 태안을 감싸
고 있는 해변과 해수욕장들도 훌륭한 자원이다. 농어촌
풍경은 물론이고 농어업 방식과 풍속, 농어업 기구, 각종
의례에 이르기까지 농촌다움과 어촌다움을 느끼게 해주
고, 인간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문화, 정겨움과 따뜻함이
있고 서로 협력하는 문화가 있다. 여기에 태안군 홈페이
지에 소개된 해수욕장만도 30개에 이른다.
<그림 1> 서산․태안 해수욕장

문화유산 활용은 문화유산이 아닌 이러한 다양한 지
역 문화자원들과 활발하게 연계․융합할 때 활성화를 기

대할 수 있다. 지역 문화유산은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또는 외국인들도 함께 하는
조선 궁궐과 같은 문화유산이 아니며,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지역적 한계가 있고 방문객들도 일정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궁궐과 같이 오랜 시간 머무를 만한
개별 문화유산들이 풍부한 것도 아니다. 지역 문화유산들이 처해 있는 공통적인 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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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문화자원과 자연자원 등 다양한 것들을 연계하고 융합하여
활용하는 것은 지역 문화유산 활용의 저변을 확대하고 그 지평을 넓혀가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다.
특히 태안은 천리포해수욕장과 만리포해수욕장, 꽃지해수욕장 등 이름나있는 해수욕장이 많고,
안면도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지역 해수욕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성이 있다.

여기 태안 해수욕장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들
데리고 오는 거지요. 여름이면 많이 오는데, 해수욕장에서 하루 이틀 놀다 가더라고요.
-제보자 권○○, 31세, 남, 태안읍, 수퍼마켓 운영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다는 것은 곧 이들이 문화유산 활용 측면에서는 잠재적인 수요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경복궁을 비롯한 4대 궁과 종묘 관람객 현황을 보면, 전체
관람객 수나 외국인 관람객 수에 비해 특히 무료관람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에는 모든 관람객이 줄어들었음에도 무료관람객만은 크게 증가했다. 여기서
무료관람객은 대체로 24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차지한다.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유료관람
객과 외국인 관람객이 대폭 감소할 때도 무료관람객만은 증가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학생들인 것이
다. 이것은 문화유산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바로 그런 수요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수욕장과 같은 지역 자원을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은 휴양을 위해 이 지역을
찾은 방문객들을 문화유산으로 끌어들여 활용을 활성화하고, 그들이 문화유산을 향유하며 교육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효과가 있다. 더욱이 서산․태안은 다양한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가진 농어촌 어메니티 등 농어촌 자원이 풍부하여 문화유산과의 연계․융합 활용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해수욕장과 문화유산, 농어촌 체험과 농어촌 경관 감상 등으로
이어지는 연계․융합 활용을 모색해볼 수 있는 것이다.

2. 의미 중심 활용과 문화유산의 가치 증진

다양한 지역 자원과의 연계․융합을 통한 이러한 문화유산 활용은 문화유산에의 접근성을 확대하
여 문화유산을 일상화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넓게 인식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곧 그 문화유산이 갖는 사회적 가치,

지역 문화자원 간 연계 활용과 문화유산의 가치 증진_류호철

33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며, 의미 부여를 통해 가치 증진은 다시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로 이어진다. ‘활용 활성화 - 가치 증진 - 활용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유산과 기타 지역 문화자원들을 활발하게 연계․융합하여 활용할 때 문화유산 활용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으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중심에 둔 활용 프로그램을 갖추
어야 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경관적 가치, 심미적 가치, 고풍스러움과 예스러움
등 여러 가지 가치를 갖고 있다. 단순히 겉모습을 훑어보는 것으로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유산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본질적 가치를 느껴보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다.
문화유산 활용은 역사적․문화적 맥락 안에서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럴 때 문화유산
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증진할 수 있다. 가족 단위 수요자들은 문화유산 향유와 교육적 활용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문화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누리기에 적합한 주체들이다.

Ⅳ. 맺음말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연계․융합하여 활용하고, 문화유산의 본질적
인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열거해두는 수준으로는
문화유산 활용을 활성화하기 어렵다. 해수욕장 등을 찾는 방문객들이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교육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
문화유산 현장에서도 관련 문화유산을 비교하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가치를 탐구해볼 있게
지원하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문화유산 해설은 이러한 본질적 가치를 중심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등 중에 한 가지일 뿐이다.
공급자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은 주체들 간에 협력하고 활용 대상 자원들 간의
경계를 넘어서 연계․융합을 활발하게 모색할 때 지역 문화유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고, 나아가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가 본격 시행되는 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문화유산
의 교육적 활용과 문화유산 향유 등 청소년들의 활용 수요는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며, 이에 발맞추
어 문화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여러 형태의 자원들과 연계․융합을 통해 문화유산
활용의 지평을 확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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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현재 공주 송산리 고분군은 웅진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왕릉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고분군의 대부분
은 일제강점기 때 도굴과 발굴조사에 의해 그 존재가 알려졌는데, 발굴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았거나
疏略하여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송산리 고분군은 왕릉급 규모인 대형 봉토분으로
복원된 7기의 고분이 자리 잡고 있다. 일제강점기 발굴보고서와 각종 남아 있는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송산리 고분군은 약 20여 기 이상의 고분이 확인된다.(공주대학교박물관·충청남도공주시,
1995 : 姜仁求, 2000 : 유네스코東아시아문화연구센터, 2002 : 국립공주박물관, 2009 : 이남석, 2010)
이 고분군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복원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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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산리 고분에는 모두 7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는데, 백제왕릉으로 전하는 이 고분군을 중심으로
그 동쪽과 서쪽에도 고분군이 존재한다. 백제왕릉으로 전하는 중앙의 고분군은 동서로 가로 놓여
있는 해발 121m의 능산리 산의 南斜面 山麓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군은 3기씩 앞뒤 2열을 이루고,
여기서 다시 북쪽 후방으로 50m의 거리를 두고 1기가 자리하고 있어 모두 7기로 이루어져 있다.
필자는 2008년 5월 23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개최되었던 제10회 국립박물관 동원학술대회에서
「일제강점기 자료로 본 송산리와 능산리 고분군」이라는 주제로 일제강점기 송산리 고분군의 모습
과 발굴경과 그리고 출토유물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적이 있으며,(정상기 2009 : 75-90) 국립공주박물
관이 2009년에 발간한 『武寧王陵 新報告書Ⅰ』에서는 「1920~30년대 송산리고분의 조사」라는 주제로
일제강점기 송산리 고분군의 조사과정을 정리한 적이 있다.(정상기 2009 : 36-52) 이들 글에서 송산
리 고분군 및 부여 능산리 고분군 관련 유리건판 일부를 소개하고, 출토유물을 정리하였으며, 2015년
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중 백제고분에 해당하는 유리건판을 전부를 소개한 바 있
다.1)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필자는 송산리 고분군 및 능산리 고분군 관련 유리건판에서 확인된
백제의 고분벽화들의 실상을 파악하여 연구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송산리와 능산리에서 확인된 백제의 고분벽화 사진을 소개하기로 하였는데, 먼저 공주 송산리와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일제강점기 조사 경과를 소개한 후 유리건판에 남아 있는 백제의 고분벽화
사진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일제강점기 공주 송산리 고분군 모습과 발굴 경과
송산리 고분군은 공주시 금성동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발굴된 고분 7기를 포함하여 모두
20여 기 이상의 백제고분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현재는 7기가 복원되어 있다. 1971년 武寧王陵이
발견됨으로써 이 지역이 웅진시대 백제의 왕릉지구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고분은 표고 130m의 宋山을 북쪽의 主山으로 한 남쪽 경사면에 분포되어 있는데, 구릉 윗부분의
1~4호분이 한 그룹을, 그 남쪽사면에 무령왕릉과 5․6호분이 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 구조는
크게 한성도읍기의 전통을 이어받은 穹窿狀天井을 가진 횡혈식석실분과 새로이 중국 남조로부터
수용한 전축분으로 대별된다. 이중에 전축분은 무령왕릉과 6호분인데, 처음에 왕묘는 횡혈식석실분
이었으나 남조의 영향으로 전축분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서울의 석촌동 적석총과
유사한 方形 유구가 2기 조사되었으나 구체적인 매장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祭壇으로 보는 견해도
1)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으로 보는 백제의 고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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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무령왕릉에서 남서쪽으로 30m가량 떨어진 곳에
1933년에 有光敎一이 발굴한 송산리 29호분이 있다.
1933년 송산리 29호분을 조사하기 전에 藤田亮策, 小
泉顯夫, 澤俊一 등은 제6호분을 조사하였다(그림 1).
공주지역의 고분에 대한 학술적 발굴조사는 조선
총독부박물관의 野守健, 神田憁藏에 의한 1927년의
송산리 고분군 조사를 그 효시로 한다. 송산의 남사
면 중턱에 동서로 나란히 늘어선 5기의 고분이 있었
다. 이들은 현재의 1, 2, 3, 4호분이 되었다. 이들 고분
[그림 1] 송산리 고분군 분포 현황도

들은 수차례에 걸쳐 도굴이 진행되었으며, 1927년 3

월경에도 도굴을 당하였다. 송산리 1호분의 경우 1927년에 이미 고분인근의 주민이 破壞孔을 통하여
잔존하던 부장품의 잔편을 모조리 훔쳐 갔다. 1933년에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의 藤田亮策, 小泉顯夫,
澤俊一 이 6호분을 조사하였는데, 정식 조사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았다. 小泉顯夫의 회상록인 『朝鮮
古代遺跡の編年』에는 송산리 고분군과 벽화고분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小泉顯夫 1986 :
200) 1933년 8월 초에 6호분의 벽화고분 발견을 알리는 공주 고적보존회장의 전보가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앞으로 도착하였다. 총독부는 藤田亮策을 책임자로 임명하고 小泉顯夫, 澤俊一 등을 囑託으
로 파견하여 조사하게 하였다. 이미 1932년 가을에 송산리 고분군 內를 통과하는 관람도로 건설공사
를 실시하였는데, 同年 10월 26일에 6호분인 전축분의 배수구 一端이 발견되었다. 당시 공주고보
교사인 輕部慈恩은 이런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도 않고 근 1년 가까이 배수구를 파내기 시작하여
1933년 8월에는 배수구의 하단을 약20m 넘게 파내어 문양전을 쌓아올려 羨道를 폐쇄한 벽에 도달하
여, 전축분의 상부에서 도굴입구를 확인 하면서 벽화분의 존재를 확인하였던 것이다. 그는 1년
뒤에 이 사실을 전보로 총독부에 알리게 한 것이다.
藤田亮策, 小泉顯夫, 澤俊一 3인의 조사결과 6호분 내부에서는 여러 차례의 도굴로 인하여 유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6호분의 조사는 輕部慈恩이 연도의 입구를 막았던 약40cm 두께의 벽과
연도 天井의 접합부분을 파괴하고서 내부에 들어가 도굴공 바로 밑에 있던 封門을 부수고 설치한
나무틀로 인해 쉽게 출입할 수 있었다. 藤田亮策, 小泉顯夫, 澤俊一 등 3인은 그 나무틀에 거울을
달아 외부의 빛을 玄室안으로 끌어들여 조사와 사진촬영을 진행하였다. 송산리 벽화분으로 불리는
6호분은 현실을 벽돌로 축조한 전축분으로 玄室의 네벽에는 靑龍, 白虎, 朱雀, 玄武의 四神圖가 그려
져 있어 유명하다. 현실은 남북을 長軸으로 하는 長方形으로 되어 있으나 羨道는 이중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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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다른 전축분, 혹은 다른 橫穴式 石室墳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6호분의 천정은 터널형을 이루고
있어서 무령왕릉과 통하는 면이 있으며, 벽돌이라는 축조 재료와 더불어 그 천정구조 자체가 중국의
南朝에서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의 내부에는 동쪽으로 치우쳐 벽돌로 쌓은 棺臺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벽에는 燈龕이 7개나 마련되어 있었는데, 6호분이 보이는 이러한 특징들은 당시의 백제와
중국 남조와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송산리 6호분 발굴조사에 관한 輕部慈恩의 글이
여러편 있어, 그를 발굴자로 알고 있지만 그는 주된 발굴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였으며, 6호분의
실측도는 小泉顯夫이 작성하였으며, 사진촬영은 澤俊一이 진행하였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琉璃
乾板 형태로 소장되어 있다.
1932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송산리 고분의 관람도로 개설공사 중 數基의 고분현실이 발견되
어 발굴되었다. 이 고분들은 송산리 5호분, 7호분, 8호분이다. 5호분은 6호분의 동쪽 15m 정도의
지점에서, 7호분은 1호분의 남쪽 3m 정도의 지점에, 8호분은 4호분의 남쪽 10m 정도의 위치하고
있다. 공주 송산리 6호분에 이르는 통로를 개설 하던 중에 새롭게 발견된 29호분에 대해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有光敎一은 藤田亮策에게 발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小泉顯夫, 澤俊一과 함께
발굴을 하게 되었다.
조사는 193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29호분의 묘실은 천정이
결실되어 남벽만 남기고 있었는데, 여전히 석회가 견고하게 남아 있었고, 동벽과 북벽의 윗부분에서
천정부로 이어지는 모줄임식 쌓아올리기 흔적이 확인되었다. 묘실은 동서 2.72m, 남북 3.39m로서
그 네벽의 높이는 평균 1.90m이었다. 특이한 것은 네 벽에 백색석회를 발랐는데, 동벽에 두 군데,
북벽에 한 군데의 못 자국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송산리 6호분에 보이는 懸垂用釘과 비슷
한 용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 장식적인 천막을 직각으로 연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석실의 북벽
에도 한 군데의 구멍이 발견되며, 이곳에는 철정이 존재하고 있었다.
묘실 바닥에는 한 겹의 塼이 깔려 있고 이 塼의 밑은 바로 床土이었다. 棺臺는 두 개인데 각각
동벽과 서벽에 접하여 모두 장축을 남북으로 하여 축조되었다. 동쪽관대는 길이가 약 2.6m, 폭
0.95m 이었으며, 서쪽의 관대는 폭 1m, 길이는 1.69m 이었다. 연도는 길이가 1.80m, 폭 0.90m,
높이 1.20m이다. 좌우의 벽은 현실과 마찬가지로 돌을 쪼개서 쌓았으며, 내면에는 석회를 발랐다.
이 29호분에서는 크기에 따라 3종류로 구분되는 모두 9점의 금제화판형금구가 수습되었다.
1971년 6호분 배수로 공사 중 확인 된 무령왕릉은 6호분 조사에 참여한 輕部滋恩에 의해 그
존재가 인식되었으나, 輕部滋恩은 무령왕릉을 6호분을 四神思想에 맞추어 조성하면서 後方의 玄武에
해당하는 人爲的으로 조성한 구릉으로 판단하여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제시대의
有光敎一과 輕部滋恩이 남긴 논문들과 1935년 발간된 조선고적연구회의 『昭和2年度古蹟調査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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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에 有光敎一이 발간한『朝鮮古蹟硏究會遺稿』 2권에 수록된『송산리 29호분 발굴보고서』등을
참고하면, 송산리 고분군은 전축분 6호 및 무령왕릉 등 전축분 2기, 석실분 5기와 파괴분 1기, 29호분
과 같은 횡혈식 석실분 7기, 수혈식인 7, 8호분 2기, 적석유구 2 기 등 약 20개에 달하는 고분이
일제강점기까지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육안으로 확인되는 7기의 고분 외에
이들 고분군의 인접지역 내 또 다른 6기의 고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1934년 輕部滋恩이 작성
한 「公州に於ける百濟古墳」에서도 확인된다.
일제강점기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송산리 고분군 내에는 석실분(1~5호분, 29호분), 석곽묘
(7~8호분), 전축분(6호분, 무령왕릉) 등이 분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분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크게 2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고분이 조성되었다는 점이다(도면 2). 고분군의 북동쪽에 1~4호분과
그 배총陪塚으로 추정되는 7~8호분이 Ⅰ구역을 형성하고 있고, 그 남서쪽 사면으로 5~6호분과 29호
분, 무령왕릉이 Ⅱ구역을 형성하고 있다.

Ⅰ구역
Ⅱ구역

<그림 2> 송산리 고분군의 무덤 배치현황(이남석, 2010, 송산리 고분군, 서경문화사, p.15 도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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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군의 본격적인 발굴은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조사내용은 발굴에 참여한 연구자들에
의해 여러 경로를 통하여 보고되었으나 동일한 조사에 대한 보고에서도 조사날짜가 다르게 보고된
경우가 있어 약간씩 혼동이 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의한 공식적인 발굴조사는 1927년 1차례와
1933년 2차례뿐이며,2) 그 외의 조사는 모두 가루베지온 개인에 의한 것이다(표 1).

<표 1> 일제강점기 송산리 고분군의 조사경과

조사년도

1927년

1932년

조사월일

조사자

3월

輕部慈恩

10월
15일~23일

조선총독부박물관
(野守健, 神田惣藏)

10월 20일3)

輕部慈恩

5호분 천장석 확인 및 조사

10월 26일

輕部慈恩

6호분 배수구 발견

10월 27일

輕部慈恩

8호분 발견

11월 14일

輕部慈恩

7호분 발견

7월 29일

輕部慈恩

6호분 조사

8월

조선총독부박물관
(藤田亮策, 小泉顯夫, 澤俊一)

1933년

輕部慈恩
11월
15일~24일

조선총독부박물관
(有光敎一)

조사
1~4호분(현재

1~4호분)

1호분(현재 4호분), 2호분(현재 3호분), 5호
분(현재 1호분)

6호분 발굴조사
29호분 발견
29호분 발굴조사

이처럼 송산리 고분군이 가루베지온과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의해 2차례 조사되면서 출토유물
또한 국립공주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 나누어 소장되었다. 국립공주박물관 등록품 가운데 송산
리 고분군 출토품으로 확인된 유물은 공주사적현창회公州史蹟顯彰會에서 이관되었으며, 모두 가루
베지온의 논문에서만 사진 또는 도면으로 확인 가능하다.

2) 조선총독부박물관은 현재의 1~4호분과 6호, 29호분을 조사하였으나, 모두 가루베지온이 개인적으로 발굴한 후에 조사
하였다. 5호분에 대해서는 ‘외약리고분’으로 1932년에 유리건판을 촬영하였으나, 조사내용이 보고된 적은 없어 실제
조사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3) 가루베지온은 5호분 발견 날짜를 ‘10월 20일(輕部慈恩, 1933, 「公州に於けろ百濟古墳」(二), 『考古學雜誌』 第二十三卷
第九號, 考古學會, pp.26~27.)’과 ‘10월 30일(輕部慈恩, 1934, 「公州に於けろ百濟古墳」(四), 『考古學雜誌』 第二十四卷
第五號, 考古學會, p.5.)’로 혼동하여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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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리건판과 일제강점기 자료에 보이는 송산리 고분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리건판 38,000여 매를 조사한 결과 송산리 고분군 관련
유리건판은 약 80여 매가 확인되었다. 이 중 상태가 불량한 것과 능산리 고분군 관련 자료를 잘못
판단한 것을 제외하면 총72매의 송산리 고분군 관련 유리건판이 확인되었다. 이를 고분군 별로
확인하여 보면 제1호분 건판이 12매, 제5호분 건판이 9매, 제6호분 건판이 18매, 제29호분 건판이
31매, 기타 송산리 고분 출토 유물 2매 등이 확인되었다. 제1호분 건판은 1927년 촬영되었는데,
연도와 배수구 모습, 천정모습, 도랑모습과 함께 출토 유물로 허리띠 장식과 영락장식품, 철정 등
철기류들의 모습이 확인된다. 제5호분은 1927년 촬영되었는데, 遺構인 연도와 배수로 위주로 촬영되
어 있다. 제6호분은 전축분으로서 일찍부터 네벽에 표현된 사신도로 유명하였는데, 벽면의 사신도
와 함께 전축분의 발굴모습, 각 벽면과 고분내의 전돌 모습 등이 비교적 자세히 촬영되어 있다.
제6호분은 1932년 가루베지온에 의해 확인되었으나, 정식 조사는 1933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러므로 벽돌무덤인 제6호분 관련 유리건판은 조사를 실시한 1933년 촬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29호분은 발굴 조사전의 모습과 함께 조사 진행과정, 석실의 내부 모습과 함께 연도와 배수구
모습 등이 자세히 촬영되어 있는데, 이는 1933년 조사 당시에 자료들을 촬영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외 송산리 고분군 출토품으로 확인된 곡옥 사진 2매가 있다.
그 밖에 『昭和二年度古蹟調査報告』 第二冊 公州 宋山里 古墳 調査報告書에는 송산리1·2·5호분
관련 사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고분군 원경과 1·2호분 전경 모습이 찍힌 사진 2매와 함께 1호분
연도 등 내부모습 6점, 그리고 출토유물 사진 2매가 수록되어 있는데, 1호분 관련 수록된 사진들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과 모두 동일하다. 2호분의 경우에는 연도폐쇄 상태 모습과
관정, 허리띠장식, 쐐기 등을 모아서 촬영한 유물사진 등 2매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진들은
현재 유리건판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5호분 관련 사진들은 조사전 모습을 비롯하여 내부 조사관련
사진 5매와 함께 출토유물로서 구슬, 칼, 허리띠장식등이 조합되어 있는 모습 1매와 함께 단경호
2점, 그리고 화형관고리 모습이 소개된 사진 등 총 8매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중 유물사진 3점은
유리건판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유리건판에서도 확인되는 연도폐쇄 상태 사진은 유리건판
사진의 윗부분이 훼손되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비해, 調査報告書에서는 선명하고 깔끔한 사진
이 소개되어 있다.
『昭和二年度古蹟調査報告』 公州 宋山里 古墳 調査報告書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하면 1·2·5호분
관련 20매의 사진자료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중 유리건판 사진과 겹치지 않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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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진 자료는 2호분 자료 2매와 5호분 출토유물 사진 자료 3매, 5호분 연도폐쇄 상태 1매 등
총6매에 불과하다.
『昭和二年度古蹟調査報告』 公州 宋山里 古墳 調査報告書와 함께 일제강점기 자료는 아니지만 과거
公州 宋山里 古墳을 발굴했던 有光敎一이 2002년에 발간하였던 『朝鮮古蹟硏究會遺稿』 Ⅱ권 公州
宋山里 第29號墳에는 1930년대 후반에 輕部慈恩이 본문 내용을 해설한 『公州 宋山里 第六號墳 百濟王
陵 寫眞』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책에는 6호분 내부 모습과 사신도 등 10매가 소개되었으나, 모두
유리건판 사진과 동일하다. 有光敎一이 발간한 『朝鮮古蹟硏究會遺稿』 Ⅱ권 公州 宋山里 第29號墳에
서는 6호분 관련 사진자료 14매가 소개되고 있으나, 이 중 2매만 유리건판 사진과 다른 자료이다.
6호분 내부 조사전의 남쪽벽과 관대 모습과 조사후의 보존시설(1934년 9월 촬영) 사진은 국립중앙박
물관 소장 유리건판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자료이다.
有光敎一이 발굴한 29호분의 사진자료는 연도, 배수로 모습, 29호분 내부 모습 등 발굴과정을
소개하는 사진 19매와 함께 29호분 출토 유물사진 4매가 소개되고 있다. 이 중 29호분 남쪽벽에서
내려보면서 찍은 내부 모습 사진자료 2매는 유리건판에서 확인되지 않는 세부적인 사진 자료로서
29호분의 발굴 당시 모습을 생생히 전해 주고 있다.
有光敎一이 송산리 고분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진행하기 위한 이 책의 도입부에서 소개되는
송산리 8호분의 연도 모습은 현재까지 확인된 8호분의 최초 발굴장면이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이 72점 정도 소장되어 있는 것으
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들 사진자료들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문화 정책에 의해 촬영되어,
일부는 발굴 보고서와 각종 홍보자료 등에 사용되어 이미 많이 알려진 상태이다.
이에 따라 사진자료가 확인된 제1, 2, 5, 6, 8, 29호분의 유구 및 유물 사진들을 통해 송산리고분의
유구 및 유물 사진들을 통해 송산리 고분군의 전체적인 모습을 소개하고자 한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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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1] 송산리 6호분에서 본

[3-2] 송산리 6호분에서 본

배수로 노출 모습(1933년 8월 촬영)

배수로 전돌열 모습(1933년 8월 촬영)

[3-3] 송산리 6호분 연도 앞부분 도굴굉 노출상태

[3-4] 송산리 6호분 입구에서 본

(1933년 8월 촬영)

연도폐쇄전과 배수로 (1933년 8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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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송산리 6호분 묘실에서 본

[3-6] 송산리 6호분 묘실에서서 본

연도입구 노출상태 (1933년 8월 촬영)

연도폐쇄 전돌 (1933년 8월 촬영)

[3-7] 송산리 6호분 조사착수 전의 남쪽 벽 및 관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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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송산리 6호분 묘실 북벽과천정부 동서벽 축조상태 (1933년 8월 촬영)

[3-9] 송산리 6호분 묘실 북쪽단벽과 관대 (1933년 8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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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송산리 제6호분 묘실 북쪽

[3-11] 송산리 6호분 내

단벽 현무 모습 (1933년 8월 촬영)

등감 세부 모습 (1933년 8월 촬영)

[3-12] 송산리 6호분 동벽 청룡 모습 (1933년 8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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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송산리 6호분 동벽 청룡 세부 모습 (1933년 8월 촬영)

[3-14] 송산리 6호분 동벽 청룡 모습 (1933년 8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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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송산리 6호분 서벽 백호 모습 (1933년 8월 촬영)

[3-16] 송산리 6호분 현실 남벽 주작 모습 (1933년 8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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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송산리 6호분 연도폐쇄에 사용된 문양전 모습 (1933년 8월 촬영)

[3-18] 송산리 6호분 조사 후 응급 조치후의 모습 (1934년 9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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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주 송산리 6호분 고분벽화
공주 송산리 6호분 및 부여 능산리 동하총에서 확인된 고분벽화에 대해서는 한국회화사 관련
책자에서 일정 부분이나마 소개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략하게 언급할 뿐 구체적인 설명은 결여되어
있다. 공주 송산리 6호분과 부여 능산리고분벽화에 대한 실체적인 검토는 1992년 공주대학교박물관
에서 발간한 『백제의 조각과 미술』이란 책에서 공주대학교 이남석교수가 ‘백제고분의 조형적 특성’
에서 시도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구체적인 자료의 빈곤으로 인해 소략한 설명만이 지속되었
다.4)
이 글에서는 공주 송산리 고분에서 확인된 고분벽화에 대해서 송산리 6호 전축분은 四壁에 벽화가
그려져 있지만, 1992년 현재 이 벽화는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벽돌로 만든 벽면의 凹凸을 없애기
위해 바른 점토 흔적만이 남아 있어 벽화의 전체적인 형태 파악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그림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벽돌로 쌓은
벽면의 凹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밝은 점토로 발랐던 것만 남아 있으며, 벽화는 벽돌
위에 호분으로 그림을 묘사한 것인데 바탕흙의 형태에서 벽화가 사신도임이 확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신도외에 6호분 남벽에는 주작의 좌우에 해와 달 그리고 雲文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다고 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송산리 6호분 벽화는 프레스코기법을 이용하여 그렸으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사용하는 기법으로 유추할 때 적, 황, 주, 흑의 색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전축분의 벽돌부분도 하얀 및 검은 도료를 이용하여 벽돌 부분을 도색하였으며, 벽돌
무덤의 다른 부분인 벽감주위에도 보주형의 벽감부분에 주황색과 녹청색을 이용하여 벽감의 윤곽을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이남석 교수는 송산리 6호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송산리 고분벽화의 사신도 실측도면 4매와 형체
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윤곽만은 확인할 수 있는 흑백사진 4매를 참고 도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태호 교수는 부여군이 2007년 발간한 『백제 사비시대 능원과 고분』이란 책의 ‘부여 능산리
동하총의 벽화’란 글에서 송산리6호분은 전축분으로서 벽돌 벽면 위에 형상부분만 진흙과 灰를
바르고 사신도를 그린 특이한 방식으로 그려졌으며, 능산리 동하총의 벽화는 고구려식 石面畵法으로
그렸는데, 이는 사신도만을 네 벽면에 배치하는 壁畵墓制가 백제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라는 학설을 주장하였다.5)
4) 국립공주대학교박물관, 『백제의 조각과 미술』, 1992. 457~468쪽.
5) 이태호, 「부여 능산리 동하총의 벽화」, 『백제 사비시대 능원과 고분』, 2007, 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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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이교수는 공주 송산리 6호분 벽화는 6세기 전반, 약 520년경에 조성된 삼국시대 최초의
사신도를 그린 고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송산리고분벽화를 고구려 5~6세기 고분과는
관계가 없고, 고구려 후기 사신도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중국 南齊때에 조성된 강소성
단양현 오가촌과 금가촌묘출토 고분벽화와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무덤의 사신
도가 날개 달린 仙人과 羽人이 청룡과 백호를 인도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러한 청룡과
백호의 형상이 송산리 6호분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고구려 후기 사신도와 연계된다고
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리건판 중에는 공주 송산리 고분중 6호분 관련 자료로 17건이 확인되
는데, 17매는 송산리 6호분 발굴시기인 1933년 8월 촬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17매는 6호분 안에서
본 배수로 노출모습, 배수로 전돌열 모습, 연도의 폐쇄전과 배수로, 6호분 남쪽 벽 및 관대모습,
6호분 발굴 후 복원 모습, 연도 입구 노출모습, 연도 폐쇄 전돌 모습, 묘실 북벽과 천정부 동서벽
축조 상태, 묘실 북쪽 벽과 관대, 북쪽 벽 현무 모습, 6호분 내 등감 세부 모습, 동벽 청룡 모습,
서벽 백호 모습, 남벽 주작 모습, 6호분 연도 폐쇄에 사용된 문양전과 조사후의 보존시설 설치
모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도가 확인되는 사진은 5매이며,
북쪽 벽면과 관대를 촬영한 사진에서는 주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신도가 묘사된 벽면과
함께 6호분 내부의 등감 세부 사진에서는 벽돌 사이에 진흙과 회를 발라서 내부의 구성을 좀더
엄격하고 격조있게 꾸민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송산리 6호분의 벽화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유리건판은 6매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북벽의 주작은 2매에서 확인되는데, 어두운
내부에서 조명을 켜고 촬영해서 상태가 좋지 않아, 관대가 표현된 사진에서는 주작의 머리 부분이
하얗게 노출되어 있으며, 몸체와 꼬리 부분은 회칠이 많이 박락되었지만 윤곽선은 확인된다. 관대가
없이 촬영된 북벽의 현무 모습은 벽돌 위에 발라진 진흙 위에 회로 칠해진 윤곽선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현무의 몸통과 몸통, 꼬리부분이 하얀 윤곽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송산리 6호분 내 등감 세부 모습에서는 등감 주위의 벽돌들은 홈 사이에 진흙이 발라지고, 하얀색
회칠이 발라진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6호분 묘실 내부에 전반적으로 진흙과 회칠이 사용되었다
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6호분 동벽에는 사신도 중 청룡이 그려져 있는데, 유리건판 2장에 기록이
남아 있다. 2장 모두 오수전이 묘사된 벽돌사이에 진흙이 발라지고 회칠을 사용하여 청룡의 머리와
몸통, 꼬리가 구체적으로 윤곽선이 확인될 정도의 양호한 모습으로 촬영되어 있다.
송산리 6호분 사신도 중 백호와 주작은 각기 1장씩 남아 있는데, 서벽에는 백호의 머리 부분에서
꼬리 부분까지 몸통 전체가 회를 사용하여 표현된 선명한 모습이 확인된다. 남벽의 주작은 벽면과
천정부까지 사용하여 주작의 모습을 그렸는데, 사신도 중 주작의 모습이 가장 선명하지 못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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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촬영된 사신도의 모습은 회칠이 박락되어 많이 훼손된 상태의 모습이지만 세부 디테일한
상황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윤곽선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6) 남벽의 주작도에서는 구체적
인 형태를 파악할 수 없지만 좌·우에서는 해와 달의 모습과 구름문 양이 어느 정도 윤곽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파악되고 있다.

Ⅴ. 일제강점기 부여 능산리 고분군 모습과 발굴 경과
陵山里 古墳群은 부여읍 능산리 산 15번지에 위치해 있다. 능산리 고분군은 백제 사비시대의
왕릉으로서 능산리 山斜面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분의 외형은 원형 봉토분이며, 내부 구조는 널길이
달린 횡혈식실분이다. 고분 내부 형태는 터널식, 단면 4각형, 단면 6각형으로 되어 있다. 능산리
고분군은 부여 나성의 동쪽 부분 바로 밖에 위치하는 고분이다. 청마산성이 위치한 청마산의 남향사
면 말단에 해당하며, 지형적으로는 백제 횡혈식 석실분의 입지환경으로는 전형적인 형식을 보여주
는 고분군이다. 이곳에는 모두 7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는데, 백제왕릉으로 전하는 이 고분군을
중심으로 그 동쪽과 서쪽에도 고분군이 존재한다. 백제왕릉으로 전하는 중앙의 고분군은 동서로
가로 놓여 있는 해발 121m의 능산리 산의 南斜面 山麓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군은 3기씩 앞뒤
2열을 이루고, 여기서 다시 북쪽 후방으로 50m의 거리를 두고 1기가 자리하고 있어 모두 7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고분군은 1914년에 八木奘三朗에 의해 그 존재가 알려졌는데, 1915년 조사에서는 조선총독부
의 위촉을 받은 東京帝大 黑板勝美와 關野貞에 의해 2호분(中下塚)과 3호분(西下塚) 및 5호분(中上塚)
이 조사되었고, 1917년에는 朝鮮總督府 古蹟調査委員이었던 谷井濟一이 小場恒吉, 小川敬吉, 野守健
등과 함께 1호분(東下塚), 4호분(東上塚), 6호분(西上塚) 등 3기를 발굴조사 하였다. 1915년의 조사결
과는 『朝鮮古蹟圖譜 三』에 실려 있고, 1917년의 조사결과는 『大正六年度古蹟調査報告』에 실려 있는
데, 내용은 매우 소략한 편이다.
능산리 고분의 외형은 圓形 封土墳으로 직경 20~30m 정도의 크기인데, 封土 자락에 護石을 설치한
것도 있어 주목된다. 내부구조는 모두 羨道가 부설된 橫穴式 石室墳으로 蓋石이하를 지하에 조영한
완전지하식의 석실분이다. 석실의 구조 형식은 천정의 가구방식과 축조재료에 따라 세 가지 나누어
6) 송산리 6호분 출토 고분벽화의 사신도 관련 유리건판 자료는 필자가 정리한 『유리건판으로 보는 백제의 고분』에
전부 소개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송산리 고분의 조사 – 국립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을 중심으로 -」, 『유리건판으로
보는 백제의 고분』, 2015, 63~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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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하나는 1호분(東下塚)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석실의 수직벽 위에 板石 1매를 올려놓
은 단면 사각형의 석실분이다. 벽면과 천정은 거대한 판석 1매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닥만은
돌을 벽돌처럼 반듯하게 가공하여 현실의 棺臺와 羨道의 앞부분에 같은 방식으로 깔았다. 둘째는
2호분(中下塚)과 같은 터널식 천정 석실분이다. 천정의 처리 방식은 송산리6호분이나 무령왕릉과
흡사하나 축조 재료는 벽돌 대신 잘 다듬은 長大石을 사용하고 있다. 바닥은 1호분과 같이 模塼石으
로 敷石하였으나 독립관대가 아니라 무령왕릉과 같은 全面棺臺를 만들고 있다. 연도의 입구에는
벽돌형태로 만든 돌을 보강토와 섞어서 쌓아 연도를 거듭 폐쇠하고 있는데, 이 폐쇄석에서는 巴三
辛二등의 묵서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세 번째는 3호분(西下塚)과 같은 단면 장방형의 板石造 石室
墳이다. 벽면은 1호분과 같이 각 벽면을 1매석으로 하고 벽석의 上面에 장대석을 옆으로 반쯤 뉘어서
斜面을 만들고, 그 위에 판석 1매를 올려놓아 天井을 완성하고 있다.
고분들은 일찍이 도굴을 당하여 副葬品은 거의 없어졌는데, 두개골편과 목관편, 금동투조식금구
와 금동화형좌금구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부장유물의 일부와 석실의 구조를 통해서 볼 때 1~3호
분은 合掌으로 판단되며, 5호는 單葬이라고 생각된다. 枕向은 모두가 北枕한 것으로 믿어지며, 또한
모두가 목관을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능산리 고분군은 백제가 묘지 선정에서 풍수지리의 개념을 충실히 받아들였음을 보여 주는데,
이를 증명할 또 한 사례가 능산리 1호분인 동하총이다. 석실 네 벽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
풍수학과도 유사한 사신도 벽화가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능산리의 7기 고분은 모두 화강암 판석이
나 할석으로 축조한, 단칸의 묘실과 연도를 갖춘 횡혈식 석실묘이다. 백제가 성왕시절 공주에서
부여로 수도를 천도한 538년 이후에 조성된 왕릉으로 추정된다. 일곱 무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무덤으로 2호분인 중하총을 꼽는다. 궁륭식 천정의 석실분으로 그 묘실 구조가 520년대 벽돌로
쌓은 무령왕릉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중하총은 무령왕릉이나 송산리 6호분의 전축분 형식을 잘 다듬은 할석제로 바꾸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그래서 이 고분은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세상을 떠난 성왕의 무덤으로 추정하여
왔다. 중하총의 동쪽 곁에 있는 벽화고분 동하총은 성왕의 아들인 위덕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반 지하에 조성한 남향 묘실은 시신이 안치된 현실과 연도로 구성되고, 그 사이에 짧은 통로가
있다. 남북 총 길이는 7.59m로 일곱 고분 중에 가장 길다. 시신이 들어서는 현실은 길이가 3.26m,
폭이 1.51m, 높이가 1.94m이다. 남북으로 긴 장방형이다. 합장묘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관만
놓도록 설계하였던 것 같다. 동하총은 천정가구법이 단순한데, 동서와 북벽, 그리고 천정은 모두
각각 한 매씩의 판석을 이용하였고, 직사면체 공간을 만든 平天井 구조이다. 남향의 입구 좌우에는
벽면이 없다. 두 개의 돌기둥만을 세우고 151cm×49.5cm 크기의 이맛돌을 얹은 짜임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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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산리 고분군은 백제 후기의 고분 문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백제인들의 외래 문화 수용 자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능산리 고분군의 조사는 1937년에 다시 이루어져, 이미 조사된 고분군의 동쪽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1915~1917년 조사된 동하총 이하의 고분군에서 동쪽으로 약 200cm정도의 거리를
두고 진행하였다. 이 조사의 보고는 『昭和12年度古蹟調査報告』에 수록되어 있는데, 능산리 고분군
동쪽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능산리 고분군은 전체적으로 보면 횡혈식 석실분이 동상총과 동하총
등 14기로서 터널식, 고임식, 수평식으로 분류된다. 14기의 횡혈식 석실분은 터널식이 2기, 수평식이
1기, 네벽조임식1기, 고임식이 10기이다.
능산리 1호분은 1917년 조사되었는데, 이 고분의 네 벽면에는 주․적․황․흑색으로 사신도를 그렸고
천장에는 蓮花雲文이 그려져 있다. 능산리 2호분은 석재를 맞물려 쌓아올려 터널형 천장을 꾸미고
있다. 연도는 좁고 낮으며 길이는 길다.
능산리 7호분은 5호분에서 북쪽으로 54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현 지표하 200cm에 토광
을 파고 안에 石室을 조영하였다. 석실의 길이는 362cm, 현실의 길이는 279cm, 너비 125cm, 천장높
이 142cm, 벽 높이 101cm. 연도길이 57cm이다. 유물로는 冠飾金具, 金頭釘, 청동병, 金絲, 金箔片
등이 있다.
능산리 8호분은 1호분과 2호분의 중간지점에서 약간 북쪽 지표 아래 2m에 위치하고 있다. 판석으
로 짠 장방형 석실이며 연도가 없는 평천정으로 1호분과 같다. 1호분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전석을
바닥 중앙에 2열로 배치하여 시상을 만들었다. 석실의 크기는 길이 174cm, 너비 76cm, 천장높이
90cm 이다. 유물은 석실바닥에서 鍍金釘 5개가 출토되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중인 유리건판에는 1910년대 후반의 능산리고분 원경과 능산리 1호
분 발굴모습 등이 남아 있으며, 1934년 발행된 『百濟舊都 古蹟名勝寫眞帖』에는 1930년대 촬영된
능산리 고분벽화 모사도 등이 남아 있다. 또한 국립부여박물관에는 능산리 출토로 알려진 금동제관
장식 6점과 관정, 금제꾸미개, 금제이식 등이 전시되어 있다.
1960년대 중반에 1호에서 6호까지 여서 고분을 정비하던 중 50m 가량 떨어진 위쪽에서 또
한 고분이 발견되었다. 全上塚 이면서 능산리 7호분이다. 능산리 일곱 고분의 위치는 백제의 도읍지
와 부소산을 감싼 반월형 나성의 동쪽 끝자락 밖이다. 이들 주변에는 사비시대 고분군들이 대거
분포되어 있다. 특히 고분군의 왼쪽 산기슭 절터 발굴에서 백제대향로가 출토되어 이 고분군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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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능산리 고분벽화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 속해있는 東下塚은 백제후기 고분으로서 유일하게 묘실 네 벽에 四神圖를,
천정에 연꽃과 구름의 蓮雲文을 그려놓은 벽화고분이다. 이 능산리 고분군은 완만한 경사지에 상하
횡대로 6기가 나란히 있는데, 일제강점기인 1915년과 1917년에 조사되었다.7)
『백제의 조각과 미술』에서 이남석 교수는 부여 능산리의 벽화분은 송산리 6호분과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벽화를 제작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8) 송산리 6호분이 전축분으로 벽면의 요철을 없애고,
표면을 다듬기 위하여 백회를 발라기 때문에 그림을 제작할 때 프레스코 기법이 가능하였지만,
능산리 벽화분은 화강암의 석재 표면을 곱게 물갈이한 후 그 위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있어 양
고분의 제작기법이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능산리 고분벽화는 1910년대 능산리 고분군의 발굴이 시작될 때 촬영한 사진자료로서 어느정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벽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퇴색되어 그 형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이남석 교수는 능산리
고분벽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능산리 벽화분은 묘실의 길이 112cm, 고분길이
250cm, 높이 122cm로서 남벽의 전면에 입구 및 연도를 갖추고 있는 백제말기의 고분이다. 고분을
축조한 석재는 화강석과 대리석을 사용하고 있는데, 1매의 대판석을 사용하고 있는 바, 표면을
곱게 연마하고 벽화는 네 벽면에서 사신을, 그리고 천정에는 연화과 운문을 그린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 형태가 비교적 확인되는 것은 천정부로서 8엽의 연화 7송이가 있으며, 연화의 주변에는 구름을
배치한 형태이다. 연화는 판단부가 풍만하게 퍼진 형태이나 돌기점이 표현되고 있고 자방이 아닌
연판의 판근 부근에 연자를 두었음이 이채롭다. 한편 벽면의 그림은 동벽에 붉은 색으로 그린 백호
의 형적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외는 색감에 의한 분위기만 파악된다. 그리고 능산리의 벽화는 분홍,
갈색, 황색, 흑색의 색조를 사용하여 유려한 필치로 대상을 묘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
이교수는 흑백의 능산리 고분벽화 사진 4매를 소개하고 있다.
부여 능산리 東下塚의 벽화에는 四神圖와 蓮雲文이 표현되어 있는데, 동하총은 능산리 고분군중에
유일한 벽화고분으로서 묘실 네 벽에 사신도를, 천정에 연꽃과 구름의 연운문이 그려져 있다.
벽화고분인 동하총은 여섯 고분 중 동쪽의 아래 고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하총은 2호분이
되며, 나머지는 서하총, 동상총, 중상총, 서상총 순서로 3호에서 6호까지 호수를 붙이기도 했다.
동하총 묘실내부에 쓴 판석들은 회색조의 화강암으로 곳곳에 금박무늬가 나타나 찬란한 느낌을
7) 野守建·小川京吉, 『大正六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20.
8) 이남석, 「百濟古墳의 造形的 特性」, 『百濟의 彫刻과 美術』, 공주대학교박물관, 1992, 4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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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그런데 동벽과 북벽의 판석은 대리석으로 검정색 바탕에 흰색 선과 점무늬가 빗금으로 박혀
있다.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청룡과 현무이었을 벽화의 형상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현실 서벽과
남쪽의 面石, 그리고 천정에는 벽화의 흔적이 또렷하다. 서벽의 백호, 천정의 연꽃과 구름의 연운문
은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다.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는 1960~1970년대에 모사된 천정벽화와 벽면
의 모사화가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1973년 이화여자대학교특별전에서 공개된 동하총 벽화사진들을
통해 보면 남쪽 입구를 향한 백호상은 날아오르는 자태로서 고개를 세우고 상승하는 듯한 몸통과
계단식 구부러진 고리의 모습이 관찰된다. 백호의 주변에는 구름무늬들이 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백호상 등위로는 지금은 잘 확인이 되지 않지만 月象으로 추정되는 붉은 색 원이 보인다.
백호상의 외각과 호피, 털 등은 먹 선묘이고, 입과 눈, 날개 등은 붉은 색조가 선명하다. 천정의
연꽃과 구름무늬는 안쪽에서 남향 입구 쪽으로 빨려 나오는 듯하게 연속무늬로 그려져 있다. 구름의
머리 부분인 와권이 모두 남향으로 연꽃과 연꽃의 사이를 감돌아 흐른다. 전형적인 비운문 모습이
다. 여러 가닥의 먹선으로 탄력 있는 파도 형상을 그려낸 것이다. 여기에 적갈색이나 분홍색의
일곱 송이 연꽃이 배치되어, 천정에는 화사한 색감이 가득하다. 연꽃은 가운데에 세 송이, 좌우에
두 송이씩 사방연속무늬의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가운데 세 연화는 짙은 적갈색조이고, 좌우의
네 송이는 엷은 분홍색조이다.9) 적갈색조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석간주 안료와 같은 색조이다. 연꽃
의 형태는 8엽의 만개한 정면의 형태이다. 꽃잎 사이마다 또 꽃 잎이 그려져 16엽의 연화인 셈이다.
꽃잎 끝이 살짝 삐친 점과 내부 연밥인 자방의 둥근 원의 크기, 그리고 8개의 꽃잎마다 찍은 먹점
등은 고구려 연꽃무늬 가운데 진파리 1호분과 4호분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10)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리건판에서는 5매의 고분벽화 사진자료가 확인된다.
동벽과 서벽 벽화가 각 1매, 천장부의 벽화가 3매인데, 천장부의 벽화는 상태가 양호하여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으나, 동벽과 서벽의 벽화는 박락이 심하여 윤곽은 파악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실상은 파악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천장부에 그려진 벽화의 유리건판은 능산리 고분군이 1915~1917
년 사이에 발굴 조사가 되었으므로 이 시기에 촬영되었다고 보면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의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능산리 고분군이 백제 사비시대 후기에 조성된 고분군이므로 이들
고분벽화는 약 천 년여의 세월을 이기고 우리에게 실체를 전해준 것이다.

11)

천정 벽면에 넓고 길게 묘사된 벽화에는 8엽의 연꽃이 중첩되게 그려져 있다. 연꽃잎 사이에는
날아가는 모습의 구름문양이 곳곳에 새겨져 있다. 석실의 입구 천정부에도 연꽃과 구름문양이 전면
9) 이태호, 「부여 능산리 동하총 벽화」, 『백제 사비시대 능원과 고분』, 부여군, 2007, 143~150쪽.
10) 이태호, 앞의 논문, 149쪽.
11)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능산리 고분의 조사 – 국립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을 중심으로 -」, 『유리건판으로
보는 백제의 고분』, 2015, 145~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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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치되어 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천장 벽화는 먹선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복엽의 연화문과 함께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았던 생동감 있는 구름문양이 전면적에 묘사되어
있다. 남쪽 입구를 향하는 서벽의 벽화는 먹선이 탈락되어 전체적인 형상을 파악할 수는 없으며,
백호상과 구름문양이 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형태를 파악하기는 매우 힘든 상태이다. 동벽의
벽화분 역시 먹선이 거의 탈락되어 구체적인 형상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구체적인 윤곽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동벽의 모사도는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는
1960~197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동하총 모사도가 2점 소장되어 있다. 1점은 남쪽 출입구를
향하는 서벽의 모사도이며, 1점은 천정부의 연화운문 모사도인데, 1910년대에 촬영된 유리건판과
비교할 때 천정부의 연화운문은 실제 남아 있는 부분을 참고하여 정밀하게 묘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서벽의 모사도는 전벽면에 백호도의 머리와 몸통과 함께 꼬리 부근이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月象이 표현되어 있다. 유리건판에서는 백호도의 머리부근 일부와 月象으로 추정
되는 원이 희미하게 파악될 정도여서 1960년대에 제작된 모사도를 액면 그대로 전부 인정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구체적인 검토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12)

<그림 4> 능산리 1호분 발굴전 광경

<그림 5> 능산리 고분군 전경

12) 정상기, 「일제강점기 능산리 고분의 조사 – 국립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을 중심으로 -」, 『유리건판으로 보는
백제의 고분』, 국립중앙박물관, 2015, 166~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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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능산리 1호분 출토 관못과 쐐기

<그림8> 능산리 동하총 천정 연화운문

<그림 10> 능산리 동하총 동벽 벽화

<그림 7> 능산리 동하총 천정 벽화

<그림 9> 능산리 동하총 서벽 벽화

<그림 11> 능산리 동하총 현실 연화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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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능산리 출토 녹유기대 편

<그림 13> 능산리 동하총 사신도

<그림 14> 능산리 동하총 연화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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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맺음말
이상으로 일제강점기의 공주 송산리와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모습과 함께 이들 고분에서 확인된
벽화고분 사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다. 지금은 두 고분군 모두 7기의 고분군으로 복원되어 있지
만, 일제강점기만 하더라도 송산리와 능산리 고분군 인근에는 약 20여 기의 고분들이 산재해 있었음
을 알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발굴되어 현재 국립공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 공주 송산리 고분 출토유물들은
대부분이 송산리 고분군에서 출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1910년대와 30년대에 발굴조사
된 능산리 고분군 출토유물들은 그 수가 매우적어 오늘날의 우리가 능산리 고분군을 제대로 이해하
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송산리 6호분과 능산리 1호분에서 확인된 백제의 고분벽화
역시 백제의 회화연구에 중요한 단서임에도 불구하고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오늘날 백제 회화연구
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앞에서도 약간 언급하였지만 공주 송산리고분 관련 백제고분벽화는 6매가 남아 있으며, 부여
능산리 고분 관련 벽화 자료는 5매가 남아 있다. 이들 자료가 지금으로부터 80~100여 년 전에
찍은 흑백의 유리건판이며, 벽화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세부 사진이 거의 없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로서의 한계는 있지만 지금은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백제의
고분벽화를 연구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할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주 송산리 6호분은 벽돌에 진흙과 회칠을 하여 윤곽선으로 사신도를 묘사하였으며, 부여 능산리
고분은 화강암을 정밀하게 다듬어 먹선과 물감으로 사신도의 일부인 백호도와 연화문, 운문을 묘사
하였는데, 이들 백제의 고분벽화는 고구려적 요소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으나, 송산리 6호분의 경우
중국 남조의 벽돌무덤의 전돌 문양과도 유사성이 확인되어 백제의 독특한 벽화묘제가 탄생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적은 수량이지만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백제의 고분벽화 관련
유리건판과 일제강점기의 참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백제 회화 연구를 진척시키면 공주 무령왕릉
및 부여 능산리사지 발굴로 커다란 생명감을 얻은 백제사 연구는 물론 자료 빈곤 때문에 제대로
연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백제의 고분벽화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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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륵사상의 전개에서
미륵 관련 전승의 양상과 의미
고남식
대진대학교

차

례

Ⅰ. 서언
Ⅱ. ｢미륵선화｣와 ｢진표전간｣ 및 강증산 전승의 미륵 관련 서사 비교
Ⅲ. ｢미륵선화｣, 진표 미륵전승, 강증산 미륵전승의 의미
Ⅳ. 결어

Ⅰ. 서언
미륵(彌勒) 사상은 인도에서 발생하여 미륵이 당래불(當來佛)로서 오기를 바라는 정토(淨土)사상
이다. 석가의 정법(正法)시대가 지나 말법(末法)시대가 이르면 악세(惡世)가 되어 불법이 쇠하고
도솔천(兜率天)으로부터 미륵보살이 석가 사후 56억 7천만년 후에 인세(人世)에 태어나 용화삼회(龍
華三會)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여 이상세계로 인도한다는 사상이다.
이 미륵사상에는 미륵 상생(上生)사상과 미륵 하생(下生) 사상이 있다. 미륵 상생사상은 상류층에
선호되는 것으로 세상을 제도하고 있는 미륵이 계신 도솔천에서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며
미륵상생경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미륵하생사상은 도탄에 빠진 하층 민중들에게 선호되는 대망과
혁명의 사상으로 미륵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인류를 구제한다는 것으로 미륵하생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의 미륵사상은 불교가 전래되면서부터 전해져 크게 유행하였다. 아울러 미륵사상은 왕조의
말기나 정권교체기 등에 크게 일어나 혁세를 주장하여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미륵의 화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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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처하는 인물들 가운데는 왕조말기에 나타나 난세에 변란을 일으켜 새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출하기도 했었다.
『三國遺事』에는 미륵 관련 설화로 「미륵선화미시랑진자사(彌勒仙花未尸郞眞慈師)」, 「미륵사창건
연기설화」, 「효소왕대죽지랑」, 「남백월산두성자노힐부득달달박박」, 「도솔가」, 「진표전간(眞表傳
簡)」이 실려 있다. 이글은 이 가운데 미륵에 관한 초기 기록인 「미륵선화미시랑진자사」1)는 『三國遺
事』』에 실려 있는 글이다. 신라 진흥왕(眞興王)이 풍속의 고양을 위해 화랑을 만들고 미륵이 화랑으
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진자의 기원이 이루어져 대망하는 미륵정토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미륵 하생사상을 보여주는 설화이다. 「진표전간」2)은 진표가 미륵보살을 만나기 위해 망신참법(亡
身懺法)을 수행해서 미륵을 만나 미륵의 계를 실천하고 널리 포교했다는 설화이다. 강증산 전승의
미륵 관련 전승3)은 신성 불보살이라는 신적 존재들이 강증산에게 구원을 하소연해서 강증산이
금산사 미륵을 거쳐 인간으로 태어나 자신을 미륵이라 주장하며 구원의 행적을 행했다는 서사이다.
미륵에 대한 연구는 종교, 문학, 문화재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미륵 경전에 대한
연구 및 미륵사상에 관한 연구 그리고 한국 신종교의 미륵신앙 연구4)가 있었고 문학적으로는 미륵
설화 관련 연구는 향가5), 소설6), 설화7) 등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경향을 토대로 해서 미륵과 관련된 자료를 『삼국유사』 및 신종교 전승 자료에서 추출하여
미륵 관련 전승 자료를 정리하고 그 서사의 비교를 통해 각각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자료로서 이글은 미륵 관련 이야기의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전승 속에서 『삼국유사』
소재 「미륵선화」를 최초의 미륵 관련 전승으로 보고 이후 미륵에 관한 전승 가운데 비교적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진표전간」 설화와 강증산 관련 미륵 전승 자료를 중심으로 「미륵선화」 설화와의
서사를 비교하여 세 가지 이야기에 나타나는 전승의 양상과 그 특징을 비교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미륵선화」, 진표 미륵전승, 강증산 미륵전승에 나타나는 서사의 흐름을
살펴보았으며 3장에서는 이들 각 서사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찾아보았다.
1) 이하 이글에서는 「미륵선화」라 약칭함.
2) 이글은 진표 관련 자료로 「진표전간」과 관동풍악발연수석기(關東楓岳鉢淵藪石記)의 두 자료를 함께 살펴보았음을
밝혀둔다. 진표 미륵 관련 두 자료를 합친 서사를 이하 진표미륵전승이라 칭하기로 한다.
3) 강증산 관련 자료는 『전경』을 자료로 했음을 밝혀 둔다. 강증산 관련 미륵 전승은 증산미륵전승이라 칭하기로 한다.
4) 김홍철,「한국신종교의 미륵신앙」, 『한국사상사학』6,한국사상사학회, 1994.
5) 조평환,「향가의 사상적 배경고:미륵상을 중심으로」, 『논문집』30,건국대학교,1990. 김상억,「향가 배경 미륵신앙 서설:
도솔가,혜성가,노인헌화가,처용가 해석을 위한」, 『인문과학논집』13,청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1994. 권우행, 덕왕대
향가를 통해 본 불교신앙 양상 연구: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석당논총』28,동아대 석당전통문화연구원,1999.
6) 방민화, 「김동리의 미륵랑에 나타난 화랑과 미륵신앙의 상관성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
회, 2009.
7) 심재숙, 「설화에 나타난 미륵의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2,한국구비문학회,1995.

한국 미륵사상의 전개에서 미륵 관련 전승의 양상과 의미_고남식

65

이러한 연구를 통해 미륵 관련 전승의 양상을 전승 자료의 비교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서사의
유형 및 중심 모티프를 찾는데 일조할 것이라 생각한다.

Ⅱ. ｢미륵선화｣와 ｢진표전간｣ 및 강증산 전승의 미륵 관련 서사
비교
1.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 설화

미륵과 관련해서 『삼국유사』 소재 「미륵선화미시랑진자사」설화를 원천으로 「진표전간」 및 강증
산 전승 미륵 관련 전승을 차례로 보기로 한다. 「미륵선화미시랑진자사」8)의 서사는 미륵의 하생을
8) 제24대 진흥왕의 성씨는 김씨고, 이름은 죽맥종(竹麥宗), 또는 심맥종(深麥宗)이라고 한다. 양(梁)나라 대동(大同) 6년
경신년(540년)에 즉위했다. 백부 법흥왕의 뜻을 사모하여 부처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겨 널리 절을 세우고, 사람들을
이끌어 승려가 되게 했다. 또 천성이 풍류를 좋아하고 신선(神仙)을 매우 숭상하여 백성들 집안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뽑아 원화(原花)로 삼았다. 이것은 무리를 모으고 선비를 뽑아 효도, 우애, 충성, 신의를 가르치고자 함이었고,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큰 요체기도 했다. 이에 남모랑(南毛娘)과 교정랑(敎貞娘) 두 원화를 뽑고, 무리 300~400명을 모았다.
그런데 교정랑이 남모랑을 질투하여 술을 준비해 남모랑에게 먹여 취하게 한 후, 몰래 북천으로 데리고 가서 큰
돌을 들고 그 속에 묻었다. 남모랑의 무리들은 남모랑의 소재를 몰라 슬피 울면서 흩어졌다. 어떤 사람이 교정랑의
음모를 알아차리고는 노래를 지어 어린아이들을 꾀어 거리에서 부르게 했다. 남모랑의 추종자들이 노래를 듣고 그의
시체를 북천 가운데서 찾아낸 후 교정랑을 죽였다. 그러자 대왕이 명령을 내려 원화를 폐지했다. 여러 해가 지나자
왕은 또 나라를 흥성하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풍월도(風月道)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시 명령을 내려 좋은 집안의
남자 가운데 덕행이 있는 올바를 사람을 뽑아 화랑(花郞)이라 고치고, 맨 먼저 설원랑(薛原郎)을 받들어 국선(國仙)으로
삼았다. 이것이 화랑 국선의 시초다. 그래서 명주(溟州)에 비를 세웠는데, 이로부터 사람들에게 악행을 고쳐 다시
선행을 하게 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며 아랫사람에게는 순하게 하니 오상(五常)과 육예(六藝)와 삼사(三師)와 육정(六正)
이 이 시대에 널리 행해졌다. 진지왕 대에 이르러 흥륜사의 승려 진자(眞慈)가 매일 법당 주인인 미륵상 앞에 나아가
소원을 빌었다.“우리 부처님께서 화랑으로 변하여 세상에 나타나신다면, 제가 언제나 미륵의 얼굴〔晬容〕을 가까이
대하고 받들어 시중을 들겠습니다.”그는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기원하는 마음이 날로 커졌다. 어느 날 저녁 꿈에 승려가
나타나 말했다.“네가 웅천(熊川) 수원사(水源寺)로 가면 「미륵선화」(彌勒仙化)를 보게 될 것이다.”진자는 꿈에서 깨어
나 놀라고 기쁜 마음으로 그 절을 찾아 갔는데, 열흘 동안 길을 가면서 한 걸음에 한 번씩 에를 올렸다. 그 절에
도착하여 문 앞에 이르자, 잘생긴 소년 하나가 반갑게 맞아들여 작은 문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님이 묵는 방으로
안내했다. 진자가 올라가면서 읍을 하며 말했다.“그대와 나는 평소 안면이 없는데 어찌 이와 같이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접하시오?”소년이 말했다.“저 역시 서울 사람입니다. 덕이 높은 스님께서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위로해 맞이한
것일 뿐입니다.”얼마 후 소년이 문을 열고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진자는 속으로 우연한 일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다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만 절의 승려에게 지난번 꿈과 오게 된 뜻만 이야기했다.“잠시 이곳에
머물면서 「미륵선화」를 기다리려는데 어떻겠습니까?”절의 승려는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정성이
근실하여 곧 말했다.“이곳에서 남쪽으로 가면 천산(千山)이 있는데, 예부터 현인(賢人)과 철인(哲人)들이 살고 있어
은밀한 감응이 많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가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그 말에 따라 진자가 산 아래에 이르자 산신령이
노인으로 변해 나와 맞으면서 말했다.“이곳에는 무엇 하러 왔는가?”진자가 대답했다.“「미륵선화」를 만나 보려고 합니
다.”노인이 말했다“지난번에 수원사 문밖에서 이미 「미륵선화」를 보지 않았던가? 또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진자는
이 말을 듣고 놀라 땀을 흘리며 본사(本寺)로 달려 돌아왔다. 한 달 남짓 지나자 진지왕이 이 일을 듣고는 불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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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망해서 미륵이 선화(仙花)했다는 설화로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진흥왕시 효도, 충성, 신의를 위해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 원화(原花)로 삼았다.
2. 원화 무리는 효도, 우애, 충성, 신의를 가르치고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였다.
3. 교정랑이 남모랑을 질투해서 그를 죽였다.
4. 이를 아는 어떤 이가 동요를 지어 부르게 했고 남모랑 추종자들은 교정랑을 죽이니 원화를
폐지했다.
5. 진흥왕은 나라의 흥성을 위해 풍월도를 해야한다하고 남자를 뽑아 화랑이라 하고 설원랑을
국선으로 삼았다.
6. 진지왕대에 진자가 미륵상 앞에서 화랑으로 나타나면 시중을 들겠다고 하였다.
7. 진자의 꿈에 승려가 나타나 수원사에서 미륵선화를 보게 될 것이라 하였다.
8. 진자는 절 앞에서 맞이하는 소년을 만났는데 소년은 덕이 높은 스님이 와서 위로해 맞이한
것이라 하였다.
9. 절에서 미륵선화를 기다리겠다하니 절의 승려는 천산(千山)에 가보라고 하였다.
10. 진자는 산 아래에서 산신령이 수원사 문밖에서 미륵선화를 보지 않았냐고 하였다.
11. 진자는 본사에 돌아와 찾으니 수려한 소년이 영묘사 근처에 있어 보니 미륵선화였다.
12. 진자는 그 소년을 왕에게 데려와 국선(國仙)으로 삼으니 화목하며 풍류가 세상에 빛났다.
7년이 지나 소년은 사라졌고 진자는 슬퍼하였다.
13. 진자는 정성으로 도를 닦았고 진자도 만년에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신선을 미륵선화라고
하였다.
그 까닭을 물었다.“그 소년이 스스로 서울 사람이라고 했고, 성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니, 성안에서 찾아보는
것이 어떻소?”진자는 왕명을 받들어 무리들을 모아 마을을 두루 돌면서 찾았다. 단장한 모습이 수려한 소년이 영묘사
동북쪽 길 옆의 나무 아래를 거닐면서 놀고 있었다. 진자는 그를 마주하자 깜짝 놀라서 말했다.“이분이 「미륵선화」시
다.”소년에게 가까이 다가가 물었다.“당신의 집은 어디입니까? 성이 무엇인지 듣고자 합니다.”소년이 대답했다.“제
이름은 미시(未尸)입니다. 어릴 때 부모를 모두 여의어 성은 모릅니다.”그래서 진자는 그를 가마에 태우고 왕에게
데려갔다. 왕은 그 소년을 경애하고 받들어 풍속의 교화(風敎)가 예사롭지 않았으며 풍류가 세상에 빛났다. 그렇게
거의 7년을 지내다가 갑자기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진자는 매우 슬퍼하고 그리워했다. 그러나 낭의 자비로운 은택을
흠뻑 입고 맑은 가르침을 받아 스스로 회개하여 정성껏 도를 닦았다. 그러나 그 역시 만년에는 간 곳을 몰랐다.해설하는
자는 이렇게 말했다.“미(未)와 미(彌)는 음이 서로 비슷하고 시(尸)와 역(力)은 그 모양이 서로 비슷하여 그 비슷한
것을 취해서 서로 바꾸어 쓴 것이다. 부처님이 오직 진자의 정성에만 감동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나타난 것이다. 지금도 사람들이 신선을 일컬어 「미륵선화」라 하고, 남에게 중매하는 사람을 미시(未尸)라
고 하는 것은 모두 진자가 남긴 풍습이다. 길 옆의 나무는 지금까지도 견랑(見郞)이라 불리며, 우리말로는 사여수(似如
樹)라 한다.”다음과 같이 기린다. “꽃다운 자취 찾아 한 걸음마다 그의 모습 바라보고 이르는 곳마다 심은 한결같은
공이여! 문득 봄은 되돌아가고 찾을 곳 없으니, 누가 알겠는가, 상림원(上林苑) 한때의 봄을.”(일연/권상로 역해,『삼국
유사』, 서울:동서문화사,2007,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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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랑은 『삼국유사』가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이라 할 수 있는 인물 중 하나이다. 그는
미륵불의 현신이었으며 또한 국선이었으니, 토속적인 풍월도의 인간상과 세계보편적인 불교의 인간
상을 통섭한 인간형이다.9) 「미륵선화」 미시랑은 미륵 관련 전승으로서 최초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미륵선화」 설화 줄거리는 내용상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미륵의 현현(顯
現)을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륵이 화신(化身)한다는 것이다. 위의 「미륵선화」 줄거리는
미륵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라의 발전을 위해 화랑의 무리를 만들어 미륵을 만나길 기원했다.10)
둘째, 미륵을 만나 나라의 풍류가 빛났다.11)

위의 요약된 두 줄거리에서 「미륵선화」의 첫 번째 서사는 세상에 문제가 있어서 미륵을 만나기
위해 구도하는 이야기로 두 번째 서사는 미륵을 만나 새 세상을 이루어나가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이글에서는 위의 「미륵선화」 서사를 미륵 관련 서사의 원천으로 보고 위의 두 줄거리를
이글에서 다룰 「진표전간」과 강증산 미륵 관련 전승에 적용시켜 논의를 전개해 보기로 한다. 이때
「진표전간」 서사는 첫 번째에 해당하고 강증산 미륵 서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서사를 모두 포함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진표전간」 서사는 진표가 미륵을 만나기 위해 구도하고 포교하는 줄거리
이고, 강증산 서사는 문제가 있는 세상에 대해 미륵(강증산)에게 구원을 청해 미륵이 세상에 인간으
로 현현하여 세상구원을 행하고 이상세계를 제시하는 서사라는 면에서 「미륵선화」의 전체 줄거리
와 같은 서사 구조를 갖고 있다.

2. 삼국유사 진표 미륵 관련 설화

미륵 관련 서사로 『삼국유사』에 「진표전간」 이야기가 등장한다. 「진표전간」12) 서사의 줄거리를
9) 허원기, 『삼국유사구도설화의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1995, 33-34쪽.
10) 줄거리 1-6.
11) 줄거리 1-13.
12) 「진표전간」(진표, 간자를 전하다) 승려 진표는 완산주의 만경현 사람이다. 아버지는 진내말이요, 어머니는 길보랑이
고 성은 정씨이다. 나이 12세에 금산사 숭제법사의 문하에 들어가 삭발하고 승려가 되어 배우기를 청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내가 일찍이 당나라에 들어가서 선도삼장에게 수업한 연후에 오대산에 들어가 문수보살의 헌신에 감응되
어 오계를 받았노라.” 진표가 물었다. “얼마나 부지런하면 계를 얻습니까?” 숭제법사가 말하였다. “정성만 지극하면
1년을 넘지 않느니라.” 진표는 법사의 말을 듣고 모든 명산을 두루 돌아 선계산 불사의암에 머물러 삼업을 수련하기로
하고, 망신참법의 계를 얻었다. 처음에는 7일로 기한을 삼고 오체를 바위에 부딪쳐 무릎과 팔꿈치가 모두 깨지고,
피가 바위에 물들었다. 그래도 영험이 없자, 몸을 버리기로 결단하고서 다시 7일을 기약하여 이칠일(14일)을 마치자,
마침내 지장보살이 나타나 정계를 받으니, 그것이 개원 28년 경진년(740) 3월 15일이요, 그때 나이 23세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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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진표가 계를 받은 스승의 말을 듣고 망신참법(亡身懺法)으로 계(戒)를 구하였다.
2. 지장보살이 나타났으나 진표의 뜻이 미륵보살에 있었으므로 더욱 정진하였다.
3. 미륵보살이 나타나 진표에게 점찰경과 간자 189개를 주었다.
4. 진표가 금산사(金山寺)에 와서 법시(法施)를 널리 펼쳤다.
5. 이후 진표는 유람하여 아슬라주에 이르러 수궁(水宮)에서 계를 주었다.
6. 경덕왕이 이 소문을 듣고 보살계를 받았으며 불사를 널리 일으키게 하였다. 진표의 골석은
발연사에 있다.
7. 제자들은 산문의 조사가 되었으며 영심은 속리산에서 법통을 이어 갔다.

위의 「진표전간」 줄거리는 진표가 「미륵선화」에서 진자처럼 미륵을 만나기 위해 고행하여 계를
얻은 후 포교를 하는 서사이다. 그런데 이 「진표전간」 서사는 「관동풍악발연수석기」에도 부연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글에서는 「관동풍악발연수석기(關東楓岳鉢淵藪石記)」13)의 줄거리를 진표 관련
뜻이 미륵보살에 있었으므로 감히 중지하지 못하고, 이어 영산사로 옮겨가서 여전히 정진하였다. 과연 미륵보살이
나타나서 《점찰경》 두 권을 주며, 아울러 증과하는 간자 189개를 주면서 말하였다. “이 중의 제8간자는 새로 얻은
묘계를 비유한 것이요, 제9간자는 더 얻는 구계를 비유한 것이다. 이 두 간자는 내 손가락뼈이고, 나머지는 모두
침향목으로 만든 것으로 모든 번뇌를 비유한 것이다. 네가 이것으로 세상에 불법을 전해서 사람을 제도하는 지름길로
삼도록 하라.” 진표가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받고 금산사에 와서 머물며 해마다 법단을 열어 법시를 널리 베푸니,
단석의 엄정함이 세상에는 더 없었다. 교화가 이미 두루 미치자, 유람하여 아슬라주에 이르니, 섬 사이에 물고기들이
다리를 만들어 수궁으로 맞아들여 불법을 강론하고 계를 주었다. 이것이 천보 11년 임진년(752) 2월 보름이었다.
어떤 책에 원화 6년이라 한 것은 잘못이다. 원화는 헌덕왕 때에 해당한다. 경덕왕이 이 말을 듣고 궁중으로 맞아들여
보살계를 받고 벼 7만 7천 섬을 보시하며, 황후와 궁녀들도 모두 계품을 받고 비단 5백 단과 황금 50냥을 보시하였다.
모두 받아 산문에 나눠 주어 불사를 널리 일으키게 하였다. 진표의 골석은 지금 발연사에 있으니, 곧 물고기에게
계를 주던 곳이다. 진표에게 법을 얻는 영수로는 영심·보종·신방·체진·진해·진선·석충 등인데, 모두 산문의
조사가 되었다. 영심은 진표에게서 간자를 전해 받고 속리산에 머물면서 법통을 이어갔는데, 단을 꾸미는 방법은
찰 육륜과 조금 다르나 수행 방법은 산중에 전하는 법규와 같았다. 《당승전》을 살펴보면 이러하다.<후략>(앞의 책,
369-372쪽)
13) 관동풍악 발연수석기(이 기록은 사주 영잠이 지어 승안 4년에 비석을 세운 것) 진표율사는 전주 벽골군 나산촌 대정리
사람이다. 나이 12세에 출가할 뜻을 갖자 아버지가 허락하니, 금산수의 순제법사에게 가서 머리 깎고 승려가 되었다.
순제법사가 사미계법을 주고 《공양차제비법》 1권과 《점찰선악업보경》 2권을 전해 주며 말하였다. “너는 이 계법을
가지고 미륵과 지장 두 보살 앞에서 정성으로 참회하여 직접 계를 받아 세상에 전하라.” 율사는 가르침을 받들고
물러나와 두루 명산을 돌아다녔다. 나이 이미 27세가 되니, 상원 원년 경자년(760)에 쌀 20말을 쪄 말려 식량을 만들어
가지고 (부안의) 보안현으로 가서 변산의 불사의방에 들어갔다. 하루의 식량을 5홉으로 정하고 그 중 1홉은 쥐를
먹이기로 했다. 율사가 미륵상 앞에서 부지런히 계법을 구했지만 3년이 되어도 수기를 얻지 못했다. 의분한 마음에
바위 아래로 몸을 던지니 갑자기 청의동자가 손으로 받아서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율사가 다시 발분하여 삼칠 일을
기약하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수련하였다. 돌로 몸을 치며 참회하기를 사흘 만에, 손과 팔이 부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7일 밤이 되자, 지장보살이 와서 손으로 금석장을 흔들며 가지를 주니 손과 팔이 회복되었다. 보살이 가사와 바리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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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 서사와 함께 보기로 한다.

① 진표의 스승이 미륵과 지장보살에게 참회하여 계를 받아 세상에 전하라 하였다.
② 진표는 명산을 다니다가 27세에 미륵상 앞에서 수행을 하니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이
주었다. 율사는 그 영험에 감격하여 두 곱절 더 정진하더니 삼칠일(21일)이 차자, 곧 세상을 보는 눈을 얻어 도솔천의
무리가 와서 예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에 지장보살과 미륵(자씨)보살이 앞에 나타나더니 자씨보살이 율사의
이마를 만지며 말하였다. {장하다. 대장부로다! 이렇듯 계를 찾아 몸을 아끼지 않고 지성으로 참회하는구나.“그리고
지장보살은 《계본》을 주고 자씨보살은 다시 두 개의 나무간자를 주니, 하나는 9라 씌어 있고, 또 하나는 8이라 씌어
있었다. ”이 두 간자는 내 손가락 뼈이다. 처음과 근본의 두 깨달음을 비유한 것이다. 또 9란 것은 법이요, 8은 새로
만들어져 부처를 이르는 종자이니, 이것으로 인과응보를 알 것이다. 네가 현세의 몸을 버리고 큰 나라 왕의 몸을
받아, 그 후에는 도솔천궁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을 마치고 두 성인은 사라졌다. 그때가 임인년(762)
4월 27일 이었다. 율사가 교법을 다 받고는 금산사를 창건하려고 산에서 내려와 대연진에 이르니, 홀연히 용왕이
나와서 옥가사를 드리고, 8만의 권속을 데리고 금산 숲까지 오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 며칠 만에 완공하였다.
다시 자씨보살이 감음하여 도솔천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 율사를 위하여 계법을 주자, 이에 율사가 불도들을 권하여
미륵장륙상을 주성하였다. 다시 계법을 주던 모습을 금당의 남쪽 벽에 그렸다. 불상은 갑진년(764) 6월 9일에 주성하여
병오년(766) 5월 1일에 금당에 안치하니 이 해가 대력 원년이었다. 율사가 금산사에서 나와서 속리산으로 가는 길에
소달구지를 타고 오는 자를 만났다. 그 소가 율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울자, 달구지에 탄 사람이 내려와 물었다.
”무슨 이유로 이 소가 스님을 보고 웁니까? 스님은 어디서 오시는 길인지요?“ 율사가 대답하였다. ”나는 금산사의
진표라 합니다. 일찍이 변산의 불사의방에 들어가 미륵과 지장 두 보살 앞에서 계법진생을 받았는데, 절을 창건하여
길이 수도할 절을 찾고자 합니다. 이 소들이 겉으로는 어리석지만 속으로는 현명하여 내가 계법 받은 것을 알고,
불법을 존중히 여겨 무릎을 꿇고 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하였다. ”짐승도 오히려 이러한 믿음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사람이 되어 어찌 믿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낫으로 머리칼을 잘랐다. 율사가
다시 자비심으로 다시 그의 머리를 깎아 주고 계를 일러 주었다. 속리산 골짜기에 이르러 길상초가 난 곳을 표시해
두고, 다시 명주로 향하여 바닷가를 천천히 걷는데 물고기와 자라들이 바다에서 나와 율사 앞으로 모여 육지처럼
이었다. 율사가 그것을 밟고 바다 가운데로 가서 계법을 외어 주고 다시 나와 고성군에 이르렀다. 개골산에 들어가
발연수를 창시하고 점찰법회를 열어 7년을 거주하였다. 그 때 명주 경내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므로, 율사가
그들을 위하여 계법을 강설하니, 사람마다 받들어 간직하며 삼보를 공경하였다. 얼마 뒤 고성 해변에 무수한 고기들이
저절로 죽어 나오므로 백성들이 이것을 팔아 양식을 마련하여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율사가 발연수에서 나와 다시
불사의방에 이르렀다가 뒤에 고향 집에 가서 어버이를 만나 뵙고, 대덕 진문의 방에 나아가 거주하였다. 그때 속리산의
대덕 영심이 대덕 융종, 불타 등과 함께 율사의 처소에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들이 천리를 멀다 않고 와서 계법을
구하오니 원컨대 법문을 열어 주소서.“ 율사는 묵묵무답이었다. 세 사람이 복숭아 나무에 올라가서 거꾸로 땅에 떨어지
며 힘써 참회하였다. 율사는 그제야 전교하여 관정하고, 가사와 바리때, 《공양차제비법》 1권, 《점찰선악업보경》
2권, 간자189개를 주고 다시 미륵진생 9와 8을 주며 경계하여 말하였다.”9는 법이요, 8은 새로 만들어질 부처가 되는
종자이다. 내가 이미 부탁했으니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속리산으로 가서 길상초가 나는 곳이 있으니, 거기에다
절을 짓고 이 교법에 따라 널리 인간 세상을 제도하여 후세에 유포하라.“ 영심 등이 가르침을 받들고 바로 속리산으로
가서 길상초가 나는 곳을 찾아 절을 세우고 이름을 길상사라 하였다. 영심이 여기서 비로소 점찰법회를 개설하였다.
율사는 부친과 함께 다시 발연수로 돌아와 도업을 닦다가 효행을 다하고 천화할 대에 절의 동쪽 바위에 올라 입적하였
다. 제자들이 시신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공양하다가 뼈가 산화할 때에 이르어 흙으로 덮어 무덤을 삼았다. 소나무
한 그루가 곧 돋아났다가 오랜 세월 뒤에 말라 죽고, 다시 한 그루가 나고 뒤에 또 한 그루가 났는데, 그 뿌리는
하나였다. 지금까지도 쌍수 가 서 있다. 무릇 경의를 표하는 자들이 소나무 밑에서 뼈를 찾아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했다. 내가 성골이 인멸할까 염려하여 정사년(897) 9월에 소나무 밑에 가서 뼈를 주워 통에 담으니, 세 홉 남짓 되었다.
바위 위의 쌍수 아래에 비석을 세우고 뼈를 봉안하였다. 이 기록에 기재된 진표율사의 사적은 발연석기와 같지 않은
데가 있으므로, 영잠이 기록한 것을 발췌하여 기재했으니, 뒤의 어진 사람들은 자세히 살피라. 무극이 기록한다.(앞의
책, 372-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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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③ 지장보살이 계본을 주고 미륵보살은 나무 간자를 주었다.
④ 진표는 금산사 창건하고 미륵장육상을 조성했다.
⑤ 진표가 속리산 가는 길에 소달구지를 타고 오는 사람에게 계를 주고 길상초가 난 곳을
표시해 두었다.
⑥ 진표가 흉년이 든 명주에서 계법을 강설하고 저절로 죽은 고기를 팔아 양식을 마련했다.
⑦ 진표의 제자 영심이 속리산에 길상사를 세우고 점찰법회를 열었다.
⑧ 진표는 부친에게 효행을 다하고 발연수에서 도업을 닦다가 입적하였다.
⑨ 제자들이 진표의 시신을 그대로 모시다 영잠이 뼈를 수습해서 봉안하고 비석을 세워
글을 쓰니 ‘관동풍악발연수석기’이다.14)

위의 두 진표 관련 서사를 하나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15)

1. 진표가 계를 받은 스승의 말을 듣고 망신참법(亡身懺法)으로 계(戒)를 구하였다. (진표의 스승
이 미륵과 지장보살에게 참회하여 계를 받아 세상에 전하라 하였다)
2. 지장보살이 나타났으나 진표의 뜻이 미륵보살에 있었으므로 더욱 정진하였다. (진표는 명산을
다니다가 27세에 미륵상 앞에서 수행을 하니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이 나타났다.)
3. 미륵보살이 나타나 진표에게 점찰경과 간자 189개를 주었다. (지장보살이 계본을 주고 미륵보
살은 나무 간자를 주었다.)
4. 진표가 금산사(金山寺)에 와서 법시(法施)를 널리 펼쳤다.(진표는 금산사를 창건하고 미륵장육
상을 조성했다.)
5. (진표가 속리산 가는 길에 소달구지를 타고 오는 사람에게 계를 주고 길상초가 난 곳을 표시해
두었다)
6. 이후 진표는 유람하여 아슬라주에 이르러 수궁(水宮)에서 계를 주었다. (진표가 흉년이 든
명주에서 계법을 강설하고 저절로 죽은 고기를 팔아 양식을 마련했다.)
7. (진표의 제자 영심이 속리산에 길상사를 세우고 점찰법회를 열었다.)
8. 경덕왕이 이 소문을 듣고 보살계를 받았으며 불사를 널리 일으키게 하였다. 진표의 골석은
발연사에 있다. (진표는 부친에게 효행을 다하고 발연수에서 도업을 닦다가 입적하였다.)
14) 「심지계조」도 진표의 뒤를 이은 영심과 같이 진표의 제자인 심지에 관한 설화이다.
15) 관동풍악발연수석기의 내용은 괄호로 표기하여 「진표전간」의 문맥의 흐름을 이어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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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자들은 산문의 조사가 되었으며 영심은 속리산에서 법통을 이어 갔다. (제자들이 진표의
시신을 그대로 모시다 영잠이 뼈를 수습해서 봉안하고 비석을 세워 글을 쓰니 ‘관동풍악발연수
석기’이다.)

이 「진표전간」 서사는 진표가 미륵을 만나기 위해 구도하는 설화로 앞의 「미륵선화」 서사에서
첫 번째 승려 진자가 미륵을 만나고자하는 서사와 관계된다. 이상에서 다룬 두 가지의 미륵 관련
진표 서사를 「미륵선화」 서사와 비교해서 서사의 맥락이 서로 통하는 줄거리를 대비시켜보면 다음
과 같다.

(1) 「미륵선화」 서사에서 줄거리 5,6,716)은 위의 진표 서사에서 1,2,317)과 대비되는데, 진흥왕이
풍월도를 한다하고 화랑을 뽑은 것과 진자가 미륵상 앞에서 화랑으로 나타나 주기를 바란
것은 진표 서사에서 진표가 계를 구한 지장보살을 만나고 다시 미륵을 만나기 위해 정진한
것과 상관이 있다.

(2) 「미륵선화」 서사에서 줄거리 1318)은 위의 진표 서사에서 4,5,6,7,819)과 대비되는데, 진자가
도를 닦다가 소년처럼 사라졌다는 것은 진표가 발연수에서 도업을 닦다가 입적한 것과 상관
이 있다.

3. 강증산 전승 미륵 관련 설화

강증산 전승의 미륵 관련 서사는 위의 「미륵선화」 이야기의 <1. 미륵을 만나기 위해 구도하는
16) 5. 진흥왕은 나라의 흥성을 위해 풍월도를 해야한다하고 남자를 뽑아 화랑이라 하고 설원랑을 국선으로 삼았다.
6. 진지왕대에 진자가 미륵상 앞에서 화랑으로 나타나면 시중을 들겠다고 하였다. 7.진자의 꿈에 승려가 나타나 수원사
에서 「미륵선화」를 보게 될 것이라 하였다
17) 1. 진표가 계를 받은 스승의 말을 듣고 망신참법(亡身懺法)으로 계(戒)를 구하였다. (진표의 스승이 미륵과 지장보살에
게 참회하여 계를 받아 세상에 전하라 하였다) 2. 지장보살이 나타났으나 진표의 뜻이 미륵보살에 있었으므로 더욱
정진하였다.(진표는 명산을 다니다가 27세에 미륵상 앞에서 수행을 하니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이 나타났다.) 3. 미륵보
살이 나타나 진표에게 점찰경과 간자 189개를 주었다. (지장보살이 계본을 주고 미륵보살은 나무 간자를 주었다.)
18) 13. 진자는 정성으로 도를 닦았고 진자도 만년에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신선을 「미륵선화」라고 하였다.
19) 4. 진표가 금산사(金山寺)에 와서 법시(法施)를 널리 펼쳤다.(진표는 금산사를 창건하고 미륵장육상을 조성했다.)
5. (진표가 속리산 가는 길에 소달구지를 타고 오는 사람에게 계를 주고 길상초가 난 곳을 표시해 두었다) 6. 이후
진표는 유람하여 아슬라주에 이르러 수궁(水宮)에서 계를 주었다. (진표가 흉년이 든 명주에서 계법을 강설하고 저절로
죽은 고기를 팔아 양식을 마련했다.) 7.(진표의 제자 영심이 속리산에 길상사를 세우고 점찰법회를 열었다.) 8. 경덕왕
이 이 소문을 듣고 보살계를 받았으며 불사를 널리 일으키게 하였다. 진표의 골석은 발연사에 있다. (진표는 부친에게
효행을 다하고 발연수에서 도업을 닦다가 입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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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2. 미륵이 새 세상을 이루는 이야기>가 모두 나타나는 서사구조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강증산 전승의 미륵 관련 서사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양인 이마두가 동양에 와서 지상천국을 이루고자하였으나 유교의 폐습으로 실패하였으며
진묵이 시해법으로 천상에서 묘법을 배워 인세에 베풀고자하였으나 김봉곡의 시기질투로 참
혹히 죽었다.
2. 신계(神界)에서 이마두와 진묵이 서양으로 건너가 다시 문명을 열었다.
3. 서양 물질문명에 의해 인간이 교만해지고 천리가 어긋나서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4. 이에 신성불보살들이 신계에 있는 강증산에게 구원을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5. 강증산이 구천에서 대법국 천계탑을 거쳐 영(靈)으로 금산사 미륵금불에 영(靈)으로 머물며
최제우에게 능력을 주어 최제우가 동학을 일으켰으나 유교의 전헌(典憲)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20)
6. 강증산이 직접 인간으로 태어나 가르침을 펼쳤으며 자신을 금산사 미륵금불과 대비시키며
미륵이라 하였다.21)
7. 강증산은 금산사에 있는 석가불을 모신 대장전을 옮기는 공사를 행하였다.22)
8. 강증산은 세상을 이상세계로 만드는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하였다.23)
20) 어느 날 김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利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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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풀었
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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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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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전경, 교운 1장 9절) 이하 전경의 인용은 장과 절만을 표기함.
21) 「나는 곧 미륵이라. 금산사(金山寺) 미륵전(彌勒殿) 육장금신(六丈金神)은 여의주를 손에 받았으되 나는 입에 물었노
라」고 하셨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아래 입술을 내어보이시니 거기에 붉은 점이 있고 상제의 용안은 금산사
의 미륵금신과 흡사하시며 양미간에 둥근 백호주(白毫珠)가 있고 왼 손바닥에 임(壬)자와 오른 손바닥에 무(戊)자가
있음을 종도들이 보았도다.(행록 2장 16절)
22) 약방에 갖추어 둔 모든 물목을 기록하여 공우와 광찬에게 주고 가라사대 「이 물목기를 금산사에 가지고 가서 그 곳에 봉안
한 석가불상을 향하여 그 불상을 업어다 마당 서쪽에 옮겨 세우리라고 마음 속으로 생각하면서 불사르라」하시니 두 사람이
금산사에 가서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로부터 몇 해 지난후에 금산사를 중수할 때 석가불전을 마당 서쪽에 옮겨 세우니
미륵전 앞이 넓어지느니라 이 불전이 오늘날의 대장전이로다. (공사 2장 11절)
23)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엎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벽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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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증산은 후일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면 신선의 몸으로 출세(出世)한다24) 하였으며 자신을 이후
보려면 금산사로 오라고 하였다.25)
10. 강증산은 화천(化天)26)했다.

위의 강증산 서사는 앞의 「진표전간」 서사에서 미륵을 만나기 위해 고행하는 이야기와는 다르게
그 중심 주제가 되는 이야기가 미륵에 있으며 또한 증산이 미륵의 화신이라고 자처하고 여러 가지
이적(異蹟)을 행했다는 서사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미륵선화」 전승과 미륵 관련 강증산 전승의
서사를 대비시켜 두 전승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미륵선화」 서사에서 1, 2, 3, 4번 줄거리27)는 강증산 서사에서 줄거리 1,2,328)과 대비된다.
「미륵선화」에서 원화를 만들어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로 삼고자한 것은 강증산 전승에서
이마두가 동양에 와서 지상천국을 만들고자한 것과 진묵이 천상의 문명을 전해주려는 내용과
관계된다. 다음으로 교정랑이 질투를 해 남모랑을 죽이고 남모랑 추종자들이 다시 교정랑을
죽여 원화 제도가 폐지된 것은 강증산 전승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유교의 배타적 갈등으로
이마두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일과 김봉곡에 의한 진묵의 죽음 그리고 인간의 교만으로
천리가 어긋나서 세상이 혼란에 빠진 것과 상관되는 서사이다.
(2) 「미륵선화」 서사에서 5,6번 줄거리29)는 강증산 서사에서 줄거리 430)와 대비된다. 이는 진흥왕
이 다시 나라의 흥성을 위해 풍월도를 말하고 덕이 있는 이로 화랑을 세워 오상, 육예, 산사,
육정이 널리 행해졌으며 이에서 더 나아가 진지왕대에 진자가 미륵이 화랑으로 변하여 나타
나기를 바란 것은 강증산 전승에서 신성불보살들이 미륵인 강증산에게 구원해달라고 한 것과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고 분부하셨도다. (공사 1장 2절)
24)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아두라. 후일 내가 출세할 때에 눈이 부셔 바라보기 어려우리라.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하셨도다. (행록 5장 25절)
25) 「내가 금산사로 들어가리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너라」고 하셨도다.(행록 5장 29절)
26) 인간세상을 떠남.
27) 1. 진흥왕시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 원화(原花)로 삼았다. 2. 원화 무리는 효도, 우애, 충성, 신의를 가르치고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였다. 3. 교정랑이 남모랑을 질투해서 그를 죽였다.4. 이를 아는 어떤 이가 동요를 지어 부르게 했고
남모랑 추종자들은 교정랑을 죽이니 원화를 폐지했다.
28) 1. 서양인 이마두가 동양에 와서 지상천국을 이루고자하였으나 유교의 폐습으로 실패하였으며 진묵이 시해법으로
천상에서 묘법을 배워 인세에 베풀고자하였으나 김봉곡의 시기질투로 참혹히 죽었다. 2. 신계(神界)에서 이마두와
진묵이 서양으로 건너가 다시 문명을 열었다.3. 서양 물질문명에 의해 인간이 교만해지고 천리가 어긋나서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29) 5. 진흥왕은 나라의 흥성을 위해 풍월도를 해야한다하고 남자를 뽑아 화랑이라 하고 설원랑을 국선으로 삼았다.
6. 진지왕대에 진자가 미륵상 앞에서 화랑으로 나타나면 시중을 들겠다고 하였다.
30) 4. 이에 신성불보살들이 신계에 있는 강증산에게 구원을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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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된다.
(3) 「미륵선화」 서사에서 7번부터 12번까지의 서사31)는 강증산 서사에서 줄거리 5-932)와 대비된
다. 이는 진지왕 대에 진자가 미륵상 앞에서 화랑으로 나타나기를 바랬는데 그의 꿈에 승려가
나타나 계시를 해서 진자가 웅진의 수원사에서 소년을 만났으나 미륵임을 모르다가 다시
진자가 천산에 가서 산신령을 만나니 소년이 「미륵선화」라 하여 진자는 영묘사에서 「미륵선
화」인 소년을 만나게 되고, 소년을 국선(國仙)으로 삼아 화목하고 풍류가 세상에 빛났다는
줄거리는 강증산 전승에서 줄거리 5,6,7,8,9의 증산이 구원을 위해 천상에서 금산사 미륵불에
내려와 최제우에게 계시를 주고 후에 인간으로 화현해서 천지공사를 행하며 미륵불로 행동한
줄거리와 대비된다.
(4) 「미륵선화」 서사에서 13번 줄거리33)는 강증산 서사에서 줄거리 1034)과 대비된다. 이는 소년
이 사라지고 진자도 수도에 정진하다가 만년에 간곳을 몰랐으며 신선을 「미륵선화」라 한다
는 줄거리는 강증산 전승에서 증산이 세상을 떠난 것과 대비된다.

Ⅲ. ｢미륵선화｣, 진표 미륵전승, 강증산 미륵전승의 의미
1. ｢미륵선화｣와 진표 미륵전승

이장에서는 「미륵선화」를 원천으로 앞 장의 「미륵선화」와 진표미륵전승, 「미륵선화」 및 증산미
륵전승 관련 서사에 대해 각각 서로 상관된 서사를 대비시킨 내용을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며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31) 7. 진자의 꿈에 승려가 나타나 수원사에서 「미륵선화」를 보게 될 것이라 하였다.8. 진자는 절 앞에서 맞이하는
소년을 만났는데 소년은 덕이 높은 스님이 와서 위로해 맞이한 것이라 하였다. 9. 절에서 「미륵선화」를 기다리겠다하
니 절의 승려는 천산(千山)에 가보라고 하였다.10. 진자는 산 아래에서 산신령이 수원사 문밖에서 「미륵선화」를 보지
않았냐고 하였다. 11. 진자는 본사에 돌아와 찾으니 수려한 소년이 영묘사 근처에 있어 보니 「미륵선화」였다. 12.
진자는 그 소년을 왕에게 데려와 국선(國仙)으로 삼으니 화목하며 풍류가 세상에 빛났다.
32) 5. 강증산이 구천에서 대법국 천계탑을 거쳐 영(靈)으로 금산사 미륵금불에 영(靈)으로 머물며 최제우에게 능력을
주어 최제우가 동학을 일으켰으나 유교의 전헌(典憲)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6. 강증산이 직접 인간으로 태어나
가르침을 펼쳤으며 자신을 금산사 미륵금불과 대비시키며 미륵이라 하였다. 7. 강증산은 금산사에 있는 석가불을
모신 대장전을 옮기는 공사를 행하였다.8. 강증산은 세상을 이상세계로 만드는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하였다. 9.
강증산은 후일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면 신선의 몸으로 출세(出世)한다 하였으며 자신을 이후 보려면 금산사로 오라고
하였다.
33) 13. 진자는 정성으로 도를 닦았고 진자도 만년에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신선을 「미륵선화」라고 하였다.
34) 10. 강증산은 화천(化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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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미륵선화」와 진표 미륵전승

「미륵선화」

진표

1. 진흥왕시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 원화(原
花)로 삼았다.
2. 원화 무리는 효도, 우애, 충성, 신의를 가
문
제
점

르치고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였다.
3. 교정랑이 남모랑을 질투해서 그를 죽였다.
4. 이를 아는 어떤 이가 동요를 지어 부르게
했고 남모랑 추종자들은 교정랑을 죽이
니 원화를 폐지했다.
5. 진흥왕은 나라의 흥성을 위해 풍월도를
해야한다하고 남자를 뽑아 화랑이라 하
고 설원랑을 국선으로 삼았다.

1. 진표가 망신참법(亡身懺法)으로 계(戒)를
구하였다.
2. 지장보살이 나타났으나 진표의 뜻이 미

미

6. 진지왕대에 진자가 미륵상 앞에서 화랑

륵보살에 있었으므로 더욱 정진하였다.

륵

으로 나타나면 시중을 들겠다고 하였다.

3. 미륵보살이 나타나 진표에게 점찰경과

에

7. 진자의 꿈에 승려가 나타나 수원사에서

간자 189개를 주었다.①. 진표의 스승이

의

「미륵선화」를 보게 될 것이라 하였다.

미륵과 지장보살에게 참회하여 계를 받
아 세상에 전하라 하였다.

기

②. 진표는 명산을 다니다가 27세에 미륵상

원

앞에서 수행을 하니 지장보살과 미륵보
살이 나타났다.
③. 지장보살이 계본을 주고 미륵보살은 나
무 간자를 주었다.
8. 진자는 절 앞에서 맞이하는 소년을 만났
는데 소년은 덕이 높은 스님이 와서 위

미
륵

로해 맞이한 것이라 하였다.
9. 절에서 「미륵선화」를 기다리겠다하니 절
의 승려는 천산(千山)에 가보라고 하였다.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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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진자는 산 아래에서 산신령이 수원사 문
밖에서 「미륵선화」를 보지 않았냐고 하
였다.
11. 진자는 본사에 돌아와 찾으니 수려한 소
년이 영묘사 근처에 있어 보니 「미륵선
화」였다.
12. 진자는 그 소년을 왕에게 데려와 국선
(國仙)으로 삼으니 화목하며 풍류가 세
상에 빛났다. 7년이 지나 소년은 사라졌
고 진자는 슬퍼하였다.
13.진자는 정성으로 도를 닦았고 진자도 만
년에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신선을 「미
륵선화」라고 하였다.

4. 진표가 금산사(金山寺)에 와서 법시(法
施)를 널리 펼쳤다.
5. 이후 진표는 유람하여 아슬라주에 이르
러 수궁(水宮)에서 계를 주었다.
6. 경덕왕이 이 소문을 듣고 보살계를 받았
으며 불사를 널리 일으키게 하였다.
7. 진표의 골석은 발연사에 있고 제자들은
산문의 조사가 되었으며 영심은 속리산
에서 법통을 이어 갔다. ④진표는 금산

포
교

사 창건하고 미륵장육상을 조성했다.⑤
진표가 속리산 가는 길에 소달구지를 타
고 오는 사람에게 계를 주고 길상초가
난 곳을표시해 두었다. ⑥진표가 흉년이
든 명주에서 계법을 강설하고 저절로 죽
은 고기를 팔아 양식을 마련했 다.⑦진
표의 제자 영심이 속리산에 길상사를 세
우고 점찰법회를 열었다.⑧진표는 부친
에게 효행을 다하고 발연수에서 도업을
닦다가 입적하였다.

한국 미륵사상의 전개에서 미륵 관련 전승의 양상과 의미_고남식

77

앞장의 「미륵선화」와 「진표전간」을 대비시킨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륵선화」에는 먼저 원화제도를 시행했으나 내부적 다툼으로 폐지되고 다시 화랑제도를
만들어 원화제도에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미륵이 화랑으로 하생해야하므로 승려 진자가 미륵
상 앞에서 미륵을 만나게 해달라고 바라게 된다. 이는 계를 구하던 진표가 지장보살을 만났으나
미륵을 만나기를 바란 것과 상관성이 있다.
승려 진자가 바란 것은 미륵을 만나는 것만이 아닌 종국적으로 미륵이 인간의 모습인 화랑으로
태어나주기를 바랬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인간적 차원의 원화제도의 폐단을 개선해
화랑인 인간 미륵이 신라사회에 현실적으로 필요함을 말해준다. 미륵하생의 사상이 강력히 표출된
설화임을 미륵선화는 보여주고 있다.
자신들이 믿고 기다리는 미륵불이 하루빨리 지상에 출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들의 우두머
리를 미륵불의 사자(使者), 더 나아가 서는 미륵불 자체라는 관념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35) 반면
진표전승은 지장보살을 만났으나 그 뜻이 미륵보살에 있었다고만 적혀있다.
둘째, 「미륵선화」를 영묘사에서 만난 것과 진표가 미륵보살을 만난 것에 대해 보기로 한다. 진자
가 「미륵선화」를 보고자하였는데 이미 수원사(웅진)에서 만났으나 그것을 모르다가 천산(千山)의
산신령을 만나 이미 「미륵선화」를 수원사에서 만났었다는 얘기를 듣고 미륵을 찾았으며, 못 찾게
되자 다시 진지왕의 얘기를 듣고 영묘사에서 「미륵선화」를 만난 것은 진표가 수행 끝에 미륵을
만난 것과 상관성이 있다. 진자가 「미륵선화」인 소년을 만났었으나 당시에는 소년이었던 미륵을
못 알아보고 산신령의 말을 듣고 소년이 미륵이었음을 알게 되어 소년을 국선으로 추대했다는
서사가 진표가 고행 끝에 「미륵선화」를 만났다는 이야기 보다 그 내용이 자세하다.
즉 진자가 진표처럼 수행을 해서 미륵을 만나게 되었다는 줄거리는 같으나 「미륵선화」에서는
미륵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종국에는 세간(世間)에서 미륵을 만나고 미륵을 다시 화랑으로 추대했다
는 것은 미륵이 화랑으로 태어나기를 바란다는 앞의 서사의 맥을 맞춰 기술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신라사회에서 미륵을 믿는 풍토위에 미륵이 소년이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곁에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서사를 통해 미륵이 하생하여 화랑으로 화할 수 있다는 미륵하생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 설정된 서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미륵선화」에는 미륵이 승려 진자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것이 없으나 진표간자 전승에는 경전(점찰경)과 간자(189개)를 주었다는 것이 다르다.

이어서 「미륵선화」를 화랑의 국선(國仙)으로 삼은 것과 진표의 포교로 경덕왕이 불사(佛舍)를
35) 장지훈, 『한국고대미륵신앙연구』, 집문당, 1997,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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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한 것에 대해 보기로 한다. 미륵이 화랑으로 화(化)했다는 것은 진표가 미륵의 가르침을 받고
미륵의 법시를 베풀었다는 내용과 상관성이 있다. 「미륵선화」에서는 화랑을 창설한 국왕의 뜻이
진자의 수행에 의한 미륵의 화현과 연계되어 그 목적이 인간의 몸으로의 화랑인 미륵을 통해 미륵사
상이 펼쳐졌다면, 「진표전간」에서는 진표가 미륵을 친견한 후 미륵이 아닌 득도자로서 미륵의
가르침을 아슬라주(강릉)에서 베풀고 이후 왕과 왕비도 계를 받고 나아가 경덕왕이 적극적으로
불사(佛舍)의 부흥에 노력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 진표전승은 미륵 구도자의 적극적 노력
에 초점을 맞춘 서사라 볼 수 있고 미륵선화는 미륵 구도자의 노력과 함께 미륵이 하생하여 세상르
제도한다는 중심서사를 갖고 있는 것이 다르다.
셋째, 진자가 사라졌다는 것과 진표가 도업을 닦다가 입적했다는 것에 대해 보기로 한다.
진표의 전교 이야기는 진표가 수궁(水宮)에 가서 계를 주었다는 것과 궁중에 계를 전해 불법을
흥하게 했다는 일 및 그 제자들의 수행에 대한 것이 등장한다. 그리고 진표의 수행과 진표를 따르는
제자들의 전교 활동은 영잠이 지었다는 ‘관동풍악 발연수석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이상의 전체 서사에서 「미륵선화」는 미륵이 인신으로 나타나 가르침을 주어 이상사회가
이루어졌다면, 진표간자는 미륵이 인신으로 화현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진표에게 가르침을 주었으
며 진표의 득도 이후 미륵에 대한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두 설화의 서사가 다르다.
즉 「진표전간」에는 미륵이 아닌 득도한 진표가 미륵의 가르침을 전하는 전교(傳敎) 설화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륵선화」에는 미륵의 인신 화현에 중심이 있어 진자의 전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두 작품의 서사에서 요점이 되는 미륵을 기원(祈願)하는 이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미륵 기원자 비교

구도자
기원

진자

진표

미륵이 화랑으로 현신 미륵 친견

신성불보살
세상 구원

미륵과의 만남 수원사
불사의방
구천
미륵을 몰라보다 산신
미륵 친견에
령이 알려줌.
대한 기원자
지장보살을 먼저 만남 미륵을 알고 직접 기원
진지왕의 조언으로 영
행적
묘사에서 만남
「미륵선화」가 사라진
결말
포교 후 입적
나타나지 않음
후 사라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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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륵선화」와 증산 미륵 서사

「미륵선화」와 증산미륵전승을 앞장에서 대비시킨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표3.「미륵선화」와 증산 미륵전승

「미륵선화」

강증산

1. 진흥왕시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 원화

1. 서양인 이마두가 동양에 와서 지상천

(原花)로 삼았다.

문
제
점

국을 이루고자하였으나 유교의 폐습

2. 원화 무리는 효도, 우애, 충성, 신의를

으로 실패하였으며 진묵이 시해법으

가르치고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였다.

로 천상에서 묘법을 배워 인세에 베풀

3. 교정랑이 남모랑을 질투해서 그를 죽

고자하였으나 김봉곡의 시기질투로

였다.
4. 이를 아는 어떤 이가 동요를 지어 부
르게 했고 남모랑 추종자들은 교정랑
을 죽이니 원화를 폐지했다.

참혹히 죽었다.
2. 신계(神界)에서 이마두와 진묵이 서양
으로 건너가 다시 문명을 열었다.
3. 서양 물질문명에 의해 인간이 교만해
지고 천리가 어긋나서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5. 진흥왕은 나라의 흥성을 위해 풍월도

4. 이에 신성불보살들이 신계에 있는 강증

미

를 해야한다하고 남자를 뽑아 화랑이

산에게 구원을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륵

라 하고 설원랑을 국선으로 삼았다.

에

6. 진지왕대에 진자가 미륵상 앞에서 화

의

랑으로 나타나면 시중을 들겠다고 하
였다.

기

7. 진자의 꿈에 승려가 나타나 수원사에

원

서 「미륵선화」를 보게 될 것이라 하
였다.
8. 진자는 절 앞에서 맞이하는 소년을 만

5. 강증산이 구천에서 대법국 천계탑을

났는데 소년은 덕이 높은 스님이 와서

거쳐 영(靈)으로 금산사 미륵금불에

위로해 맞이한 것이라 하였다.

영(靈)으로 머물며 최제우에게 능력

미
륵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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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절에서 「미륵선화」를 기다리겠다하

을 주어 최제우가 동학을 일으켰으나

니 절의 승려는 천산(千山)에 가보라

유교의 전헌(典憲) 때문에 성공하지

고 하였다.

못했다.

10. 진자는 산 아래에서 산신령이 수원사

6. 강증산이 직접 인간으로 태어나 가르

문밖에서 「미륵선화」를 보지 않았냐

침을 펼쳤으며 자신을 금산사 미륵금

고 하였다.

불과 대비시키며 미륵이라 하였다.

11. 진자는 본사에 돌아와 찾으니 수려한

7. 강증산은 금산사에 있는 석가불을 모

소년이 영묘사 근처에 있어 보니 「미

신 대장전을 옮기는 공사를 행하였다.

륵선화」였다.
12. 진자는 그 소년을 왕에게 데려와 국

8. 강증산은 세상을 이상세계로 만드는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하였다.

선(國仙)으로 삼으니 화목하며 풍류

9. 강증산은 후일 이상세계가 이루어지

가 세상에 빛났다. 7년이 지나 소년은

면 신선의 몸으로 출세(出世)한다 하

사라졌고 진자는 슬퍼하였다.

였으며 자신을

이후 보려면 금산사

로 오라고 하였다.
10. 강증산은 화천(化天)했다.
13.진자는 정성으로 도를 닦았고 진자도
포
만년에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신선을
교

「미륵선화」라고 하였다.

첫째 질투와 살인으로 원화 제도가 폐지 된 것과 유교의 천주교에 대한 배타적 갈등으로 이마두가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보기로 한다.
「미륵선화」에는 진흥왕이 국가의 안녕을 위해 원화제도를 만들었으나 두 인물의 대립으로 원화
제도가 폐지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는 당시의 인간 갈등의 문제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강증산
전승에서 서양 사람 이마두(利瑪竇, 마테오 리치, 1552-1610)가 동양에 와서 지상천국(地上天國)을
이루고자하였으나 천주교와 유교의 사상적 대립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한 것과 상관성이 있다.
「미륵선화」가 국가 내부의 제도 속에서 두 인물의 시기 질투에 의한 대립과 갈등이라면 강증산
전승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큰 범주에서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면이 그 범주에 있어 다르다.
둘째, 진흥왕이 다시 화랑제도를 만든 것과 사후에 이마두가 서양문명을 열었다는 것에 대해
보기로 한다. 「미륵선화」에는 원화제도가 폐지된 후 다시 진흥왕이 체제를 달리 해서 풍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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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화랑제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강증산 전승에서 이마두가 동양에서
지상천국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후 그 혼(魂)이 서양으로 돌아가서 다시 신적(神的)인 상태에서
지상천국을 열기위해 서양 과학문명을 열었다는 이마두 사후담(死後談)이 적혀 있다. 두 전승에서
모두 재차 처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시 노력한다는 화소가 등장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나라의
국운을 다시 상승시키기 위해 화랑제도와 미륵사상을 통합하여 시행책을 제시한 것은 이마두가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문명의 계발과 발달을 천주교 신앙과 결합해서 제 2의 지상천국 건설을
도모한 것과 규모는 다르나 서사의 화소를 같이 하고 있다할 수 있다.
셋째, 진자가 미륵이 화랑으로 태어나기를 원해 「미륵선화」를 만난 것과 「미륵선화」를 국선(國
仙)으로 삼아 화목하고 풍류가 세상에 빛났다는 것은 강증산 전승에서 신성 불 보살이 하소연을
해서 증산이 미륵으로 세상에 온 것에 대해 보기로 한다.
화랑의 창설과 함께 그 의미가 미륵하생의 뜻과 상관된다는 면에서 승려 진자가 미륵이 화랑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데, 이는 강증산 전승에서 세상에 문제가 있어 신성 불 보살이라는 존재가 구천에
있었던 미륵(강증산, 또는 구천상제)에게 구원을 청했다는 서사와 상관성을 갖는다. 다만 「미륵선
화」에는 원화제도에 이어 두 번째로 조직된 화랑과 미륵과의 연결성을 위해 미륵의 현현을 빌었으
나 강증산 전승에서는 이마두가 사후에 서양에서 다시 지상천국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미륵에게 청원했다는 것이 다르다. 여기에서의 청원은 특정 개인이 아닌
다수의 신적 존재가 구원을 바랬다는 면에서 승려 진자나 진표의 미륵에 대한 친견과는 맥을
달리 한다.
넷째, 「미륵선화」를 화랑의 국선으로 삼아 풍류도인 화랑 창설의 취지가 빛났다는 것과 증산이
이상세계를 이루어 후천이라는 유토피아를 제시해 준다는 화소가 대비된다. 「미륵선화」에는 요약
적으로 언급했으나 강증산 전승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화한 미륵인 강증산의 생애가 나타난
다. 유토피아는 「미륵선화」에서 7년간 미륵이 있다가 사라졌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증산 전승
에서는 미륵으로서 천지공사(天地公事,1901-1909)를 증산이 9년간 행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증산의 천지공사는 미륵이 행한 미륵하생적 설법과 행적이
된다. 「미륵선화」에서는 미륵인 소년이 미륵을 자처하며 구체적으로 다양한 행적을 행했다는 기록
이 되어 있지 않고 결과적인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반해서 강증산 전승에는 미륵을 자처한
증산의 행적이 강증산 전승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록되어 있다. 민중들에게 구전되어온 미륵신앙
이 담고 있는 상징성이 증산이 미륵금불에 30년간 머물렀다는 이야기와 관련해 증산의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당대 민중들에게 구원과 희망을 주는 존재로 각인되는 효과를 주고 있다.36)
36) 고남식, 「강증산 일대기의 구조와 원천」, 『고전 산문의 계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1, 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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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륵선화」는 미륵의 출현과 함께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진 서사이다. 그러나 강증산 서사에
서는 강증산이 미륵의 화신이라고 하였으나 증산이 살았던 당대에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산이 먼저 천지공사라는 이상세계를 이루는 행적을 하였으며 후에 증산이 다시 세상에
나타날 때 이상세계가 된다고 하였다. 「미륵선화」에서는 「미륵선화」가 증산처럼 천지공사라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미륵선화」가 인세에 있을 때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증산이 금산사 미륵불에 머물렀다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진표가 미륵불을 조성한 진표
전승을 수용해서 증산 전승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증산이 금산사 미륵금불에 머물렀고
증산이 세상을 떠나며 자신을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라고 한 것이다.
즉 강증산 전승에는 증산의 미륵과의 연계성을 드러내는 서사가 있다. 진표가 조성한 금산사
미륵불에 증산이 인간으로 태아나기 전에 머물렀다는 것이 그것이다. 증산 미륵 관련 서사는 미륵불
을 조성했다는 진표 전간 서사를 포함하며 미륵의 인간으로의 화현을 통한 미륵하생사상을 보여주
고 있다. 반면에 진표 서사에서는 미륵이 나타나 계(戒)만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 서사는
진표의 미륵신앙 포교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진표의 노력은 미륵하생사상을
전하여 미래에 있을 미륵의 하생을 포교하는 면을 담고 있다.
강증산 서사는 금산사 및 금산사 미륵불을 배경으로 증산이 미륵의 화신으로 자처하는 서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증산은 인간으로 태아나기 전에 금산사 미륵불에 머물렀고 더욱이 그곳에
있을 때 최제우에게 자신이 능력을 주어 동학이 창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금산사 미륵불과 자신이 흡사하다고 하였으며 자신은 여의주를 입에 물었다고 하였으며 미륵의
입장에서 석가불이 있는 대장전을 옮기는 공사를 보았다. 아울러 증산은 세상을 떠나며 후일에
자신을 만나고 싶으면 금산사로 오라고 하였다.
다섯째, 「미륵선화」가 사라졌고 신선을 「미륵선화」라 한다는 것과 증산이 세상을 떠나며 신선으
로 다시 세상에 올 것이라 예언한 것에 대해 보기로 한다.
「미륵선화」가 인세에서 사라진 것은 증산이 이상세계를 이루는 일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과 상관성이 있다. 다만 강증산 전승에는 미륵이었던 강증산이 세상을 떠나지만 다시 신선(神仙)
의 몸을 하고 이상세계가 이루어진 세계에 출현한다는 출세(出世) 화소가 더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두 작품의 서사에서 요점이 되는 미륵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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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미륵 관련 내용 비교

「미륵선화」

진표

강증산

미륵 화현 이유

진자의 기원

진표의 기원

신성불보살의 기원

미륵 기원자 소망

미륵이 화랑으로

미륵의 계

세상 구원

미륵의 모습

소년

화현

인간으로 탄강

미륵이 준 것

계, 간자

등장 이유

이상적 국가건설

미륵이 한 일

국선으로 일함

불법의 전파

세상 구원

미륵이 인세를 떠나
진표의 전교

며 이상세계가 되면

제자의 포교37)

신선으로 다시 인세

기타
에 온다함
비고

출세(出世)

표 5. 「미륵선화」, 진표, 강증산 미륵 관련 서사내용 정리

「미륵선화」미시랑

진표 전승

목적

도덕의 진작

미륵 친견

문제점

원화 다툼

해결책

화랑

해결 방법

미륵이 화랑으로 현신 고행

강증산 전승
세상 구원
신도(神道)의 파괴

미륵으로부터 계를 받음 신도 회복

미륵이 한 일 나타나지 않음

천지공사
후천선경 건설

결과

미풍진작됨

포교

미래 이상세계

미륵 친견자

진자

진표

신성불보살

인세에서 미륵을 발견,
전교 금산사 미륵불 조성

친견자 행적
수도

37) 진표전간과 관동풍악발연수석기 및 심지계조 등에 진표에서 그 제자들에 관한 전승이 나타난다.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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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어
이글은 「미륵선화」전승을 원천으로 「진표전간」전승 및 강증산 전승 미륵 관련 서사를 살펴
본 것이다. 「미륵선화」전승과 「진표전간」전승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인간적 차원의 원화제도의 폐단을 개선해 화랑인 인간 미륵이 신라사회에 현실적으로 필요함을
말해준다. 미륵하생의 사상이 강력히 표출된 설화임을 미륵선화는 보여주고 있다. 반면 진표전승은
지장보살을 만났으나 그 뜻이 미륵보살에 있었다고만 적혀있다.
진자가 진표처럼 수행을 해서 미륵을 만나게 되었다는 줄거리는 같으나 「미륵선화」에서는 미륵
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종국에는 세간(世間)에서 미륵을 만나고 미륵을 다시 화랑으로 추대했다는
것은 미륵이 화랑으로 태어나기를 바란다는 앞의 서사의 맥을 맞춰 기술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신라사회에서 미륵을 믿는 풍토위에 미륵이 소년이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곁에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서사를 통해 미륵이 하생하여 화랑으로 화할 수 있다는 미륵하생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 설정된 서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륵이 화랑으로 화(化)했다는 것은 진표가 미륵의 가르침을 받고 미륵의 법시를 베풀었다는
내용과 상관성이 있다. 「미륵선화」에서는 화랑을 창설한 국왕의 뜻이 진자의 수행에 의한 미륵의
화현과 연계되어 그 목적이 인간의 몸으로의 화랑인 미륵을 통해 미륵사상이 펼쳐졌다면, 「진표전
간」에서는 진표가 미륵을 친견한 후 미륵이 아닌 득도자로서 미륵의 가르침을 아슬라주(강릉)에서
베풀고 이후 왕과 왕비도 계를 받고 나아가 경덕왕이 적극적으로 불사(佛舍)의 부흥에 노력한 것으
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 진표전승은 미륵 구도자의 적극적 노력에 초점을 맞춘 서사라 볼 수
있고 미륵선화는 미륵 구도자의 노력과 함께 미륵이 하생하여 세상르 제도한다는 중심서사를 갖고
있는 것이 다르다.
진표의 전교 이야기는 진표가 수궁(水宮)에 가서 계를 주었다는 것과 궁중에 계를 전해 불법을
흥하게 했다는 일 및 그 제자들의 수행에 대한 것이 등장한다. 그리고 진표의 수행과 진표를 따르는
제자들의 전교 활동은 영잠이 지었다는 ‘관동풍악 발연수석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미륵선화」 전승과 강증산 관련 미륵 전승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미륵
선화」가 국가 내부의 제도에서 두 인물의 대립과 갈등이라면 강증산 전승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큰 범주에서 사상적으로 대립과 갈등이라는 면이 그 폭에 있어 다르나 타인이 나와 다르다는 점에
대립하고 갈등한다는 점에서는 그 맥을 같이 한다.
「미륵선화」에는 원화제도가 폐지된 후 다시 진흥왕이 체제를 달리 해서 풍류도를 하기 위해
화랑제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강증산 전승에서 이마두가 동양에서 지상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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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후 그 혼(魂)이 서양으로 돌아가서 다시 신적(神的)인 상태에서 지상천국을
열기위해 서양 과학문명을 열었다는 이마두 사후담(死後談)이 적혀 있다.
화랑의 창설과 함께 그 의미가 미륵하생의 뜻과 상관된다는 면에서 승려 진자가 미륵이 화랑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데 이는 강증산 전승에서 세상에 문제가 있어 신성 불 보살이라는 존재가 구천에
있었던 미륵에게 구원을 청한 것이다. 다만 「미륵선화」에는 두 번째로 조직된 화랑과 미륵과의
연결성을 위해 미륵의 현현을 빌었으나 강증산 전승에서는 두 번째로 이마두가 사후에 지상천국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미륵에게 청원했다는 것이 다르다.
「미륵선화」를 화랑의 국선으로 삼아 풍류도인 화랑 창설의 취지가 빛났다는 것과 증산이 이상세
계를 이루어 후천이라는 유토피아를 제시해 준다는 화소와 대비된다. 「미륵선화」에는 요약적으로
언급했으나 강증산 전승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화한 미륵인 강증산의 생애가 나타난다. 「미
륵선화」에서 7년간 미륵이 있다가 사라졌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증산 전승에서는 천지공사(天
地公事)라는 증산의 행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9년간 행하고 증산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으로 기록되
어 있고 1901년부터 1909년까지의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즉 천지공사를 미륵이 행한 미륵하
생적 설법으로 보고 있다.
「미륵선화」가 인세에서 사라진 것은 증산이 이상세계를 이루는 일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과 상관성이 있다. 다만 강증산 전승에는 미륵이었던 강증산이 다시 신선(神仙)의 몸을 하고
이상세계가 이루어진 세계에 출현한다는 출세(出世) 화소가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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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스토리텔링을 통한 충남의 정치‧문화적 지평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
장노현
한남대학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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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자원 간 연계 활용과 문화유산의 가치
증진>에 대한 토론

양창진
한국학중앙연구원

류호철 교수가 쓴 논문 ｢지역 문화자원 간 연계 활용과 문화유산의 가치 증진｣은 오늘날 지방자치
시대의 문화유산 정책이 당면한 핵심적인 문제를 잘 지적하였다. 날이 갈수록 인구나 경제 모든
면에서 수도권 집중이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도 궁궐 등 일부 유명
문화 명소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이 문화적 측면에서 그 존재 의의를 찾기 위해서는 지방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자원의 활용이 하나의 큰 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큰 목적이다.
이 논문의 대상인 서산·태안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과거 서해안은 교통이 불편하여 접근
이 힘들었다. 그러나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이 지역을 찾는 국민들이 매년 늘고 있다. 이들을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이 지역의 역사 전통과 문화를 같이 향유하는 문화 소비자로 변모시키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들에게 부여된 과제이다.
이 과제에 답하기 위해 류교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자연”과 인간이 만들
어 온 “문화”를 구분한 후 이들을 인간이 향유해야 할 문화자원으로 통칭하고, 지역 문화자원들을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비자와 향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연계 활용을 시도하더라도 문화유산에 속하는 것들끼리 연계하는 것이
보통이고, 좀 더 넓게 보아도 성격이 유사한 것들끼리의 연계 활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온라인에서는 콘텐츠의 구축과 콘텐츠 간 연계 활용이라는
것이 중요한 화두였고 실제로 많은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공한 사례도 많다. 그런데 이러한
연계 활용을 실제 오프라인 문화자원 활용 현장에까지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몇 가지 아쉬움이 있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문화자원 간 연계활용의 당위성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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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는데, 연계활용의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제시하였으면 한다. 맺음말에
“해수욕장 등을 찾는 방문객들이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
고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제시되었으면 한다. 관광 안내문이
나 팜플렛에 주변 정보를 같이 표기하는 현재의 방식을 넘어서, 테마 관광객들에게 유용하도록
“주제 연관 정보”끼리 모아주는 것도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산 개심사 안내에 주변의
“사찰정보”를 같이 모아 주거나, 서산 마애삼존불 안내문에 주변의 마애불 및 주요 사찰의 불상을
같이 참고하고 필요시 찾아갈 수 있는 정보를 주는 등의 방안도 있다.
둘째, “서산·태안은 다양한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가진 농어촌 자원이 풍부하여 문화유산과의
연계․융합 활용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수욕장과 문화유산, 농어촌 체험과
농어촌 경관 감상 등으로 이어지는 연계․융합 활용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문화유산
간 연계는 쉬울 수 있지만, 자연 자원과 문화유산의 연계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 지역에 많은
해수욕장과 문화유산을 연계하여 향유하게 하는 것은 특히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지역 문화자원
들을 연계 활용할 때 문화유산 활용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중심에 둔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연계 활용 방안을 모색해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논문을 발전시켜 가면서 이 부분의 가능성과 방안을 좀 더 보강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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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류중행 사상과 만해의 문학>에 대한 토론

김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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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건판으로 본 공주 송산리와 부여 능산리 고분
벽화>에 대한 토론
김규운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5년 7월에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적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공주 송산
리고분군과 부여 능산리고분군은 백제왕릉군으로서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
도 두 고분군 모두 일제강점기의 도굴에 가까운 조사 이후 발굴조사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무령왕릉과 능산리7호분 등 일부 고분이 발굴조사 되었지만 두 고분군의 실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사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발표자는 논고 머리말에도 언급하였듯이 일제강점기의 자료검토를 통해 두
고분군의 실상에 접근하고자 노력하였고, 그와 같은 맥락으로 최근 국립박물관에서는 송산리고분군
과 익산 쌍릉 등 일제강점기에 조사되었던 주요 고분에 대한 재보고서를 간행하였다. 먼저 백제고분
연구자로서 그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평소 궁금하였던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1. 1~4호분 문제
현재 송산리고분군 가운데 가장 높은 부분에 1~4호분이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발표자의 <표1>에
도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에 가루베지온은 현재와 같은 1~4호분의 4기로 파악한
반면,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는 5기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고분의 번호도 반대였다. 가루베지온이
먼저 4기가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박물관은 5기의 도면을 제시하였
다. 현재 정비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2호분에서 4호분의 간격은 등간격에 가깝지만 1호분과 2호분
사이에는 어색한 공간이 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파악한 2호분(혹은 3호분)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조사 이후 바로 현재와 같이 정비를 해버리는 바람에 실제로 몇 기가 분포하였
는지 알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혹시 그 실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당시 자료가 더 있는지, 그리고
발표자는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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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懸垂用釘
발표자는 29호분의 동벽에 두 군데, 북벽에 한 군데 못 자국과 북벽에 한 군데의 구멍이 발견된
것을 근거로 송산리 6호분에 보이는 懸垂用釘과 비슷한 용도로 추정하면서 장식적인 천막을 직각으
로 연결한 것으로 보았다. 최근 국립공주박물관에서 간행한 재보고서를 보면 송산리4호분에서도
벽에 박힌 철정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현실 서벽 바닥에서 약 1.50m 높이에서 5개, 남벽에서 2개,
동벽에서 3개, 북벽에서 1개가 확인되었다(국립공주박물관, 2015, 『송산리 4~8·29호분 재보고서』,
p.25). 송산리고분군가운데 적어도 3기에서 확인되는 양상인데 이처럼 묘실 내에 휘장을 치는 것이
웅진기에 보편적이었던 것인지, 혹은 왕릉군에만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발표자의 의견을 구하고 싶다.

3. 배총문제
1~4호분 남쪽에 있는 7~8호분을 1~4호분의 배총으로 파악하였다. 7~8호분이 수혈식석곽이기
때문에 배총으로 파악한 것인지 위치관계 때문에 배총으로 파악한 것인지 궁금하다. 수혈식석곽을
일괄적으로 배총으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이지만 만약 위치관계에 따른 판단이라면 5호분과 29호분
도 무령왕릉 혹은 6호분의 배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웅진기 고분에 주총과 배총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

4.
“능산리의 7기 고분은 모두 화강암 판석이라 할석으로 축조한, 단칸의 묘실과 연도를 갖춘 횡혈식
석실묘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맞지 않다. 동하총을 제외한 능산리고분군 전체가 일제강점기
조사 이후 완전히 폐쇄된 상태로 정비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고분들은 조사 당시 화강암으로 파악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으나 동하총은 그렇지 않다. 발표자가 제시한 그림10의 동벽과 후벽을 보면
다른 벽석들과는 다르게 벽면에 반점과 같은 것이 많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부여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는 「안구상편마암」이다(부여군, 2008, 『부여 능산리고분군 동하총 보존환경조사,
p.97). 따라서 능산리고분군 전체가 화강암으로 축조된 것은 아니다.
동하총 규모에 대해 “능산리 벽화분은 묘실의 길이 112cm, 고분길이 250cm, 높이 122cm로서...”
라고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하총의 실제 규격은 현실길이가 327cm, 너비가 152cm, 높이가 195c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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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벽화고분 연대
발표문의 주된 주제는 벽화이다. 유리건판 사진을 통해 벽화를 자세히 살펴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고고학적 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바로 벽화고분 연대의
문제이다. 송산리6호분의 경우는 무령왕릉보다 이른 것인지 늦은 것인지 논란이 있지만 어느 쪽을
취하더라도 무령왕릉을 전후하는 시기로 연대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동하총의 경우는 다르
다. 현실이 평천장이고 대형 판석을 사용하는 점에서 사비 말기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를 따를
경우 백제 벽화고분은 100년 정도의 연대 차이를 두고 2기가 축조된다. 왜 1기가 축조된 이후 100년
의 시간차를 두고 다시 1기를 축조하는지 그 배경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다. 발표자는 두 벽화고분
의 연대와 축조배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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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륵사상의 전개에서 미륵 관련 전승의 양상과
의미>에 대한 토론
조경철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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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향녀 서사의 변주와 시대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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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영_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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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고학자의 한반도 도래인 의식
-일본 인류학자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세키네 히데유키(関根英行)
가천대학교

차

례

Ⅰ. 머리말
Ⅱ. 단일민족 패러다임속의 고고학 : 40-50년대
Ⅲ. 한반도 도래설 재고와 고고학 : 50-80년대
Ⅳ. 대규모 도래설과 단일민족 패러다임의 붕괴 : 80-00년대
Ⅴ. 한반도 도래인 해석에 깔려 있는 인식
Ⅵ. 맺음말

Ⅰ. 머리말
필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학계에서 연구자들 사이에 한국인과 일본인의 직접적인 계통관계
를 기피하는 인식이 조성된 현상을 고찰해 왔다1). 그 배경으로서 민족주의나 일선동조론이 남긴
후유증 등 여러 요인을 들 수 있는데 그동안 고대 한일 간의 문화적 연속성은 주로 혈연관계를
연상케 하는 ‘민족이동(migration)’의 시각을 배제하고 간접적인 관계를 연상케 하는 ‘문화전파
(cultural diffusion)’의 시각에서 설명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고대 한일 간의 민족이동은 주로 문헌사학, 인류학, 고고학에서 ‘도래인’ 문제로서 논의되어 왔다.
특히 고고학과 인류학은 그 시작에서는 미분화 상태였으며 양자가 분리된 것은 1930년대였다. 미분
화 상태였던 시절의 대표적인 연구자가 바로 도리이 류조(鳥居龍蔵, 1870~1953)이다.
1) 세키네 히데유키(2007), 「한국인과 일본인의 계통연구와 패러다임」, 『민족문화연구』47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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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이는 일본열도 인근의 동아시아를 널리 답사한 다음에 한일합병 후의 한반도를 조사하여
일본인의 형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학설을 발표했다. 그 내용인즉 일본열도의 토기는 크게 조몽
(縄文)토기와 야요이(弥生)토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를 남긴 사람들은 ‘아이누’, 후자를 남긴 사람
들은 한반도에서 도래한 사람들로 보았으며 그는 이를 ‘고유일본인’으로 명명하였다. 도리이는 야요
이토기와 동아시아 각지의 토기를 대조하여 연해주 및 한반도에서 출토된 토기와의 유사성을 근거
로 ‘고유일본인’이 중국 동북부에서 한반도를 경유하여 일본열도로 도래해 일본민족의 주요부를
구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들은 야요이문화를 만들어 현대일본인의 직접적인 조상이 된 사람들로서 ‘석기사용 단계’와
‘금속기 사용시대’에 도래했다고 생각하였다.2)
도리이는 고고학분야에서 야요이문화의 기원을 한반도에서 찾아 거기에 도래인이 관여했다는
견해를 제시한 최초의 연구자로 알려져 있으며3) 그 후 많은 연구자들이 그의 시각을 이어받아
야요이문화 성립의 계기로서 한반도 도래인을 상정하여 석기, 토기, 장송습속 등 다양한 증거를
축적해 왔다.4)
그렇다면 고고학자들이 도리이와 마찬가지로 일본민족의 주요부를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였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 논문에서는 패전 후의 일본 학계에서 한반도 도래인의 대규모 이주설을 제창했
던 인류학자의 학설에 대한 대응방식을 통해서 일본 고고학계의 도래인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단일민족 패러다임속의 고고학 : 40-50년대
1. 도래설을 부정하는 국수주의 인류학

1930년대 이전의 인류학계에는 전자를 지지하는데 유리한 학설이 정설이었다. 즉 도리이 에 대표
되는 인류학자들은 선주민인 아이누가 거주하고 있는 일본열도에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이민족이
도래하여 일본민족이 형성되었다는 학설은 당시의 상식이었다.
그런데 아시아에 식민지가 확대해나가는 당시, 일본 정계는 혼혈문제를 둘러싸고 여론이 분분하
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혼혈정책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도리이와 같은 견해를 자신들의
2) 鳥居龍蔵(1975), 『鳥居龍蔵全集』 第1集, 朝日新聞社, pp.504-505.
3) 春成秀爾(1990), 『弥生時代の始まり』, 東京大学出版会, p.127.
4) 田中良之(2014), 「いわゆる渡来説の成立過程と渡来の実像」, 古代学協会 編, 『列島初期稲作の担い手は誰か』, す
いれん舎,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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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 여기고 환영했지만 그 반대인 혼혈반대 입장에 서 있는 세력들
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류학자를 영입했다. 그 인물이 바로 하세베 고톤도(長谷部 言人,
1882~1869)와 기요노 겐지(清野 謙次, 1885~1955)를 비롯한 연구자들이었다. 그들은 일본인의 기득
권을 유지하기 위해 나치스처럼 일본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는 우생학을 신봉하는 해부학자였
다. 그들의 목적은 한마디로 도리이설과 같은 당시의 정설을 부정하는 일이었다.5)
마침 1936년에 도쿄제국대학의 인류학 교실의 주임이었던 마쓰무라 아키라(松村 暸, 1880~1936)
가 급사하자 기요노의 가세 덕분에 그 해 후임자로서 하세베가 착임하게 되었다. 하세베는 ‘일본민족
위생학회’의 평의원이자 당시 도쿄제국대학 총장이었던 나가요 마타요(長與 又郞, 1878~1941)를
설득하여 인류학 교실을 인류학과로 승격시켰다.6)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일본인류학회 회장을 맡아
명실공이 일본 인류학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다했다. 하세베 견해의 요점은 신사시대부터 현대까
지 일본인의 혈통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반도 도래인의 정복에 의한 민족 교체나 혼혈은
없었다는 것이었다.7)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 이어져 1970년대까지 학계에 정설로서 군림
했다. 전후 하세베에 이에 도쿄대학 인류학 교실을 주재하여 하세베설을 실증적, 이론적으로 발전시
킨 자는 그가 발탁한 해부학자 스즈키 히사시(鈴木 尚, 1912~2004)였다. 통계학을 구사한 그들의
정밀한 학설 앞에 예전의 정설이었던 선주민인 아이누를 한반도 도래인이 정복했다는 학설은 모습
을 감추다시피 했다8).

2. 한반도 도래설의 전통을 이어받은 고고학

전후 직후의 일본 고고학을 주도한 연구자는 40년 이상 스테디셀러가 된 『일본고고학개론』(1951)
의 저서로서도 잘 알려져 있는 고바야시 유키오(小林 行雄, 1911~1989)를 들 수 있다. 『일본고고학개
론』의 기본적 시각은 야요이 시대의 성립에 도래인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도리이 이래의 견해를
답습하여 증가된 자료에 의해 강화된 것이다.9) 그는 벼농사, 동탁(銅鐸), 다뉴세문경(多紐細文鏡),
지석묘, 옹관묘 등의 야요이문화는 중국 동북부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해진 것으로 파악했
는데 이러한 문화가 도래인이 일본열도로 이주한 결과 전해진 것으로 보았다.10)
5) 小熊英二(1995),『単一民族神話の起源―「日本人の自画像の系譜, 新曜社, p.260.
6) 위의 책, p.263.
7) 長谷部言人(1973), 「日本民族の成立」, 『論集 日本民族の起源』, 第５巻, 平凡社, pp.107-126(초판 1949).
8) 池田次郎(1998), 『日本人のきた道』, 朝日新聞社, pp.169-173.
9) 田中良之, 앞의 글, p.12.
10) 小林行雄(1951), 『日本考古学概説』, 創元社, pp.15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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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견해가 당시의 모든 연구자들에게 수용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고바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한반도에서 일본의 토기와 비교할 만한 오래된 토기가
충분히 발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일본인이 석기시대부터 현대까지 인종적으로 변하
지 않고 진화해왔다는 인류학의 정설, 즉 하세베나 스즈키에 의한 ‘변형설(또한 이행설)의 영향이
다.11) 그 중에서 후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대의 인류학의 주류 학설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
인류학이나 민속학 등 기타 인접 학문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조였다.
그러한 가운데 고바야시에 대표되는 전후 일본 고고학자들은 도리이의 시각을 파기하지 않고
한반도와 일본열도 간의 문화적 연속성을 한반도 도래인의 이주를 전제로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Ⅲ. 한반도 도래설 재고와 고고학 : 50-80년대
1. 다시 제기된 인류학의 한반도 도래설

변형설이 군림하고 있는 가운데 50-60년대의 인류학계에는 한반도 도래인에 관한 두 가지의 중요
한 학설이 발표되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의 경성제국대학에서 형성된 ‘경성학파 인류학’에 의한
학설이다. 도리이가 도쿄제국대학을 떠났을 무렵인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이 발족하여 우에다 쓰네
키치(上田 常吉, 1887~1966)를 비롯한 해부학자들이 도리이의 견해를 검증하는 듯한 형질인류학적
연구를 추진하였다.12)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세베와 시각을 달리하는 입장으로서 일본인과
한국인의 혼혈을 촉진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1930~40년대는 국내의 연구자와
경성제국대학에서는 전혀 다른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에다를 비롯한 경성제국대학과 관련된 연구자들은 패전 후 ‘경성학파 인류학’으로 불리며 일본
연구기관에 정착해서 자신들의 패러다임에 따라 연구를 추진했다. 귀국 후 오사카대학에 부임한
고하마 모토쓰구(小浜 基次, 1904~1970)는 일본 전국에서 우에다와 함께 약 5만 명에 이르는 생체측
정을 실시하여 그 데이터와 일제강점기에 계측한 한국인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두형(頭形)분포를 발표하였다(그림 1).
위의 그림에서 두장폭시수(頭長幅示數)가 클수록 머리 형태가 굵고 작을수록 길어지며, 81.0이상
이라면 단두(短頭), 76.0~80.9 사이라면 중두(中頭)라고 한다. 그는 이 결과를 토대로, 원래 일본열도
11) 위의 책, p.163.
12) 上田常吉(1935), 「朝鮮人と日本人の体質比較」, 東京人類学会 編, 『日本民族』, 岩波書店, pp.1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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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에 중두(長頭)형의 아이누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한반도에서 단두(短頭)형 집단이 도래하여 긴키
(近畿) 지방에 본거지를 잡은 후 여러 지역으로 확산했다고 생각하였다13). 고하마 자신은 어느
정도의 도래인이 이주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긴키 지방 사람들의 두장폭시수를 변형시킬 정도의 도래가 있었다면 그 규모는 결코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하마는 일본열도에 이러한 두형 분포가 생긴 시기를 야요이시대로 생각했지만

<그림 1 > 일본인의 두형 지역차이

야요이 시대의 도래 상황을 감안할 때 그 개연성은 없어 보인다.
또 하나의 한반도 도래설은 패전 후 대북(臺北)제국대학에서 귀국하여 규슈대학에 부임한 가나세
키 다케오(金関 丈夫, 1897~1983)의 학설이다. 그는 북부 규슈와 야마구치(山口)현 도이가하마(土井
が浜)에서 출토된 야요이 인골의 연구를 통해 한반도 도래인에는 두 가지 계통이 있음을 추정하였다.
하나의 계통은 조몽 시대 만기에 도래한 계통으로 북부 규슈뿐만 아니라 기내(畿内)까지 진출하여
재래인인 조몽인과 혼혈하였으나 후속 도래가 없고 수가 적어 조몽사회에 동화되었다는 것이다.14)
다른 계통은 북부 규슈를 지나 긴키 지방까지 도달한 것이다. 그 계통은 고분 시대 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긴키 지방 사람들의 형질을 변형시켰다고 한다.15) 이러한 견해는 고분 시대의 대규모 이주를
13) 小浜基次(1960), 「生体計測学的にみた日本人の構成と起源に関する考察」, 日本人類学会, 『人類学硏究』7, pp.56-65.
14) 金関丈夫(1955), 「弥生人種の問題」, 『日本考古学講座』4, 河出書房.
15) 金関丈夫(1966), 「弥生時代人」, 『日本の考古学』3, 河出書房, pp.46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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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하는 것으로 위에서 살펴본 고하마의 견해와 일맥상통하다.
이후 가나세키의 견해는 새로운 자료와 분석방법으로 형질인류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거나 보완되
었다. 예를 들어 한반도 도래인의 형질적 영향이 서부 규슈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 고분 시대의
규슈에 한반도 도래인의 형질이 확인되기 때문에 결코 한반도 도래인이 조몽사회에 흡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이 밝혀졌다.

2. 도래인의 역할을 격하한 고고학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의 학설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우선 고하마설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는 고하마가 사용했던 데이터가 현대인의 생체계측 데이
터였기 때문에 고고학과는 접점이 없어 보이는 것이 큰 이유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가나세키가 제시한 두 가지 가설 중 야요이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는 규슈 지역 고고학자
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도교대학 출신자였던 형질인류학자 야마구치 빈(山口
敏, 1931~ )이나 인류유전학자 오모토 게이치(尾本 恵市, 1933~ ) 등도 가나세키를 지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인류학자들은 가나세키설을 ‘혼혈 도래설’로 부르고 새로운 자료와 방법으
로 이를 보완하였다. 특히 스즈키의 문하인 야마구치 빈은 고분시대에 도래인의 형질이 긴키 지방을
넘어 동부 일본까지 도달하고 있었던 사실을 밝혔다.16)
가나세키설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도 있었지만 이의를 제기한 이도 있었다. 즉 야요이문화가
한반도 도래인의 이주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조몽인이 주체적으로 수용한 결과로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도래는 없었다는 견해이다.
모리 데이지로(森 貞次郎, 1910~1998)와 아카자키 다카시(岡崎 敬,1923~1990)는 60년대 당시 북
부 규슈에서 야요이 토기와 조몽토기, 한반도계 마제석기와 조몽식 타제석기가 공존된 상태로 출토
된 사실17)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조몽 만기에서 야요이 시대의 이행과정에서 문화의 연속성이 확인
된 것을 근거로 조몽인이 외래문화를 수용함으로써 야요이 시대로 이행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한반도 도래인의 존재나 이로 인한 형질변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몽인이 주체적
으로 한반도 문화를 수용한 이상 조몽인과 그 문화를 불식할 만큼의 많은 사람들의 도래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18)
16) 山口 敏(1985), 「東日本 -とくに関東・東北地方-」, 『国家成立前後の日本人 季刊人類学』16(3). 山口 敏(1999),
『日本人の生い立ち』, みすず書房, p.206.에서 인용.
17) 森貞次郎･岡崎敬(1961), 「福岡県板付遺跡」, 『日本農耕文化の生成』 第一冊, 東京堂, pp.37-77.
18) 岡崎敬(1968), 「日本における初期稲作資料-朝鮮半島との関連にふれて-」, 『朝鮮学報』 第49輯, p.84; 森貞次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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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견해가 발표된 이후 조몽문화와 야요이문화의 이행과정에서 무문토기문화가 일본으로
단번에 전해진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도입된 증거들도 속속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리이나 고바야
시처럼 민족이동의 결과로 한반도 문화가 전파되었다는 식으로 생각했던 기존의 고고학자들은 도래
규모를 축소하거나19) 문화전파 차원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예컨대 하시구치 다쓰야(橋口 達也, 1945~2011)는 토기․석기․묘제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한반도 문화의 수용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재래문화와 융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
다고 보았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야요이문화 성립의 주체는 내부에 있으며 외부적인 요소는 이차적
인 것으로 평가하였다.20) 또한 시모조 노부유키(下条信行, 1942~ )도 대륙계 마제석기의 분석을
통해서, 조몽 문화의 전통에 없었던 석기는 한반도에서 도입되었지만 원래부터 조몽 문화에 있었던
타제석기는 야요이시대에 들어간 후에도 남은 것을 밝혔다. 그러므로써 야요이 시대 조기의 벼농사
에 노동력을 제공한 것은 주로 조몽인이었다고 주장하였다.21)
그리고 다나카 요시유키(田中 良之, 1954~2015)도 가나세키의 도래설이 인류학적으로는 성립되었
다 할지라도 조몽인과 야요이인의 차이의 원인으로서 한반도 도래인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 도래 시기 등 상세한 것까지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토기의 도래적 요소가 미약한
점을 근거로 도래인은 재래문화의 규제 하에 있었음을 주장하였다.22)
그런데 후일 이러한 고고학계의 상황을 비판한 이도 있었다. 하루나리 히데지(春成 秀爾, 1942~ )는
조몽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견해에는 민족주의가 깔려 있다며 조몽 만기에 북부 규슈로 ‘상당수’가
도래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도작농경의 전파에서 한반도 도래인이 다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도래인과 재래인의 어느 쪽에 주체성이 있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이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온가아와(遠賀川)식 토기’23)의 전파를 근거로 규슈에서 긴키 지방까지
이주한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 이 현상은 조몽인이 아니라 도래인의 이주로 보아야 한다며 조몽인이
한반도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현상은 규슈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였다.24) 이 하루나리의 견해에
는 다시 반론이 나왔다. 즉 규슈에서 긴키 지방으로의 이주의 지표와 한반도에서 북부 규슈에의
이주의 지표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출발지도 이주지도 모두 온가아와식 토기가 지표이
(1966), 「弥生文化の発展と地域性1九州」, 『弥生時代』 日本の考古学３, 河出書房, pp.32-80.
19) 사실 도래 규모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고 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 없이 논자에 따라 ‘대량’, ‘상당수’, ‘그리 많지
않다’, ‘무시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소수’ 등 애매하게 각양각색으로 표현되고 있다.
20) 橋口達也(1985), 「日本における稲作の開始と発展」, 『新宿バイパス関係埋蔵文化財調査報告第11集』, 福岡県教育委員会,
pp.5-103.
21) 下条信行(1986), 「日本稲作受容期の大陸系磨製石器の展開」,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31.
22) 田中良之(1986), 「縄文土器と弥生土器」, 『弥生文化の研究』 3, 雄山閣.
23) 서일본에 분포되는 야요이 시대 전기의 토기 총칭. 규슈부터 서일본에 널리 분포되고 있으며 초기의 수전벼농사의
서쪽에서 동쪽에의 전파의 지표로 여겨졌다. 서일본의 야요이 전기 토기의 총칭으로서 사용되게 되었다.
24) 春成秀爾, 앞의 책,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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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후자는 출발지의 지표와 이주지의 지표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출발지는 무문토기문화였지만
이주지는 야요이문화로 변용했기 때문에 도래인이 긴키 지방까지 이주했다는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
는 것이다.25)
이와 같이 도래인의 고지가 한반도이라는 점에서는 일치되어 있었지만 가나세키의 학설을 둘러싸
고 문화전파의 주체와 규모에 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논의는 가나세키의 도래인에 관한 가설 중 야요이
시대의 도래에 관한 내용에 모아지고 고분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는 등한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긴키 지방의 도래인에 관한 논의는 야요이 시대의 온가아와식 토기 전파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졌을
뿐 고분 시대 도래인의 긴키 지방 이주라는 논의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Ⅳ. 대규모 도래설과 단일민족 패러다임의 붕괴 : 80-00년대
1. 복권한 인류학의 한반도 도래설

80년대 말에는 경성학파이나 가나세키와 별도로 한반도 도래인의 대규모 도래설이 제창되었다.
주목할 점은 ‘변형설’이 아성이었던 도쿄대 인류학의 학통에서 나왔으며 그 도래의 규모가 기존의
학설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이다.
하니하라 가자로(埴原 和郎, 1927~2004)는 고고유적에서 추정된 인구 데이터의 시뮬레이션연구를
통해 종래 애매했던 도래 규모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기원전 3세기(조몽
만기)에서 서기 7세기까지의 약 1,000년간에 약 300만 명을 넘은 북아시아계 집단이 이주하였다는
것이다. 조몽시대 만기의 추정인구 약 7.6만 명이 고분시대의 끝인 7세기에는 약 540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추정결과에서 그 간의 연간 인구증가율은 0.427%가 된다. 그런데 세계의 초기 농경민의
연간인구증가율은 0.1%정도인데 이를 적용하면 7세기의 인구는 240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차인 약 300만 명26)은 자연 증가가 아니라 도래인의 이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27)
도래설을 제창한 기타 연구자들보다 훨씬 대규모인 것은 틀림없다.

25) 田中良之 (1991), 「いわゆる渡来説の再検討」, 『日本における初期弥生文化の成立』, 文献出版, p.488.
26) 2년 후 하니하라는 자연 인구 증가율을 0.2%로 수정하여 도래인 수를 130만 명으로 하양 수정했다. 埴原和郎(1993),
「渡来人に席巻された古代に日本」, 『原日本人』, 朝日新聞社.
27) Hanihara K.(1987), "Estimation of the Number of Early Migrants to Japan: A Simulative Study", Anthrop. Soc. Nippon.,
pp.39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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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연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고분시대의 도래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추정한 점이다. 그는 조몽시대
후기 인구 16만 명28), 거기에 야요이시대의 60만 명, 고분시대의 540만 명이라는 선행연구에서
도래인 수를 야요이 시대 약 26만, 고분 시대 약 270만 명으로 추계하였다29). 물론 이 추계치는
가상적인 수치에 불과하지만 고분시대의 도래가 야요이시대 보다 10배나 많게 추계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1980년대부터 발전해 온 인류유전학의 DNA 분석에 의한 일본인의 기원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이를 요약하면 일본열도의 기층집단(조몽인 및 구석기인)은 동남아시아설과
북아시아설의 두가지로 나눠져 있으며 아이누집단과 오키나와 집단은 기층집단에서 분기된 것으로
추정되어 있다. 그리고 도래인에 관해서는 시베리아-중국동북부-한국설과 장강기원설, 즉 북방 기원
설과 남방 기원설로 나눠진다. 말하자면 기층집단과 도래집단 사이에 남방계와 북방계가 서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인류집단의 유전자가 지금까지의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중층(重層)적으
로 축적해왔기 때문에 어느 DNA를 대상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법이다.
그 중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계통관계를 표명한 연구자는 적지 않다. 일찍이 오모토는 일본인과
가장 가까운 민족은 한반도 사람이라고 말하였다.(<그림 2>).30)

<그림 3> DNA에 의한 25집단 계통관계(尾本1997:38)

28) 조몽시대 만기 인구의 7.6만 명이 너무 적다는 비판을 감안해 분석에는 조몽시대 후기 인구 16만 명을 사용하였다.
29) 埴原和郎(1986), 「骨から古墳人を推理する」, 森浩一 編, 『日本の古代５ 前方後円墳の時代』, 中央公論.pp, 156-157.
30) 尾本恵市(1997), 「日本民族の源流-人類学の視点から考える-」, 沖浦和光 編, 『日本文化の源流を探る』, 解放出版社,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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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시노다 게이치(篠田 謙一, 1955~ )는 조몽인과 아이누․오키나
와 집단의 근사함과 함께 야요이인과 중국 동북부․한반인 집단이 근연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31)
또한 사이토 나우야(斎藤 成也, 1957~ )그룹은 아이누 집단과 오키나와 집단이 유전적으로 가장
가깝고 본토 일본인 집단은 양자의 중간에 위치함과 동시에 한국인과 같은 클러스터에 속한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32)
이처럼 DNA연구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계통관계를 뒷받침 하는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
으나 현대 한국인과 일본인의 유전자를 비교한 것만으로 고대 한반도 도래인의 대규모 이주의
증거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 한다.33)

2. 대규모 도래를 부정한 고고학

하니하라의 학설이 발표되면서 일본인의 기원 문제는 서적이나 언론을 통해서 세간에 널리 알려
져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그 동안 학계의 정설이었던 일본인의
단일민족 패러다임은 사라지다시피 했다.
이러한 세간의 반응과 대조적으로 하니라라설에 대한 고고학자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앞서 가나세키의 ‘도래혼혈설’의 비판에서 본 것처럼 도래인의 대규모 이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어느 인류학자의 지적에 의하면 대체로 고고학자들은 야요이 조기의 유물 중에서
한반도계 토기는 10%밖에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래인 수도 역시 대략 당시 인구의 10% 정도로
보고 있었다고 한다.34)
구체적으로는 우선 인구 증가율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니하라가 사용한 초기 농경사회의
인구 증가율인 한해 0.2%는 농경사회가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인 기원 1,000년의 수치였는데 조몽시
대에서 야요이시대의 이행기는 농경 개시 직후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급속한 인구 증가가 예상된
다는 것이다.
다나카는 유적 수의 추이를 통해서 북부 규슈의 야요이 시대 초기의 인구증가율을 0.97%로 추정
31) 篠田謙一(2007), 『日本人になった先祖たち -DNAから解明する多元的構造』, 日本放送出版協会.
32) Japanese Archipelago Human Population Genetics Consortium 2012 "The history of human populations in the Japanese
Archipelago inferred from genome-wide SNP data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Ainu and the Ryukyuan
populations.", Jornal of Human Genetics. 57(12), pp.787-95.
33) 시노다 교수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유전자 일치는 현대인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고대의 한국인과 일본인의 친연성
여부는 고대 인골의 유전자를 대조했을 때 비로소 확정할 수 있다고 한다(2003. 10. 7. 사가(佐賀)의가대학에서
시노다 겐이치 교수와 인터뷰).
34) 篠田謙一(2007), 『日本人になった先祖たち -DNAから解明する多元的構造』, 日本放送出版協会,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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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35) 형질인류학자인 나카하시 히로타카(中橋 孝博, 195~ )는 묘지 수로 인구증가율을 산정한
결과 야요이 시대 중기까지 1.0%를 넘는 수치를 얻었다.36) 이러한 수치를 하니하라의 시뮬레이션에
적응할 경우 훨씬 소수의 도래라 할지라도 충분히 인구 증가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다.37)
다나카는 야요이 시대 개시기의 도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우선 개별적으로 이주한
소수의 도래인들이 이미 부족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조몽사회에 들어가 혼인관계를 통해 정착하였
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작농경에 적합한 지역을 찾아 서서히 일본열도 각지에 확산해
갔다고 한다. 그 결과 야요이 문화와 도래인의 형질도 확산되었다는 것이다.38) 현재 이러한 견해는
고고학계에 널리 수용됨으로 하니하라설과 같은 대규모 도래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가나세키설에 대한 비판과 마찬가지로 고고학자의 관심은 조몽-야요
이의 이행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분 시대에 관한 논의가 등한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인류유전학의 DNA에 의한 도래인 연구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다나카는 여전히
장강설, 중국 동북지방~한반도설 등 논자에 따라 견해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DNA를 대상으로 연구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령 북부
규슈의 도래계 야요이인에 관해서는 그 고지가 중국 동북지방에서 한반도에 있는 것까지는 알
수 있지만 DNA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한다. 동아시아에는 비슷한 인골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를 세밀하게 특정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각지의 시간적인 형질 변화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한다.39) 즉 DNA 연구라 할지라도 도래인의 고지, 고대 시기, 도래 규모 등을 세밀하게
특정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인과 일본인의 DNA의 근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명할 수 있을까? 앞에서
도래인의 일본국내 확산에 관한 견해에 따르자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선
소수의 한반도 도래인이 일본 열도에 도래하여 북부 국내에서 번식하다가 일본 열도 각지에 이동한
결과 도래인의 DNA도 일본 전역에 확산되었다는 식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조몽인에 비해 도래인의 유전적 영향력이 컸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 영향력의 경우는 선진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도래인이 조몽인을 능가하는 것은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DNA의 경우도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석될까? 기본적으로 DNA의 확산에는
35) 田中良之・小澤佳憲(2001), 「渡来人をめぐる諸問題」, 『弥生時代における九州韓半島交流史の研究』, 九州大学.
36) 中橋孝博(1993), 「墓の数で知る人工爆発」, 『原日本人』, 朝日新聞社.
37) 中橋孝博·飯塚勝(1998), 「北部九州の縄文~弥生移行期に関する人類学的考察」, 『人類学雑誌』 106巻 1号, pp.31-53; 中
橋孝博·飯塚勝(2008), 「北部九州の縄文~弥生移行期に関する人類学的考察(2)」, 『人類学雑誌』 116巻 2号, pp.131-143.
38) 田中良之(2014), 앞의 글, pp.34-40.
39) 위의 글, pp.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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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보다 양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가령 적은 수의 한반도 도래인과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조몽인이 일본열도에서 혼혈하여 몇 세대 내려온 경우, 그들의 후손과 한반도 사람의 DNA가 비슷해
질 수 있을까? 한반도 도래인의 DNA가 일본 전역에 확산되려면 그들의 인원수가 조몽인의 인원수를
훨씬 능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고학자들은 납득이 갈 만한 해답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Ⅴ. 한반도 도래인 해석에 깔려 있는 인식
1. 도래 규모의 축소와 일본인의 기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류학에서 제시된 한반도 도래설에 대해 고고학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을 확인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야요이시대에
북부 규슈에 도해한 도래인의 규모는 매우 작았다. 둘째, 일본 전역에 확산된 한반도 도래인의
형질은 한반도에서 직접 온 것이 아니라 북부 규슈에서 번식한 다음에 여러 곳으로 확산된 것이다.
넷째, 한반도 도래인이 가져온 무문토기 문화와 조몽 문화의 융합으로 형성된 야요이문화는 조몽인
이 주체적으로 수용해서 만들어졌다. 셋째, 고분시대의 도래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넷째, 한반도 사람과 긴키 지방 사람들의 형질적 친근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러면
고고학자의 이러한 해석의 배경에는 어떤 인식이 깔려 있을까?
우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인과 일본인의 DNA의 친연성이 확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은 도래가 소규모였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인식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우리는 국적 취득의 계기로서 ‘혈통’과 ‘출생지’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출생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국적과 같은 국적을 자녀에게 부여하는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미국처럼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아이의 출생지에 따라 국적을 정하는 ‘출생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도래인의 형질을 지니고 있는 야요이인, 즉 도래계 야요이인을 출생지주의
시각으로 본다면 일본 국적이 될 것이고 반대로 혈통주의 시각으로 본다면 한국 국적이 되고 만다.
만일 연구자에게 임의로 도래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식이 존재한다면 야요이인이 한반도에서
도래한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사실보다 일본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
다. 다시 말하면 출생주의의 시각에 입각해서 야요이인의 정체성을 일본인으로 인식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현대의 법제도를 고대사회에 비추어주는 것에 이 의미가 없다는 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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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지 모르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래인의 역할 축소와 일본문화의 정체성

고고학자는 조몽문화와 야요이문화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야요이문화의 정체성을 한반도 의
무문토기 문화가 아니라 일본의 조몽 문화에서 찾았다. 다시 말하면 조몽인이 주체적으로 도래문화
를 수용함으로써 야요이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설령 야요이 초기의 도래 규모가 소수였던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문화적
주도권이 없다고는 할 수 있을까? 낮선 땅에서 기득권을 지니고 있던 선주민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일부로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미개사
회에 들어간 선교사의 행동과 유사하다.
자신들이 조몽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일단 기득권을 지닌 조몽인들에게 문화적 주도권을
양보하는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일종의 전략이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선교사가
해당 사회의 종교를 주도하게 된 것처럼 한반도 도래인 역시도 서서히 해당 사회의 생업과 문화를
주도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혼인과 세대교체를 거듭하면서 현저해졌을 것이다.
야요이 문화는 한반도의 무문토기문화와 비교할 때 변질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벼농사라는 생업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라는 점에서 같은 범주에 속한다. 즉 도래 초기에는 토기나
석기 등 말초적인 부분에서 조몽인이 주도권을 취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보다 본질적인 문화체계라는
차원에서 볼 때 도래인이 야요이 문화 형성에 주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평가라고 생각된다.
고고학자들의 지적은 도리이나 고바야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꿰뚫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인정된다. 하지만 초기의 도래인과 조몽인의 역학관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게 되면 문화 변용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조몽인의 역할이나 주체성을 강조하는 고고학자의 인식에는 자민족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려는
민족주의가 깔려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후 ‘일본민속학’은 일본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거기에서는 일본문화의 핵심으로 강조되었던 것은 벼농사였으며 야요이 문화는
그 모체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야요이 문화가 한국의 무문토기문화의 아류나 변형으로 인식된다
면 일본문화의 정체성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야요이 문화를 일본의 고유문화로
간주하려는 시각은 일본 연구자들에게 공유된 인식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본질을 무문토기문화보다
조몽 문화에 두고 싶은 심리가 존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민족주의 때문에 학설이 왜곡되는 현상은 위생학을 신봉했던 하세베의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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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설사의 도처에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한다. 하루나리는 일본 학계의 민족주의를 거론하면서
한반도 문화를 수용하는데 주체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따지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간파했는
데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이라 생각한다.

3. 고분시대 도래의 외면과 일본국가의 정체성

다음으로 고분 시대의 도래와 긴키 지방의 도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고고학자들의 인식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고하마는 형질의 유사성을 근거로 한반도 도래인이 긴키 지방을 중심으로 정착
했다고 했으며 가나세키도 고분시대의 도래가 긴키 지방의 형질을 변형시킬 정도였다고 했다. 또한
하니하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주면서 고분 시대의 도래인 수가 야요이 시대의 10배나 많았다고
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야요이시대의 도래인의 위상을 축소하는 데 애를 쓴 것과 대조적으로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은 채 묵살했다.
일본 고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고분시대를 기나이(畿內)에 근거지를 둔 왜 왕권이 지역사회를
통합하여 중앙집권제를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연구해 왔다. 이는 문헌사학의 역사관을 추종한 결과
라고 한다. 고고학에서도 임나일본설을 지지했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배경 때문이라 한다.40) 사실
얼마 전까지 한반도에서 출토한 왜제 문물에 대해 왜가 한반도를 지배한 증거로 보는 견해41)를
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최근에는 한국 연구자에 의해 그 동안 누적된 성과의 대조를 통해서 고분시대의 한일관계가
세밀하게 재조명되면서 인습적인 역사관을 탈피해 가야, 백제, 왜의 정치적 변동과 상호작용의
역사42)라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히려 문헌사학가 도래인의 역할이나 위상이 새롭게
조명하기도 한다.43)
그러나 어디까지나 상호작용의 역사로 보고 있을 뿐 도래인의 대규모 이주를 인식하고 있지
않다. 최근에 고분시대의 도래인에 대한 연구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가메다 슈이치(亀田 修一)의
연구에서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고분시대 한일 간의 도래인을 총괄하여 “한반도와의 교류
는 ‘사람’을 매개로 의식･물건･기술･정보 등을 포함해 국가 간, 각지의 호족들 그리고 민간 차원
등 지역적으로도 계층적으로도 다양했으며 그 물결은 컸다44)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처럼 도래인은
40) 高田貫太(2012), 「古墳時代の日韓関係史と国家形成論をめぐる考古学的整理」,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70
41)
42)
43)
44)

集, pp.69-73.
寺沢薫(2000), 『王権誕生』講談社, pp.338-339.
朴天秀(2007), 『伽耶と倭 -韓半島と日本列島の考古学-』, 講談社, pp.154-165.
田中史生(2005), 『倭国と渡来人 交錯する「内」と「外」』, 吉川弘文館, pp.1-210.
亀田修一(2001), 「考古学からみた日本列島と朝鮮半島の交流-古墳時代の西日本地域を中心に-」, 『先週大学ｈ東アジ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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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규류의 매개자로 파악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 고고학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고분시대 고고학의 권위자인 시라이시 다이치로(白石 太一郎, 1938~ )는 다음의 말은 언급하고
있다. 즉 왜는 야요이 시대에서 고분 시대 전반기인 3세기~4세기에는 변한․가야 지역과의 교섭이나
교역을 통해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4세기 후반이 들어서면서부터는 백제나 가야에서 선진적인 문물
이나 기술을 단번에 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계기는 한반도 도래인에 의한 국가 수립이나 정복
의 결과가 아니라 고구려의 남하에 따른 왜 정권의 전쟁 준비에 있다. 백제와 가야에서 왜로 간
도래인은 기마문화를 비롯한 선진 문화와 기술을 전수하러 온 사람이나 동란을 피해서 이주한
사람이었다. 『新撰姓氏錄』에는 거의 30%의 씨족이 도래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지배자
집단에 제한되고 있으며 도래인의 정확한 수는 알 수가 없다45)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 도래인은 문화, 기술, 정도의 전수자나 동란을 피해온 난민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들의 규모를 진지하게 밝히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부러 기피하는 느낌마저 든다.
이것이 바로 일본학계의 고분시대 도래인 이해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고부시대의 긴키 지방은 일본 국가의 발상지인 만큼 거기에 도래인이 깊이 관여되는 일은 여간
민간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고대부터 한반도에서 선진문화를 수용해 발전해온 일본의 입장에서
는 한국과 차별화된 정체성 수립이 절실했을 것이다. 근대 이후 이러한 국가적 요청을 맡은 자는
주로 문헌사학자였는데 이제는 고고학도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류학에서 서슴지 않게 대규모 도래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문헌사학의 역사관으로부
터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도래인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불 수 밖에 없는 고고학자들에게
가나세키설이나 하니하라설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Ⅵ. 맺음말
일본 고고학의 도래인 연구는 도리이 류조에서 시작되는데 일본인을 구성하는 핵심적 민족은
한반도에서 도래되었다고 생각했다. 이는 당시의 내선일체(內鮮一體) 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기 때문에 1930년대까지 일본학계의 상식으로 통했다. 그러한 이민족과의 혼혈을
피하여 순수한 일본민족의 혈통을 지키려는 세력들은 이와 부합된 학설을 제창하는 인류학자를
世界史研究センター年報』 第５号, p.127.
45) 白石 太一郎(2001), 『古墳とその時代』, 山川出版社, pp.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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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용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단일민족 신화를 구축하여 한반도 도래인의 존재가 완전 부정되었다.
패전을 계기로 학계는 일선동조론을 파기하여 단일민족론으로 전환되었다. 인류학에서는 강력한
단일민족 패러다임을 고수하여 일본인의 형성에 도래인이 관여한 사실을 철저히 부정했지만 고고학
계에서는 도리이의 시각을 계승한 전통을 유지하는 연구자가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50-60년대와
80년대에 한반도 도래설을 인류학 학설에 제창되었으며 관련학계에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고고학계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래인의 고지에 관해서는
도리이설의 전통에 따라 한반도를 추정했지만 도래인의 역할이나 도래의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는
인류학자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전후의 고고학자들은 조몽문화에서 야요이문화로의 이행이 점진적이었음을 밝혔다. 이를 근거로
도래인의 규모 자체는 작았으나 북부 규슈에서 조몽인과 혼혈하면서 인구를 늘린 다음에 일본
각지에 이동하여 도래인의 형질을 확산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고고학자는 조몽문화와 야요이문화의
연속성을 근거로 하여 조몽인이 한반도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야요이문화가 형성되었다
는 명제를 도출하였는데, 이에 따라 도래인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었다.
또한 도래의 시기에 관해서는, 인류학자는 고대 일본국가 형성기인 고분시대의 대규모 도래를
주장하였지만 고고학자는 이를 외면해 도래 시기의 중심을 야요이 시대에 제한해 왔다. 대신 고분시
대의 도래인 연구는 일관되게 문화나 정보 교류의 매개자로서 연구되어 왔다.
필자는 일본 고고학자의 도래인 해석에 깔려 있는 인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즉 ‘일본
인’은 토착민이 외부민족을 동화하면서 형성되었거나 ‘일본문화’는 토착민이 외부문화를 수용하면서
만들어졌으며 ‘일본국’은 토착세력에 의해 수립되었다는 해석에 고집한 결과 도래인의 역할이나
도래 규모, 도래 시기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고대
한일관계를 해석하는데 있어 한반도에서 일본열도의 ‘민족이동’을 축소하여 ‘문화전파’ 차원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생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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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중암 강이천은 18세기 후반을 살아간 소북 명가 출신의 문인이다. 그는 1768년(영조 44)에 태어나
1801년(순조 1)에 사망했으니 33세로 생을 마쳤다. 그의 삶은 짧았고 순탄하지 않았다. 중암은
태독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 또한 어릴 때부터 다리에 종기가 심했던
탓에 걸음이 불편했다. 그는 ‘좌시(左視)’라 불리는 절름발이의 모습으로 살았다.
그의 조부는 문인 화가로 유명한 표암 강세황이다. 중암의 조부, 증조부, 고조부가 모두 기로소(耆
老所)에 출입했기에 그의 가문은 ‘三世耆榮之家’라 불리기도 했다. 중암은 자신의 가문에 대한 자부심
을 갖고 있었다.1) 조선시대에 3대가 연이어 기로소에 들어간 가문은 다섯 가문2)뿐이었으므로 영예
롭게 여길 만한 일이었다. 중암의 부친 역시 대과에 급제해 벼슬을 했다.

1) 중암은 아들의 이름을 ‘三世耆榮’의 ‘耆’와 행렬자 삼수변을 합자해 지었다.
2) 順興安氏(安宗源-安景恭,-安純), 泗川睦氏(睦詹-睦敘欽-睦來善), 東萊鄭氏(鄭惟吉-鄭昌衍-鄭太和), 晋州姜氏(姜栢年-姜鋧-姜
世晃), 延安李氏(李喆輔-李福源-李時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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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암은 명예로운 가문을 배경으로 가졌으나 가족을 일찍 잃었다. 중암이 일곱 살이던 해에 부친이
세상을 떠났다. 중암의 성장을 보살폈던 모친과 조부는 중암의 나이 스무 살 무렵에 죽음을 맞았다.
문학 활동을 하며 성균관 유생으로 생활하던 그는 ‘비어옥(飛語獄)’ 사건3)에서 비롯한 ‘신유사옥’에
휘말려 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옥사했다.
문학 연구에서 중암은 이가원에 의해 가장 먼저 언급되었다. 이가원은 중암의 생애나 문학에
대해 조명하지는 않았고 문체반정과 비어옥사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그의 이름을 거론했을 뿐이
다.4) 중암의 문학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이다. 임형택은 중암의 시 「남성관희
자」를 번역하여 소개했다.5) 그는 「남성관희자」를 뛰어난 서사시로, 중암을 천재성을 보여주는
작가로 높이 평가했다. 이후 「남성관희자」는 연극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료로 각광받았고,
중암의 문학이 본격적으로 연구 대상으로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중암의 시 「한경사」가 연구 주제로 처음 등장한 것은 방현아의 논문에서이다.6) 방현아는 중암의
생애와 문학적 배경에 대해 서술하고, 「한경사」를 ‘18세기 서울의 도시적 양상의 형상화’라는 측면
에서 분석하였다. 이후 정우봉이 중암의 문학관과 관련지어 「한경사」에 대해 논의하였다.7) 정우봉
의 논문은 ‘18세기 서울의 시적 형상화’의 관점에서 「한경사」가 단순히 풍속사의 보조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시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평하였다. 강경훈은 중암의 예술가적 생애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당시의 문단과 관련해 중암의 문학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했다.8) 중암의 시세계에
대해 논하는 과정에서 「한경사」는 대표작으로 취급되어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한경사」에 대한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한경사」를 분석하기에 앞서 중암의 문학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중암의 문학관은 ‘진(眞)의 추구’, ‘감동과 감염력에 대한
인식’, ‘시대의 특성과 작가 개인의 개성 중시’, ‘효용성 강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중암의
문학관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임에 틀림없다. 선행 연구들은 중암의 문학에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하여 제시해 주었다.
그 단서들은 나열되어 있다. 나열되어 있다고 함은 하나의 의미망 안에 통일적으로 포섭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아직 단서로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암 문학관에 관한 단서들은 단편적
으로 수집되어 성글게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인의 여지가 남아 있거나 아직 주목받지

3) 이 사건의 죄목은 공식적으로는 해적에 대한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죄였다. 이 사건으로 중암은 유배를 당했다.
4)
5)
6)
7)
8)

정조 승하 후, 순조1년에 이 사건은 재조사되어 신유사옥으로 이어졌다.
이가원, 「文體波動」, 『燕巖小說硏究』, 을유문화사, 1965, 461쪽.
임형택, 「南城觀戱子」, 『李朝時代敍事詩』2, 창작과 비평사, 1992.
방현아, 『重菴 姜彛天의 漢京詞 硏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정우봉, 「姜彛天의 漢京詞에 대하여」, 『한국학보』75, 일지사, 1994.
강경훈, 「重菴 姜彛天 文學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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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중암의 문학관이 보다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 더 세밀하고 광범위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그의 문학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면 「한경사」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
다. 그동안의 선행 연구들은 저마다의 의의를 지니면서도, 「한경사」를 분석하는 구체적 내용에서는
대동소이했다. 요컨대 「한경사」에 표현된 시정의 풍경을 복원하듯 설명하고 해설을 덧붙이며, 작가
의 시선이 그것을 얼마나 생생하게 포착했는지를 강조했다.9) 더불어 이러한 「한경사」 해석이 각
연구가 내세운 중암 문학관의 요지와 긴밀히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작품
분석의 장에서 반복적으로 부각된 것은 시를 고증하는 풍속사적 사실이거나, 거꾸로 시가 증명하는
풍속사의 한 장면이었다. 그의 문학관은 작품을 통해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다. 따라서 작품에게도
아직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도출된 성과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중암의 문학관과 「한경사」에 다시 접근
해 보고자 한다. 문학에 대한 견해가 드러나는 유고들을 통해 중암이 내면화한 문학관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경사」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로써 「한경
사」의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는 동시에 중암의 문학관이 구체적 작품으로서의 실체로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2. 중암의 문학관
중암이 살았던 18세기는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난 시기이다. 문학 역시 새롭고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어 이 시기 문학의 변화상은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중암은 어린 시절부터 당대의
문화가 축적한 문학적 예술적 자산의 수혜를 누릴 수 있었다. 그는 조부인 표암과 함께 안산 지역에
서 거주하며 성장했다. 표암은 예원의 총수로 일컬어질 만큼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으며, 표암
의 처남인 해암 유경종은 안산으로 문예인들을 불러들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안산에는
남인 계열 문인들이 거주하며 안산을 학문의 근거지로 삼았다. ‘안산 15학사’10)라는 명칭은 당시

9) 위에 언급된 세 편의 선행 논문들이 「한경사」를 분석하면서 제시한 항목을 확인하는 것으로 분석의 내용과 그 대동소이
함을 미루어 볼 수 있다. 방현아의 논문에서는 ‘‘운종가’를 중심으로 한 상업적 번영상’, ‘시정문화와 연희예술의 성행’,
‘기락의 발달과 향유 양상’, ‘세시풍속과 민간의례의 면면’으로 제시되었다. 정우봉의 논문에서는 ‘시정 군상의 일상적
삶의 단면’, ‘시정 문화의 난만한 전개 양상’, ‘도시 유흥의 발달상’으로 제시되었다. 강경훈의 논문에서는 ‘시정 군상의
건강한 삶’, ‘기층문화와 예술의 다양한 전개’, ‘도시 유흥과 기락’, ‘통과의례와 세시풍속’으로 제시되었다.
10) 李用休, 姜世晃, 任希聖, 許佖, 柳重臨, 趙重輔, 嚴慶膺, 李壽鳳, 崔仁祐, 李匡煥, 蔡濟恭 ,朴道孟, 申宅權, 柳慶種, 申光洙,
安鼎福 등이 안산 15학사로 불린다. 성호 이익의 장자 이맹휴가 『蓮城同遊綠』에서 처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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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 문인 활동의 중심지로서 지녔던 위상을 보여준다.
표암 강세황으로 대표되는 소북계와 혜환 이용휴로 대표되는 남인계의 문예인들이 모여드는
한가운데에서 중암은 유년기를 보냈다. 그는 그들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예술에 대한 안목을 익혔다.
주지하듯 그들의 문예관은 ‘진실(眞實)’과 ‘사실(寫實)’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영향을 받으
며 중암은 자신의 문학관을 정립해 나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중암에게 영향을 주었을 이들의
발언을 가져와 중암의 사유를 추론하는 자료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암 자신이 남긴 글들을
통해 그의 내면에 확고히 자리 잡았던 문학관의 전모를 파악하기를 시도하고자 한다.

문(文)은 천지로부터 생겨난다. 이미 문이 있음에 법(法)이 없을 수 없고 법이 갖춰지면
거기에서 묘(妙)가 생겨난다. 문은 묘가 가칭(假稱)하는 것이 아니고, 묘는 문이 베푸는 것이
아니다. 묘라는 것은 이미 천지 사이에 무성히 펼쳐져 있어 그것을 다하게 할 수 없다. 성신의
일어남이며 넓고 큰 뜻이다. 대상에 닿아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견인하여 법이 이루어지며,
법에 기대어 묘가 생겨난다. 그렇게 함이 없는데도 그러함이 있으며, 그러한 연유를 스스로
알지 못하면서도 그러함이 있다. 천지가 이러한 묘로써 인간에게 기대어 베풀어진다. 비록
성인이라도 관여되는 바가 없는데 또한 하물며 문화(文華)의 도리에 있어서랴. 이러한 까닭에
숨겨진 채 그 깊음이 나타나지 않고, 밝혀진 채 그 드러남이 좇아질 수 있다. 깊음과 드러남의
쓰임, 신통의 계기는 인간에게 있을 뿐이다.11)

위의 인용문은 문학의 근본 성격에 대한 중암의 생각을 포괄적이면서도 요약적으로 보여준다고
판단되어 주목할 만하다. 문학이 발생하는 근원, 문학이 발현되는 과정, 문학의 주체로서 인간의
위상에 대해 논하고 있다. 중암은 문이 천지로부터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다. 천지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작가 개인의 위상을 중시하고 한 사람의 천재적 개성을
문학 창작의 동력으로 인식한다면 문학이 이미 존재한다는 중암의 발언은 이해가 난망한 사변일
것이다. 그러나 중암은 문학 창작에 있어 인간의 역할을 이런 견해와는 완전히 다른 각도로 이해하
고 있다. 인간은 문학이 형태를 갖고 드러나기 위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다. 즉 문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드러나지 않고 그저 숨겨져 있을 뿐이다.
문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간이
11) 文自天地生。旣有文矣。不得不有其法。法之所具而妙以之生。文非妙不稱。妙非文不宣。妙也者固已森布於天地之間。
無可以竆旣之矣。聖神之作。閎博之旨。觸境而感情。引情而成法。依法而生妙。有莫之然而然者。有不自知其所以然而
然者。天地以是妙而憑於人以宣。雖聖人無所與。又况於文藻之倫乎。是故隱而不章其奧也。明而可跡其顯也。奧顯之
用。神通之機。存乎人而已矣。『重菴稿』 册三, 「讀文心雕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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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를 대함으로써 감정이 불러일으켜지고, 감정이 불러일으켜지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일정한 형체
를 갖고자 한다. 형체는 법식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도 있다. 그렇게 세워진 형체, 즉 법식은 천지에서
비롯한 것이기에 천지가 아니면서도 천지를 담고 있다. 그것이 문이 묘함이 되는 까닭이다. 문이
있으면 법이 있고 법에서 묘가 생겨난다는 말은 이러한 의미이다.
천지의 묘함은 세상에 무한하게 펼쳐져 있다. 세상천지가 바로 다 묘이다. 그것은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숨겨져 그 깊은 심연을 보여주지 않고, 동시에 밝게 드러나 있어 좇을 수 있게 한다. 깊이
숨겨져 있음과 밝게 드러나 있음 사이에서 결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다. 중암은 천지의
묘, 그 신통함의 발현 여부는 오직 인간에게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인간 역할의 절대적 중요성이
있다. 중암의 문학관에서 인간은, 문학을 작가 개인의 감성이나 능력의 분출로 여기는 관점에서보다
오히려 더 큰 무게를 갖는다. 인간은 문학을 통해 단지 개인의 내면을 분출하는 존재가 아니라
천지의 이치를 실어 나르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화양자상이 강물을 내려다보며 앉은 채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다가 이윽고 탄식을 뱉으며
슬퍼하였다. 연구자기가 곁에서 모시고 있다가 여쭈었다.
“전, 슬픔과 기쁨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선생께서는 물을 내려다보시며
즐거워하시다가 어느새 슬퍼하십니다. 선생께서 병이 드신 게 아닌지요?”
그 말에 자상은 이렇게 답했다.
“아! 내 네게 말해주마. 대저 물이란 아름다우면서도 성대하다. 천하의 온갖 사물을 싣고서
도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으며, 천하의 온갖 변화를 드러내면서도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지. 이 물이란 것이 어떤 때는 계곡을 흘러가기도 하고, 골짜기에 쏟아져 들어오기도
하며, 드넓은 벌판을 채우기도 하고, 바다로 들어가기도 한다. 또 어떤 때는 합해져서 모이기
도 하고, 나뉘어 섬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면서 평탄한 물, 수직으로 선 물, 뒤흔드는 물,
넘실대는 물, 구불구불 흐르는 물, 머물러 있는 물, 괴이하게 뒤따르는 물이 생긴다. 마치
기뻐서 가는 듯이 콸콸 소리를 내고, 우쭐대며 으스대듯이 좍좍 소리를 내고, 갔다가 돌아오는
듯이 철썩철썩 대고, 서로 마뜩지 않은 듯이 쏴쏴 울고, 미련하게 큰 듯이 유유히 흐르며,
화가 나서 일어나듯이 쿵쾅거린다. 물이 지닌 멋이 여기에 다 있기에 내가 바라보며 즐거워하
고 있다.
저 물에 근원이 있다는 말을 너는 듣지 못했느냐? 근원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여 온갖
오묘한 모습이 생성되어 드넓고 아득하게 흘러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저 물의 근원도 아직
찾아가보지 못했거늘 하물며 너무 멀리 흘러간 물이야 말할 나위 있겠느냐? 나는 그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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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퍼하느리라.”12)

중암은 천지가 문학을 통해 발현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과연 인간에게
그 역할은 얼마나 수행 가능한 것일까? 위의 인용문은 중암이 경금자 이옥의 작품집에 대해서 평한
글의 일부이다. 중암은 일반적인 비평문의 형식을 벗어나 문학에 대한 한 편의 우언을 작성했다.
이 글은 물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 인물이 물을 보고서 기뻐하다가,
또 금방 슬퍼한다.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끼는 이유를 묻자, 물이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모습을
띠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쁘고, 그 근원과 끝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프다고 말한다.
근원으로부터 오는 물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미 멀리 흘러가 버린 물 역시 이제 보이지 않는다.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의 온갖 모습일 뿐이다. 근원은 다가올
것의 유래이고, 아득히 흘러간 것은 지나가 버려 끝난 것이다. 눈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눈앞에서
사라진 과거 사이에서 인간은 현재를 살아갈 뿐이다. 현재는 다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채롭게
움직이고 있다. 그 성대한 멋은 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자아내지만 인간이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할
때는 좌절을 겪게 된다.
흘러간 것과 흘러올 것, 과거와 미래를 보려 함은 삶의 원리, 천지의 이치에 다가가고자 함이다.
그리고 중암에게 문학이란 천지의 묘함이 인간에게 기대어 형체로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곧, 글로
쓰였다고 해서 모두 다 문학은 아니다. 적어도 진정한 문학은 아니다. 천지의 이치가 배어 있어야
진정한 문학이고, 진정한 문학의 산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다. 인간이 그 역할을 쉽게
감당할 수 있다면 문학 역시 쉽게 창작될 것이다. 그러나 중암의 글에 등장하는 인물이 토로하듯,
인간이 만물, 만상(萬象)의 근원을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그런데 만약 어떤 계기로
근원이 포착된다면 어떨까? 근원이 포착된다면 흘러간 것과 흘러올 것은 문학 안에 어떤 식으로
자리하게 될까?

여기 아름다운 것이 있다. 수놓은 것도 아니고 그린 것도 아닌데 빛이 그 속에 숨어있다.
둥근 것도 아니고 모난 것도 아닌데 법궤(法軌)가 함께 들어 있다. 지나간 것이 머물러 있고
도래할 것을 미루어 안다. 도의(道義)가 이로 하여 빛나고 출척(黜陟)이 이로 하여 세워진다.
큰 것은 오래가고 작은 것은 곧 없어진다. 이것이 없으면 죽음과 함께 동화된다.
제자가 어리석고 불민하여 부자께 질정을 청하였더니 부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무릇
심중에 쌓여 밖으로 베풀어지는 것이다. 만상(萬象)의 변화가 무성하나 그 부류가 문란해서는
12) 안대회, 「무명의 불량 선비, 강이천」, 『고전 산문 산책』, 휴머니스트, 2008, 461~4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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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정도에 순수한 자가 군자이고, 언사를 숭상하는 자는 소인이다. 군왕은 그것으로
만민을 하나로 만들고, 필부는 그것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다. 의리를 정밀히 하는 것이 진(眞)
이고 두루 통하게 하는 것이 신(神)이다. 공효가 끝이 없으니 청컨대 문으로 문으로 돌아갈지
어다.”13)

위의 인용문은 중암이 「文賦」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다. ‘어리석고 불민’한 제자가 스승에게 가르
침을 청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제목을 먼저 보지 않고 글을 대한다면,
끝까지 읽기 전까지는 무엇에 관한 글인지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文’ 자는 맨 마지막에야 나오고
앞쪽에는 그것의 성질에 대해서만 마치 수수께끼 문제처럼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수수께끼
문답 같은 구성 덕에 이 글에는 문학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며 인간사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암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앞에서 남겨진 질문과 관련하여 위 인용문에서 먼저 “지나간 것이 머물러 있고 도래할 것을 미루
어 안다”는 구절에 주목해 보겠다. 물의 비유에서 보았던 흘러간 것과 흘러올 것은 각각 “지나간
것”과 “도래할 것”에 대응한다. 흘러간 것, 지나간 것은 과거이고 흘러올 것, 도래할 것은 미래이다.
중암이 물의 비유를 통해 표현한 것은 천태만상으로 움직이는 현재에만 참여할 수 있을 뿐 과거와
미래를 넘겨다 볼 수 없는 인간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그러나 중암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중암은 문학적 지향을 공유하는 동료의 글에 부치는 그 비평문을
통해 진정한 문학이 갖는 가치와 지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진정한 문학은 과거와 미래가 엿보이게
한다. 문학은 “아득하게” 흘러간 것을 지금, 여기에 머무르게 한다. 또한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미루어 알 수 있게 해 준다.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근원은 곧 세계의 작동 원리, 곧 천지의 이치이다. 중암은 천지의 이치에
따라 인간의 도리와 윤리가 밝혀지며, 이는 문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인용문의
말미에 나타나 있듯 문학이 ‘의리를 정밀히’ 할 때 그것은 ‘진(眞)’의 성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진실한
문학에는 천지의 이치가 담겨 있다. 앞선 인용문에서 중암은 그러한 문학은 묘(妙)로써 나타나며,
묘(妙)는 천지에 무한정 펼쳐져 있다고 하였다. 천지에 펼쳐져 있어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은 현실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현실의 물상들은 과거로부터 와서 미래로 사라져 간다.
즉 모든 것은 각자의 방식대로 죽는다.
13)

爰有美物。不繡不繪。光在其裡。亡䂓亡榘。以具法軌。往者以留。來者以推。道義以彰。黜陟以紀。大能久存。小能
易廢。無有焉則與死俱化。弟子愚而不敏。請質之夫子。夫子曰 此夫中之積而外之宣者耶。薈萬象之變而類不可紊者耶。
純虖正者爲君子。尙虖辭者爲小人者耶。王者持之一萬民也。匹夫持之致有名也。精義之眞也。周通之神也。功用無疆。
請歸之文文。『重菴稿』 册一, 「文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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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의 ‘죽음과 함께 동화된다’14)는 구절은 모든 물상이 결국 죽음으로 귀결한다는 의미이다.
모든 물상은 천지의 묘를 품은 채 생성하고 곧 소멸하는 운명을 공유한다. 중암은 그 운명에 대해
‘이것이 없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인다. ‘이것’은 문학이다. 중암의 말을 바꾸어 쓰면, 문학이 있다면
모든 것은 다만 사멸할 뿐은 아니다. 죽어 없어질 것들은 문학을 통해 언제까지고 현재에 살아
있을 수 있다. 근원을 포착한 진실한 문학은 영원을 선사하며, ‘빛’과 ‘법’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것’이다.
중암의 이러한 생각은 역사를 중요한 문제로 삼는 태도로 이어졌다. 문학사에 대한 중암의 발언은
여러 차례 주목받았다. 그가 각 시대의 차별성을 중시했다는 점은 거듭 지적되어 왔다.15) 중암은
주로 시에 대해 논한 글에서 문학사에 대한 견해를 직접적으로 밝혔다.

열두 나라의 시를 선별하니 시대마다 각기 법식이 갖추어져 있고 사람마다 각기 풍격을
구비하고 있다. …… 서(序)에 이르기를, 시는 먼 옛날에 풍, 아, 송의 구별이 있었고 명(銘)과
잠(箴)이 간간이 나왔다. 한나라 때부터 악부와 고시의 명칭이 생겨 역대로 이어져 왔다.
삼한 시대는 혼후(渾厚)한 기운이 온전하니 시경과 초사의 여파이다. 건안에 이르러 색태가
크게 갖추어졌지만 한나라 때의 전형은 아직 남아 있었다. 진, 송, 제, 양나라 때에 와서
비로소 정절(精切)하게 되었고 진나라, 수나라 때에는 정절이 극에 이르러 성률이 이에 나오게
되었다.16)

시는 대개 한 시대에는 한 시대의 전형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다.
옛 것을 배우는 데 뜻이 있는 사람은 모름지기 먼저 이를 분별하여 뒤섞여 있는 것을 경계할
줄 안 후에 비로소 편법에 대하여 논할 수 있다. 그 한 편 중에 건안(建安)을 배우는 자라면
건안의 문체를 들고, 육조(六朝)를 배우는 자라면 육조의 문체를 들어야 한다. 왕유와 맹호연,
고적과 잠삼을 배우고 이백과 두보를 배워도 또한 그러하지 않음이 없다. …… 서로 다른
색은 눈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각기 다른 음은 아울러 귀에 그러할 수 있다. 만약 웅장한
머리에 가냘픈 꼬리, 왼쪽은 살찌고 오른쪽은 야위었다면 어떤 사물이 되겠는가.17)
14) ‘無有焉則與死俱化’라는 구절은 그동안의 선행 연구에서 본고에서와는 다르게 번역되었다. 강경훈은 ‘죽음과 더불어
갖추어져 있다’로, 박탄(2001)은 ‘죽음 속에 갖추어 있다’로 번역하였다. 이 번역의 차이는 중요하다. 이 구절을 잘못
번역할 경우 중암 문학관의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거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 정우봉(1994), 강경훈(2001), 박탄(2001)이 모두 이 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16) 選十二國詩。代各備法。人各具軆。…… 序曰詩在遂古。有風雅頌三體之別。銘箴間出。自漢有樂府古詩之稱。歷世因
之。三漢皆渾渾氣全。爲三百篇楚騷之繼。至建安色態大備。然漢之典型尙在。晉宋齊梁始日趣精切。陳隋之際。精切之
極。而乃有聲律。『重菴稿』 册二, 「詩選序」
17) 詩盖一代有一代之典型。一人有一人之貌相。有志古學者。先須分辨乎此而知揉雜之爲可戒。然後始可與論於篇法。於其

중암 강이천의 문학관과 ｢한경사｣_주지영

125

이상의 두 인용문은 중암이 시대적 차이와 개인적 개성을 존중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중암은
한 시대에는 그 시대의 규격이,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시는 창작 시기나
창작자에 따라 다른 특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여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
다. 시사(詩史)에 대한 중암의 견해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의 시대적 양상에 관한 중암의
언급을 아래에 더 들어 보도록 하겠다.

무릇 양경 시대의 혼호(渾灝)가 있었기에 건안 시대의 화려(華麗)함이 있는 것이고, 건안
시대의 화려함이 있었기에 육조 시대의 정절(精切)이 있는 것이며, 육조 시대의 정절이 있었기
에 성당 시대의 담적(淡寂)함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충(忠), 질(質), 문(文)이 서로를 비추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담적함이 떨어지자 만당 시대의 직리(直俚)함이 되었다. … 직리하여
다시 떨어질 것이 없었다.18)

삼백편 모두 실지(實地)를 그렸는데,

三百篇皆畵實地

뒤쫓아 지은 시도 각각 뜻을 말하였네.

踵後爲詩各言志

사(詞)와 소(騷) 이후 한(漢)과 위(魏)를 거쳐,

詞騷以來漢與魏

이 도(道)가 당(唐)에 이르러 크게 갖추어졌네.

斯道至唐始大備

말세에 일종의 표절하는 무리들이,

叔季一種剽竊輩

꽃과 잎을 엮어 다투는 것.

纚花鬪葉從爲事

혹 지혜로운 말을 따라하고, 혹 거짓 얼굴을 하니,

或慧牙後或假容

억지웃음엔 기쁨이 없고, 곡을 해도 눈물이 없네.

强笑無歡哭無淚19)

위에 인용한 산문에서 중암은 양경, 건안, 육조, 성당, 만당 시대에 시가 각기 어떤 풍조를 띠는지
요약하였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코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이전 시대의 시를
계승하고 또 전복하면서 시대마다 새로운 시풍이 형성되어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중암이 문학사의 전개를 진보적 발전으로 보았으며, 변증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一篇之中而如學建安則擧體建安矣。如學六朝則擧體六朝矣。學王孟高岑。學李杜亦莫不然。…… 足稱異色而俱悅於目。
殊音而並可於耳。若䧺首纖尾。左腴右癯。將成何物事。 『重菴稿』 册三, 「讀古唐詩」.
18) 夫有兩京之渾灝。不得不有建安之華麗。有建安之華麗。不得不有六朝之精切。有六朝之精切。不得不有盛唐之淡寂。此
與忠質文之交暎何異哉。淡寂降而爲晩唐之直俚矣。… 直俚而更無可降矣。『重菴稿』 册三 「讀古唐詩」.
19) 『重菴稿』 册一 「簡南丈 。南丈寄示其詩稿二卷。大抵多引用時俗里巷之談。」 여기에서는 시의 앞부분 절반만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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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석하였다.20) 이러한 해석은 일견 타당하면서도 어딘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만당 시대에 대한 중암의 평가 때문이다.
중암은 성당 시대까지와 그 이후를 구분지어 놓았다. 양경, 건안, 육조, 성당 시대에 걸친 시풍의
변화는 하, 상, 주 3대 왕조가 덕업을 이어가며 서로를 빛내 주는 모습에 비견되었다.21) 그러나
만당으로부터는 다시 떨어질 것이 없었다고 하여 시사(詩史)의 긍정적 영향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이어 인용한 시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시에 따르면 시경을 뒤따라 나온
시들은 각 시대마다 뜻을 갖고 있었다. 당에 이르러 도가 크게 갖추어졌는데, 말세에 표절이 성행하
게 되었다. 말세는 성당의 다음 시대, 즉 만당 시대를 말한다. 말세 이후의 시문은 거짓된 것들로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선행 연구에서의 주장처럼 중암이 시대적 차별성을 중시했다면 왜 성당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는
이토록 박한 평가를 내렸을까? 또한 문학사를 진보적 발전선상에 있으며, 변증법적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으로 보았다면 만당 역시 그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계기로서 인정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었을까? 게다가, 이 두 가지 주장의 공존은 논리적 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각 시대의 문학이 다른 모습을 띠는 것은 당연하므로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상대주의적
관점이다. 반면 문학의 변천을 진보적, 변증법적 발전으로 보는 관점은 덜 나은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의 이동이라는 논리가 가능하도록 우열 개념의 전제를 요한다.
지금 제기된 문제들은 시대와 역사에 대한 중암의 문학관이 수차례 지목 당했음에도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말해 준다. 개별성과 차별성의 문학사, 진보적이고 변증법적인 문학사
라는 언술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문학사에 대한 중암의 인식을 다 포섭하지 못한다. 그 인식의
전모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중암이 시의 독해와 학습에 관해 쓴 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보가 제재를 취함이 넓으니 후세에 두보를 논하는 자는 두보가 따라서 나온 바에 거슬러
올라가서 알지 못하였다. 이에 구(句)를 쫓아가기에 급급하여 평론하기를 ‘이는 후세 누구의
것을 열었다’고 한다. 이것은 모두 흐름은 보았으나 근원을 잊었고 그림자를 본떴으되 원형을

20) 정우봉(1994)은 “강이천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문학의 진보적 발전을 강조했”으며 “문학사의 변천을 진보적인 관점에
서 파악하고 있”다고 하였다. 강경훈(2001)은 강이천이 “각 시대마다의 변화를 발전적으로 파악하고”, “문학사의 변천을
진보적 관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하였다. 박탄(2001)은 “강이천이 문학사의 전개 과정을 변증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21) ‘此與忠質文之交暎何異哉’라는 구절에서 ‘忠’, ‘質’, ‘文’은 각각 하, 상, 주 왕조를 말한다. 중암은 시대적으로 서로 선후가
되는 세 왕조가 서로를 빛내준다는 비유로써 시대별 시풍의 관계를 설명했다. 박탄(2001)은 ‘이것은 바탕과 채색을
서로 꾸며 놓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번역했는데, 이 구절은 시풍에 대한 중암의 생각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으로, 번역의 차이가 중요한 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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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뜨린 설이다. …… 진실로 의고하는 법을 보면, 형사(形似)에 얽매이지 말고 자구(字句)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한 구 한 편에 모두 자기의 본모습이 풀려나오고 있는
것이니, 의고하되 그 신운(神韵)을 얻기에 힘써야 한다.22)

중암은 시성(詩聖)으로 추앙받는 성당 시대의 시인 두보를 들어, 사람들이 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하였다. 두보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이 두보 시의 연원을 보지 못하고 그저 구를 쫓아가기
에 급급할 뿐이라는 것이다. 구를 쫓아가기에 급급한 사람들의 행태는 앞서 인용했던 시의 ‘표절하는
무리들’과 다르지 않다. 표절하는 무리들은 선대 시인들의 작품을 보고 그 외연만을 쫓아서 따라
읊는 자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언어는 ‘거짓’이고 정서는 ‘억지’라고 중암은 단언하였다. 만당 이후의
시들은 기계적 답습에 따른 가식(假飾)이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것이 없’고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중암은 의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참된 의고에 대해 말한다. 형사(形似)나
자구(字句)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신운(神韵)을 얻는 데 힘쓰라고 하였다. 형식이나 수사, 제재와
내용에 이르기까지 어떤 면에서라도 그저 옛 시를 흉내 내려 한다면 그것은 참된 의고가 아니다.
의고를 하는 자는 신운(神韵), 즉 비가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운치를 포착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
이 ‘진실로 의고하는 법’이다.
즉 중암에게 중요한 것은 시의 진실됨이다. 시에는 진실이 담겨 있어야 하고 의고는 그 진실을
의고해야 한다. 앞에서 ‘진(眞)’이란 ‘의리를 정밀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중암의 말을 확인한 바
있다. 진실한 문학은 끊임없이 역동하는 물의 흐름 앞에 선 인간이 물의 근원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비유되기도 하였다. 근원을 포착한 문학은 모든 사라질 것들이 영원할 수 있게 한다고도 했다.
중암은 사람들이 두보의 시에서 흐름만을 보고 근원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두보 시의 근원
을 보는 것은 진실한 시가 영원을 가능하게 하며 스스로 영원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다.
시의 시대적 차이와 역사적 진보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 논의는 시대를 뛰어넘는 영구성에
대한 논의로 돌아왔다. 중암은 시에서 진실성을 무엇보다 중시했음이 분명해 보이며, 진실성은
영원성으로 이어진다. 그는 진정한 문학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괄하는 근원을 담아내야 한다
고 하는 한편 각 시대와 개인의 개성을 거듭 긍정하기도 했다.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와 만물을
관통하는 이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시대의 차별성과 각자의 개별성을 추구했다. 이 대립적 사유가

22)

杜少陵取材却博。後之論杜者。不知探溯乎杜之所從出。乃汲汲然逐句而評騭之曰。是開後之誰某云爾。是皆見流而忘
源。摸影而遺形之說也。…… 誠觀其擬法。不切切於形似。不䂓䂓於字句。然其一句一篇。皆能脫出自家本相。盖擬古而
務得其神韵者也。『重菴稿』 册三, 「讀古唐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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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통합되는지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암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시인으로 꼽은 하손(何遜)에
대해 쓴 글을 들어 보겠다.

아, 시의 가르침이 크도다. …… 시를 배우는 요체는 마땅히 시대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그 변화의 기틀은 육조 시대의 작가에 있다. 하수조(何水曹)는 육조 시대의
작가가 아닌가. 나는 그러므로 시를 짓는 자는 절대 하수조의 시를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겠다.23)

중암은 시의 시대적 변화를 학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중에서도 육조 시대를 주목하고
있다. 중암은 앞에서 성당 시대까지 시는 이전 시대로부터 영향을 받아 변화를 거듭하며 그 나름의
성취를 이뤘다고 하였다. 당에 이르러 시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육조 시대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육조 시대의 시와 시인은 당의 시와 시인이 출현하기 위한 토대이다. 하손이 육조 시대의
작가라는 점은 그의 시를 배워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 중암은 하손의 시에서 두보와 왕유의
장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24)
그런데 하손은 육조 시대 문학의 주류와는 다른 성향의 시를 쓴 시인이었다. 당시 문단의 주된
사조는 궁정 생활과 남녀 간의 염정을 주로 노래하는 궁체시였다. 반면 하손은 서경시의 명맥을
이으며 섬세하고 사실적인 시를 많이 남겼다. 생활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써서 시가 빈한한 기색
이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하손의 시는 근체시에 상당히 근접해 있어서, 후세에
육조 시대가 아니라 당의 시로 오해를 받을 정도였다. 하손은 당시로의 이행에 육조시대의 시인
중 누구보다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25)
당에 이르러 시문학이 절정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하손과 같은 시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손과 같은 시인이란 자신이 속한 시대의 질서와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시인이다. 시인이 시류가 제공하는 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충실한 시를 쓸 때, 시는 ‘진짜 역사’의 기록이 된다. 중암은 남주로(南柱老)라는 지인의 시에 부치는
글에서, 시 속에 사기(史記)가 있다고 평한 바 있다.26) 또한 남주로에게 ‘남몰래 바라니, 세상의

23) 嗚呼。詩之爲敎亦大矣。…… 學詩之要。宜莫先乎觀乎世變。其變之之機。在乎六朝作家。何水曹非六朝作家乎。余故曰
爲詩者。絶不可不知何水曹詩。 『重菴稿』 册二, 「何水部詩集序」.
24) 王輞川之詩如明月松間照淸泉石上流。千古詩人莫不斂袵敬讚者。以其天然圓活。非唐以後所可覯者。若在陶謝則不過恒
談而已。何水曹能有之。老杜之詩如雲溪花淡淡春郭水泠泠。嫺逸秀麗。可諷可喜。而晩唐以來纖姸作態。似有以啓之。
何水曹時亦有之。『重菴稿』 册二, 「何水部詩集序」.
25) 송영종, 「何遜의 詩」, 『중어중문학』39, 한국중어중문학회, 2006. 참고.
26) 是謂詩中有史記。 『重菴稿』 册一, 「四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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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웃음에 스스로 꺾이어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도 하였다.27) 중암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가 수행하는 역사의 기록은 단순한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중암은 성당의 두보가
아니라 육조의 하손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는 기선(機先)에 주목했다.
이는 한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는 문을 여는 것이다.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시는 역사를
주동하는 시가 된다. 주동하는 힘의 유무는 자신이 속한 시대의 진실에 충실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려 있다.
이제 다시 중암의 문학사관에 대한 애초의 의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다. 중암은 문학사를
변증법적으로 진보한다고 보는가? 중암은 각 시대의 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변화해 간다고
했으며, 이를 하, 상, 주 왕조가 서로를 비추어 빛내 주는 것에 비유했다. 어느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
발전했는지는 중암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엇이 진보이고 무엇이 퇴보인지도 알 수 없으며,
각 시대가 서로에게 필연적인 계기라는 점만이 분명하다. 중암에게 문학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진실성 여부이다. 천지가 인간을 통해 흘러나와 스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진실된 문학이다.
그가 시대와 개인의 개별성을 중시하는 것은 물이 흘러가며 천차만별의 모습을 띠듯이 인간의
삶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현재는 과거로부터 미래로 흘러가는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인간은 과거와 미래를 살 수 없고 오직 현재에만 존재하나 시간이 형성하는 역사의 근원,
즉 천지 만물의 이치에 닿고자 한다. 인간이 문학으로써 근원을 지향할 수 있도록 허락된 유일한
방식은 문학 안에 현재를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다. 그래서 각 시대와 개인의 차별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다름 자체가 근원이 현재에 드러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근원은 언제나 있다. 즉 그것은
영원하다. 따라서 진실한 문학은 시대를 초월해 영원히 살아있다.

3. 문학관의 형상화로서의 「한경사」
(1) 삶의 대조적 양상

현실에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며 제각기 수많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것은 다 헤아릴 수도 없으
며 결코 다 볼 수도 없다. 애초에 ‘다’라는 범위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만물은 끊임없이 생성하고
27) 小子於公竊有願。勿以世嗤自沮棄。『重菴稿』 册一, 「簡南丈 。南丈寄示其詩稿二卷。大抵多引用時俗里巷之談。」.

130
변화하기 때문이다.
「한경사」는 서울의 다양한 풍경을 읊은 106수의 장편시이다. 「한경사」는 여러 가지 대상과 상황
에 대한 세밀한 묘사로 일찍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길게 서울을 노래한
다 해도 서울의 모습은 다 담기지 않는다. 「한경사」의 다채로움은 사실 시 자체에 담긴 내용의
다채로움이지, 서울의 다채로움과는 다르다. 그것이 서울의 다채로움으로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멀다.
중암은 천지 만물에 진리가 있으며, 인간을 통해서 그것이 문학으로 드러날 뿐이라고 여겼다.
또한 ‘지금, 여기’의 사실에 충실해야 진실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106수의 장편시를
통해 서울의 온갖 장면들을 시로 써서 남긴 것은 이러한 그의 문학관에 기대고 있다. 「한경사」는
긴 분량의 시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많이 보여줌으로써 삶의 다양성의 표출이라는 성과를 획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암은 「한경사」에서 대상의 다면성을 보여주려 했다. 같은 소재를 들어 대조적
인 양상을 제시하여, 질적 다양성으로써 양적 다양성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 이러한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래에서 몇 수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젊은 부부 고향을 떠나 와서는

夫妻少小轉離鄕

노래와 악기 배워 원망과 상심 하소연하네

學得歌彈訴怨傷

이리저리 구걸해도 돈과 쌀은 많지 않고

遍索無多錢與米

거리 가득 구경꾼만 날마다 담을 이루네

只瀛街路日如墻

아내는 옷을 기워 재봉할 줄 알고

奴家頗解衲衣縫

남편은 벼슬아치를 시종 한다네

夫壻相趍卯酉公

집안이 화목하고 가구도 족하니

閤內和諧家具足

노란 장롱 붉은 시렁 발을 친 창 마주했네

梔欌朱架當簾櫳

위에 인용한 첫 번째 수는 부부의 고단한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온 젊은
부부는 길거리에서 노래와 악기 연주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사람들에
게 구걸을 해 가며 공연을 하지만 수입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 구경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저
그들을 잠시의 구경거리로 여겼다가 가 버릴 뿐이다. 두 번째 수에 등장하는 부부는 여유롭고 안정
된 삶을 꾸려 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내는 집에서 재봉을 하고 남편은 벼슬아치의 시종을 드는
일을 하면서 가정을 평안하게 유지해 나간다. 색색의 가구와 주렴은 그들이 가진 넉넉한 물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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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보여준다.
두 시에 나타난 부부 생활은 극명히 대립되는 것이다. 서울이라는 한 공간 안에서 각 부부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살아 나간다. 한 부부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겨워하며 신음할 때,
어떤 부부는 집안을 예쁘게 꾸미며 단란하게 살아간다. 어떤 이에게 서울은 불안정하고 외로운
도시인 반면, 어떤 이에게 서울은 안정적이고 호혜로운 삶의 터전이다. 이는 현대인의 눈에 비치는
서울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

놋 고리에 노끈, 가는 가지로 된 창

鍮環索子細條窓

모여서 추위를 모르고 술잔을 기울이네

羅祫知寒點玉缸

금으로 그린 매화 옻칠 두른 부채

金畫梅花團㓒扇

반을 가린 부끄러운 얼굴 새 곡조를 짚네

半遮羞面按新腔

매화를 들인 방문에 종이를 겹겹이 바르고

梅花閤子紙重糊

벽에는 최북(崔北)의 영모도를 걸었네

揭着翎毛七七圖

비단 창을 치우고 담요로 덮었더니

除却紗牎掩氊褥

바깥의 한기가 전혀 없다네

外間寒氣也全無

위의 두 수는 모두 방 안에서 추위를 피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소재
는 매화이다. 첫 번째 시에 등장하는 매화는 부채 위에 금으로 새겨진 매화이다. 추운 날씨에 부채가
쓰이고 있는 것은 방 안에서 유흥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여 있는 사람들은 술 마시고 노래하
기 위해 따뜻한 방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 수의 매화가 실물을 모사한 무생물이었다면 두 번째
수의 매화는 살아 있는 식물이다. 매화가 한기에 상하지 않도록 방문에는 종이가 발라진다. 자칫
매화가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겹겹이 꼼꼼하게 덧대는 모습이다.
매화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물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그것에 매화라는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매화는 사군자의 하나로서 문인들이 애호하는 대상이 되었다. 매화는 인간이
관상하는 대상이 되고 보호를 받는다. 매화는 고결한 군자의 상징이니 두 번째 수의 상황에서 보이
듯 비단보다는 담요나 종이와 어울린다. 첫 번째 수의 금빛 매화라는 것은 인간이 설정한 매화의
‘정신’에도 어울리지 않고, 추운 날씨에 부채 위에 있는 것은 그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쪽도 저쪽도 매화라는 것은 같지만, 그 둘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존재한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매화는 인간과 상관없이 있는 것이다. 진짜 매화를 완상하든, 가짜 매화로 장식을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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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모두 인간이 대상을 다루며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일 뿐이다.

흰 베 머리에 쓰고 푸른 비단 적삼 입고

素布褁頭綠錦衫

동틀 무렵 노량진 남쪽에서 많이 오더라

平明多自鷺梁南

신통한 무속의 말에 구슬 같은 눈물 더하니

神通巫語添珠淚

원통한 3생의 업을 예전부터 아는 듯하구나

寃業三生若舊諳

만 상류의 관군 백양 가죽 옷을 입었는데

灣上軍官着白羊

변방으로 온 문서가 사일 만에 청양에 들어오네

邊書四日入靑陽

들어 있는 그림과 서적이 천 필의 좋은 비단이니

內藏圖籍千純錦

황은이 보통을 넘어 특별하게 하였구나

今使皇恩特出常

위에 인용한 시 중 첫 번째 수는 조정의 정책에 의해 무녀들이 배척되었던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다. 영조 41년 홍봉한이 영조에게 건의하여 무격의 굿이 유익함이 없으니 무당들을 내친다면
큰 성덕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정조 9년 『대전통편』에는 ‘경성의 무녀들을 강 밖으로 쫓아내어
포(布)를 거두던 것을 지금 폐지한다’는 기록이 있다. 강 밖으로 쫓겨난 무녀들은 노량진 지역에
모여 거주했다.28) 두 번째 수는 변방에 근무하는 군관이 조정으로부터 그림과 서적을 하사받았다는
내용이다. 엄청난 양의 고급 비단이니 특별한 은혜가 내려진 것이라고 하였다.
각 수에서 정치권력은 사람들의 삶에 대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녀들은 국가에 의해 해로운
존재로 지목받고 살던 곳에서 강제로 퇴출당했다. 관군은 조정으로부터 귀한 물자에 대응하는 총애
와 혜택을 받고 있다. 두 시는 백색(素, 白)과 청색(靑, 綠)의 이미지, 비단(錦)이라는 시어를 공유하고
있다. 같은 빛깔, 같은 물화를 곁에 두고 있으나 국가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대우하는 태도는
상반된 것이다. 무녀와 관군의 모습은 하나의 정치 권력이 각 사람들의 삶에 전혀 다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 인간사의 무상함

「한경사」에는 두 수의 시가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월이 흐른 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28) 방현아, 앞의 논문, 3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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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하다. 이렇게 시를 읽을 때, 따로 배치되어 있는 각 수는 한 인물이 지금과는 달랐던 과거 모습을
회상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읽힌다. 앞에 배치된 수가 한 인물의 이전 생활, 뒤에 배치된 수가 이후
생활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전의 모습이 앞쪽에서, 이후의 모습이 뒤쪽에서 읊어지고 있다는
것은 시인의 의도적 배열을 추정하게 한다. 이러한 경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래에서 몇
수 들어 보도록 하겠다.

얼음 같고 옥 같은 얼굴은 본래 매우 맑으니

氷玉容顔本絶淸

청루에서 일찍이 주인을 맞았네

靑樓曾是上頭迎

화려한 잔치에 거문고 타는 소리 끝없이 좇으니

華筵琹篴無端逐

춘면곡 한 가락 선창하네

先唱春眠第一聲

달 같은 눈썹 구름 같은 머리카락 가지런하기 싫어하니

月眉雲髩厭調匀

다시 문 앞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음이라네

不復門前訪有人

늙었어도 교태로운 목소리는 여전히 구르는 듯

縱老嬌喉猶宛轉

한바탕 가곡 후당춘을 부른다네

一塲歌曲後堂春

위에서 든 첫 번째 수는 제76수이고, 두 번째 수는 제90수이다. 모두 기생이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읊조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 명의 기생이 젊은 시절에 76수를, 퇴기가 되어 90수를 노래한
것처럼 읽힌다. 76수에서 기생은 빼어난 미모를 갖추고 자신을 찾는 남자와 함께 잔치를 즐기고
있다. 누각에 올라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90수에서는 늙어 달라진 처지에 놓여
있다. 외모를 단장하지 않는 것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기생은 노래에 소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젋어서는 나서서 춘면곡을 선창했고 늙어서는 여전히 고운 목소리로 후당춘을 불러
본다. 얼굴은 변했어도 교태로운 목소리는 그대로이니 한바탕 가곡을 불러보지만 이제 함께 부르거
나 들어줄 사람은 없다.

종이 조각 길게 잘라 꽃무늬 그려 넣었는데

紙板長裁花㨾翻

병풍 친 장막에서 아침저녁으로 빠져드네

深圍屛幕沒朝昏

내기는 여러 판 벌려야 고수가 되니

賭來多局成高手

천금을 다 잃어도 말 한 마디 없구나

擲盡千金無一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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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적게 쓴다 해도 천만 꿰미

金錢少費萬千繦

수진방의 기생을 샀었다네

買得娘家壽進坊

허름한 베옷, 산에는 안개가 둘렀는데

劣劣布衫山繞霧

지금은 부끄러워하며 예전 놀던 곳을 지나네

如今羞過舊遊塲

위에서 먼저 인용한 것은 제29수, 뒤의 것은 제84수이다. 29수에서는 도박을 벌이는 장면을 묘사
하고 있다. 병풍 친 장막 안에서 밤낮으로 빠져들고 천금을 잃어도 개의치 않는다는 말에서, 잠깐의
여흥을 위한 오락이 아니라 전문적 투기에 가까운 도박장의 모습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84수에
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던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천만금을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고
기생을 사서 놀기도 했지만, 지금은 소박한 행색으로 예전의 생활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처지도, 생각도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위에 인용한 네 수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의 모습을 읽어 볼 수 있었다. 앞서
중암이 문학 창작에 있어 시대와 역사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학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흐름 안에서 언제나 현재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자각, 그런 인간이 창작하는 문학의 본질에 대한 사유를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하고 끝내 소멸하지만, 문학이 순간에 배어 있는 근원,
이치를 포착한다면 그 순간은 영원성을 띠게 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 순간은 어느 때라도 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당대 서울의 여러 가지 모습을 가리지 않고 시의 소재로 삼았다. 그가 기생, 도박과
같은 세속적 소재까지 시로 표현한 것은 그 자체에 다 진실이 담겨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시가 됨으로 인하여, ‘죽음과 함께 동화’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랐을 것이다. 문학에 있어
시간, 시대의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중암은 한경사에 다채로운 서울의 공간을 담아내면서 언제
나 시간의 문제를 잊지 않았을 것이다. 「한경사」에는 서울의 여러 공간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시간이 들어 있기도 한 것이다.

꼭 맞는 가벼운 저고리 나부끼는 치마

窄窄輕衫曳曳裙

먼 산 같은 눈썹 찡그리니 수심이 얽혀 있네

遠山嚬黛鎖愁雲

어찌 장차 백세토록 서울을 즐기겠는가

那將百歲京華樂

노래는 널리 부르지 않고 춤추는 무리만 대하고 있네

不博傳歌對舞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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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인용한 것은 「한경사」의 마지막 부분인 제106수이다. 여기에는 한 여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착 달라붙는 얇은 저고리에 풍성한 치마를 입었다고 했으니 기생의 신분으로 보이기도
한다. 춤추는 무리들 속에 있는 이 여자는 인상을 쓴 채 홀로 수심에 잠겨 있다. 춤추고 노래하는
화락한 공간 속에서 노래 부르기를 멈추고 춤추는 무리들을 쳐다보고만 있다. 여자는 문득 서울에서
의 이 즐거움이 백세토록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자각한다. 세월의 무상함, 즉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모든 것이 변화하고 늘, 항상 그대로인 것은 없음을 생각하고 있다.
이는 곧 서울을 바라보고 있는 중암의 마음일 것이다. ‘어찌 백세토록 서울을 즐기겠는가’라는
구절에는 「한경사」를 창작하던 중암의 정서가 집약되어 있다. 그는 「한경사」에서 활기차고 정겨운
모습에서부터 비속하고 비참한 모습까지 서울 안에 존재하는 온갖 군상들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서울의 진실이 자신의 몸과 시를 빌어 ‘아름다운 것’으로 영원해지기를
바랐을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중암 강이천의 문학관이 「한경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경사」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몇 차례 다뤄지긴 했으나, 선행 연구들은 그의 문학관과 「한경사」가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접근하지 않았으며, 문학관 자체에 대한 해석도 단편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제까지 「한경사」에 대한 분석은 주로 작가가 표현한 서울의 풍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에 본고는 중암의 문학관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어떻게 「한경사」라
는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는지 밝히고자 했다.
중암은 인간의 삶과 문학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문학관과 시론을 펼친다. 중암에
게 천지의 진실한 이치, 즉 진리는 천지 그 자체에서 찾아져야 하는 것이다. 진리는 문학에 담기며,
그것은 천지에 이미 생겨나 있는 것이다. 문학이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려면 인간에게 기대어, 인간
이 문학을 작용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은 의도도 이유도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문학은 인간에 기대어서 베풀어지며, 인간은 과거를 거쳐 현재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역사적 인간이며, 삶의 근원으로 향하고자 하는 인간의 경향은 천지의 진리와
만나게 된다. 문학이 역사의 기록이 되고, 개별적이면서도 근본적이고 순간적이면서도 영원한 이유
가 여기에 있다. 역사적 진실, 곧 자신이 처한 현실에 충실한 문학은 역사를 주동하는 힘을 가진다.
그것이 진실한 문학이고 영원의 빛을 간직한 아름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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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에 대한 이러한 사유는 「한경사」에 작품화 되어 있다. 「한경사」는 긴 분량 속에 서울의
온갖 장면을 실어 나르며 다양한 삶을 표현했다는 성취를 거뒀지만, 그것은 단지 양에 의한 성취만은
아니다. 시는 시인이 속한 시대를 있는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중암은 생각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실함이라는 가치에 닿을 수 있다고 여겼다. 진실에 가까워지기 위해 중암은 사실에 다면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그는 같은 소재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는 시를 써서 양쪽을 대비시켰다.
또한 시 속에 시간의 흐름을 담았다. 한 인물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나이가 들고 상황이 변해 다른
처지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했다. 춤추는 무리들 속에 서서 인간사의 무상함을 생각하며
수심에 잠기는 시 속 인물은 시인 자신의 반영일 것이다.
「한경사」에는 중암이 살아간 서울의 현실이 꼼꼼하고 폭넓게 그려져 있다. 이는 단지 도시 풍속
에 대한 시인의 애정이나 상상력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오래된 질문과
그에 대한 고민이 「한경사」에 녹아들어 있다. 이것이 지금 서울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한경사」가 감동과 의미를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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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洪範)의 주요 항목에 대한 문제점 분석

권행완·문치웅
홍익대학교·홍익인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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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홍범구주
Ⅲ. 칠정과 통치이념
Ⅳ. 결론

Ⅰ. 서론
홍범(洪範)은 동아시아 고대국가의 통치규범으로 시작되어 대한제국의 홍범14조까지 그 역사가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왔으며, 정치와 제도 분야에서 홍범의 항목들이 다양하게 응용되었다. 홍범은
일반적으로 홍범구주(洪範九疇)라 불리기도 하며, 대표적인 문헌의 기록으로 『상서(尙書)』 「홍범」
편이 있다. 고대의 홍범과 관련한 내용은 치수사업, 오제(五帝), 오행(五行), 칠정(七政) 등과 관련한
문헌의 기록에서 그 항목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상서』 「홍범」편에 들어있는 내용과 그 항목의
활용 부분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 보면 그 의미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하는 문제들이 발견된다.
홍범의 항목 중 의문시 되는 대표적인 것으로 팔정(八政)과 오행, 오사(五事) 그리고 팔정 중의
사(祀) 등이 있다. 홍범은 오행사상이 투영되어 있다. 그래서 홍범체제의 하나인 팔정 역시 오행사상
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오행은 홍범의 오행과 『상서』 「감서(甘誓)」
편의 오행 그리고 『상서』 「대우모(大禹謨)」의 오행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감서」
편의 오행은 구체적인 구성요소가 기술되지 않아서 오행의 성격에 대해서 논쟁이 그치질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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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팔정 항목 중 사(祀)는 순(舜)이 즉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정치적 행위로서의 칠정과 류제(類
祭)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행이 통치원리로
활용되는 사례를 통해 오행사상이 통치이념에 투영되어 있음을 밝히도록 한다. 그러나 오행일지라
도 홍범의 오행과 「대우모」 및 「감서」편의 오행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 세 편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오행의 의미는 칠정과 오행의 관계 속에서 탐구해야 더 설득력 있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은 『서경』에 등장하는 이제칠정(以齊七政)을 칠정 즉 일월오행(日月五行)을 바로 잡는다
는 식으로 해석하면 정사(政事)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정(政)’의 본래의 뜻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칠정에 대한 재해석 또한 요청된다. 둘째, 홍범에서 팔정의 祀와 류제(類祭)는
동일한 제사의식이나 제사의 종류에 따라 의식의 형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 차이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홍범의 오사와 『삼국유사』 <고조선> 조에서의 오사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고대국가 초기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홍범의
내용 중 주요 항목에 대한 근원을 찾아나가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Ⅱ. 홍범구주
홍범의 기본구조는 총론과 각론인 구주(九疇)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에서는 통치자인 제(帝)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비전과 통치의 아홉 가지 기본원리가 제시되었다. 정치적 비전은 이륜(彛倫)으
로 설정되어 있다. 홍범구주는 오행, 오사, 팔정, 오기(五紀), 황극(皇極), 삼덕(三德), 계의(稽疑),
서징(庶徵), 오복(五福)과 육극(六極)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1)
홍범의 첫 번째 항목은 오행이다. 홍범에서의 오행 요소는 水火木金土이며, 이를 바탕으로 오사(五
事), 오기(五紀), 오복(五福), 서징(庶徵)의 오자(五者) 요소들과 휴징(休徵)과 구징(咎徵) 등과 같은
‘五’와 깊은 연관성 있는 것들이 나타난다. 『說文解字』에서는 五를 ‘오행야(五行也)’2)라고 하여 五가
단순한 五가 아니라 이미 五行을 함의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홍범에는 오행이라
는 사상적 원리가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자 역시 이러한 원리를 간파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오행은 살아있는 수 자연의 순서이고,

1) 書經 洪範, 初一曰五行 次二曰敬用五事 次三曰農用八政 次四曰協用五紀 次五曰建用皇極 次六曰乂用三德 次七曰明用稽疑
次八曰念用庶徵 次九曰嚮用五福 威用六極
2) 說文解字, 五五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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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는 오행에 근본을 두고 있으며, 서징은 오사에 근본한다고 하여 그 조리와 차례가 서로 관통하여
질서정연해서 문란하게 할 수 없는 것”3)이라고 하였다. 이 논리를 팔정(八政)4)이라는 항목에 확대
적용하면 팔정 역시 오행의 원리와 조응하는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팔정과 오행과의
정합성은 거의 찾을 수 없다. 또한 홍범에 등장하는 오행은 수화목금토로서 방위 설정, 제도 구상
등의 기본원리를 제공하였으나 전국시대 이후 왕조의 변화를 오행으로 설명하려 하면서 오행상생론
(五行相生論)과 오행상승론(五行相勝論) 등 변형된 오행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홍범에서의 오행은
후대에 만들어진 오행 상생 또는 상승에 의한 것과 구별되어 그 원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는 홍범의 항목 중 오사를 들 수 있다. 홍범의 오사는 모언시청사(貌言視廳思)를 구성 요소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홍범의 오사는 『삼국유사』 <고조선> 조에 나오는 오사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홍범의 오사가 수신(修身)하는 항목이라고 한다면 『삼국유사』의 오사는 정사(政事)를 의미하기 때
문이다. 이미 주곡 등을 술부가 아니라 조직명으로 풀이한 연구가 눈에 띤다. 『서경』에 나오는
오행과 홍범의 오사와 『삼국유사』의 오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오행 비교

구분
대우모

감서

홍범

오행(계)을

오행을 어지럽히다

모멸하였다

수, 화, 목, 금, 토

순전

삼국유사

항목
五行

수, 화, 금, 목, 토, 곡

八政

八政

七政
五事

五事
五事

主穀, 主命, 主病,
貌言視聽思
主刑, 主善惡

또한 고대국가 통치규범인 홍범의 팔정의 사(祀)는 순이 즉위 하자마자 가장 먼저 칠정(七政)을
가지런히 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팔정의 사(祀)와「순
전」의 류(類) 사이의 차이점을 구분하면서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3) 書經集傳, 洪範, 蓋五行 乃生數自然之敍 五事則本於五行 庶徵則本於五事 其條理次第 相爲貫通 有秩然而不可紊亂者也
4) 팔정(八政)은 식량(食), 재화(貨), 제사(祀), 토목(司空), 교육(司徒), 치안(司寇), 외교, 군사 여덟 가지 정사를 말한다.
백성들의 생존에 가장 우선이 되는 식량에서부터 공동체를 방어하는 군사 분야와 대외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외교까지
를 망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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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홍범이 수록되어 있는 『상서(尙書)』에 대한 위서(僞書) 논쟁은 금고문(今古文) 논쟁에서부
터 매색(梅賾), 염약거(閻若璩)와 모기령(毛奇齡)을 거쳐 다산 정약용의 『매씨서평』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왔다.5) 이들의 논쟁은 대우모 등 25편6)에 관한 것으로 이 중에 홍범은 그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Ⅲ. 칠정과 통치이념
1. 오행과 통치이념

오행이 통치의 원리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상서』 「감서」편과 「홍범」편에서 발견된다.

유호씨는 오행을 모멸하고 삼정을 태만히 여겨 저버리니 天이 그의 명을 끊으려 하고 있다.
오늘 나는 삼가 天의 벌을 행하고자 한다.7)

그러나 「감서」편의 오행은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오행이 무엇을 지칭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8) 홍범에서는 오행이 물리적인 홍수 사태 해결의 지도원리이자 彛倫이 펼쳐지
는 핵심원리로 작용한다.

“곤(鯀)이 홍수를 가두어 막아 天이 다스리는 오행의 펼침을 혼란시켰다. 天帝가 이에 진노
하여 홍범구주를 주지 않았다..... 鯀이 그러한즉 유배당하여 죽고 禹가 이에 이어 받아 흥기
5) 서경을 번역한 김학주는 “『위고문』 25편은 비록 정경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천여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그대로 읽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터라 금문과 구별만 해주고 똑같이 번역하고 주석을 달았다.”고 말하고 있다.
김학주, 書經, 서울, 명문당, 2012, 인용페이지
6) 금고문 논쟁에서 서경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동진 때 매색은 공안국이 전수했다는 고문상서를 찾았다는 선언을
했다. 이것이 『孔傳古文尙書』이다. 이후 염약거(1636~1704)는 『공전고문상서』가 위서임을 밝혔다. 모기령(1623~1716)
은 매색의 발견물이 진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산 정약용은 『梅氏書評』을 통해 고문상서 25편이 위작임을 조목조
목 밝혀 두었다. 또 대우모를 토대로 유학의 본령을 해석했던 주희와는 달리 고요모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독법을 제시하고 있다. 굴만리는 상서석의에 위고문상서 25편을 정리해 두었다. 屈萬里, 『尙書釋義』, 大禹謨, 五子之歌,
胤征, 仲虺之誥, 湯誥, 伊訓, 太甲上, 太甲中, 太甲下, 咸有一德, 說命上, 說命中, 說命下, 泰誓上, 泰誓中, 泰誓下, 武成,
旅獒, 微子之命, 蔡仲之命, 周官, 君陳, 畢命, 君牙, 冏命.
7) 書經 甘誓, 有扈氏威侮五行 怠棄三正 天用勦絶其命 今予 惟恭行天之罰
8) 1993년 곽점초묘죽간이 발굴되어 오행이 인의예지신(仁義禮智信)으로 확인된 이후 서경 감서편의 오행과 순자 십이자
편의 오행도 수화목금토(水火木金土)라는 기존의 오행 개념이 아니라 인의예지신(仁義禮智信)이라고 주장한다. 양방
웅, 대학 오행, 이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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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니 天이 禹에게 홍범구주를 내리어 이륜(彛倫)이 이로부터 펼쳐졌다.”

오행사상은 치수사업에서 확인되듯이 홍범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질서의 원리로 활용되고 있
다.9) 또한 「대우모」 자체가 위작으로 밝혀졌고 수, 화, 금, 목, 토의 오행에 곡(穀)을 하나 더 추가하
고 있어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나 위작할 만큼 오행이 그 시대의 사상적 지향을 담고 있는
시대정신을 표출하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오행사상은 홍범체제의 통치원리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팔정과 오행
간의 정합성의 문제는 순전에 등장하는 칠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칠정은 일월오행(日月
五行)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고, 오행은 칠정에서 일월이 제외된 수, 화, 목, 금, 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칠정에 대해 고려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칠정에 대한 해석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옥으로
장식된 혼천의를 살펴서 日月五星의 운행을 바로 잡는다”10)는 식으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구체적인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政事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먼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권근은 조선 초기 정권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천문도의 지(誌)를 쓰면서 순이 기형을 살펴
칠정을 고르게 한 것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에 부지런함을 늦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11) 하늘에 대한 공경과 민생문제를 다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다산 정약용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찌 일월오성이 하늘에서 형상을 이룬 것을 칠정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다.12) 그러면서 다산은 논어에서 공자가 계강자에게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13)이라고 대답하듯이
“정(政)이란 바르게 하는 것”14)이라고 해석한다. 그는 이러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칠정은 홍범 팔정과
같은 종류로 정사의 의미15)라고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주례』의 십이 황정이나 조선의 수령 삼정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이란 모두 재물과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나누어주는 종류라고 말한다. 『오행대
9) 書經 홍범편에는 우의 아버지 곤이 오행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장면이 목격되고, 또 오행을 모멸한
행위는 군사적 정벌의 정당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10) 書經, 舜典, 在璇璣玉衡 以齋七政 ; 書經集傳, 칠정은 오성이니 일곱 가지가 하늘에 운행함에 느린 것도 있고 빠른
것도 있으며 순환하는 것도 있고 거스르는 것도 있어 마치 군주에게 정사가 있는 것과 같다.
11) 권근, 陽村集 卷22, 跋語類
12) 정약용, 尙書古訓, 上以政正民故謂之政 日月五星何得爲政 若云聖人察此璣衡以驗己之失政 則七政仍是王政與七曜無涉也
洪範八政一曰食二曰貨三曰祀四曰司空五曰司徒六曰司寇七曰賓八曰師

王政八政一曰飮食二曰衣服三曰事爲四曰異別五曰

度六曰量七曰數八曰制 古人言政皆是此類管子五政 申鑒六政 荀悅之五政 胡大初之四政 又如周禮之十二荒政 我邦之守令三
政 自古及今凡以政爲名者皆財賦斂散之類 豈有日月五星在天成象而可云七政者 然且天下之最不可齊者卽日月五星之躔次度
數也 故曆法彌精彌不得齊天有歲差朞有積分離合交食振古不齊舜 雖以美玉創造渾儀以之齊七曜則非其用也 察之則可齊之奈
何 竊謂瑢璣者尺度也 玉衡者權秤也 七政者洪範八政之類也 何以言之璣者幾也 幾者度也
13) 論語, 顔淵, 季康子問政於孔子 孔子對曰 政者正也
14) 정약용, 尙書古訓, 政也者正也
15) 정약용, 尙書古訓, 예를 들면 관자의 오정이나 신감의 육정 그리고 순열의 오정과 호대초의 사정이 모두 이러한
종류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주례의 십이 황정이나 조선의 수령 삼정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이란
모두 재물과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나누어주는 종류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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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도“칠정에서 오정은 오행의 정치를 뜻”16)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칠정을 별들의 운행을 주관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정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다. 오행을 치수사업에 응용하고, 오행을 모멸하거나 어지럽힌 자에게 벌을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오행을 근본으로 하는 칠정은 별들의 운행을 주관하는 의미라기보다는 팔정과 같이 구체적인 정사
를 행하는 정치적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하겠다. 이처럼 칠정은 일월오성의 운행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다. 칠정은 기존의 추상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수령이 정치를 통해 구체적인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하나로 해석해야 더 설득력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說文解字』는 오행의 각 요소인 水火木金土의 기본 의미로 지리적인 방위를 나타내고 있다. 水는
北方之行이고, 火는 南方之行이며, 木은 東方之行, 金은 西方之行이라 하였다. 『예기(禮記)』 「월령(月
令)」편에 의하면 土는 중앙을 의미한다.17) 이처럼 오행은 물리적인 공간을 다섯 방위와 지역으로
구분한다. 오행에 의해 설정된 방위와 지역을 바탕으로 오행지역을 다스릴 책임자에 대한 관직으로
서 오관(五官)이 마련된다. 『회남자』 「천문훈」 편에서는 오행지역의 책임자인 오관에 대하여 동방
을 담당하는 자를 전(田), 남방을 담당하는 자를 사마(司馬), 서방을 담당하는 자를 리(理), 북방을
담당하는 자를 사공(司空), 중앙을 담당하는 자를 도(都)라고 하였다.18) 오행, 오방, 오관 등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오행, 오방, 오관의 관계

五行

五官

五方

五獸

五帝

계절

五星

五音

木

田

東方

蒼龍

太皞

春

歲星

角

火

司馬

南方

朱雀

炎帝

夏

熒惑

徵

土

都

中央

黃龍

黃帝

鎭星

宮

金

理

西方

白虎

少昊

秋

太白

商

水

司空

北方

玄武

顓頊

冬

辰星

羽

사공, 사마, 전, 리, 도라는 오관의 관직을 설계하는데 오행사상이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직을 나타내는 오관, 방위를 나타내는 오방, 그리고 오수, 오제, 오성, 오음
등 각 부분에 오행사상이 투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송시대 왕응린이 찬한
16) 蕭吉, 앞의 책, 「七政」. 최치원 역시 계원필경에서 칠정을 정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최치원, 桂苑筆耕, 謝加太尉表,
臣伏以大司馬之威權 百官所仰 上將軍之法令 十道皆遵 豈唯整戢五兵 實在諧和七政
17) 禮記, 月令, 中央土其日戊己其帝黃帝其神后土
18) 淮南子, 천문훈, 何爲五官東方爲田南方爲司馬西方爲理北方爲司空中央爲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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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海』에서도 당우(唐虞)이래 官을 건설하고 설관분직(設官分職)으로 오행의 官을 세우는데 그 수는
역시 ‘五’라고 언급하고 있다.19)
이처럼 오행은 ‘五’를 사상적 준거로 삼아 지역의 방위 설정에서부터 관직 등 제도 구상과
통치원리까지 정치공동체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등 철저히 정사(政事)를 행하여 이륜을 펼치기
위해서 기초 원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홍범」은 공동체를 다스리는 통치이념으로
써 오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칠정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 놓여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행의
범위와 작용은 칠정의 의미와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홍범의 오행은
칠정과 의미적으로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20)
오행사상이 또 다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행정구역체계라 할 수 있다. 오행사
상의 영향 하에서 설관분직(說官分職)이 실행되었고 관제를 다섯 종류의 성분으로 구분했으며 오복
오장(五服五章) 제도를 건립했다.21) 오복제도는 치수사업 추진22)으로 구축된 통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중심지, 전복(甸服), 후복(侯服), 수복(綏服), 요복(要服), 황복(荒服)이 그것이다. 중심지는 천자
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고 중심지 바깥의 5백리는 전복지역이라고 명했다. 후복은 전복지역 바깥쪽
으로 오백리이다. 수복은 후복 바깥의 5백리 지역을 말한다. 요복은 수복 바깥의 5백리 지역에
해당한다. 황복은 요복 바깥쪽으로 5백리 지역이다. 행정구역으로서 오복제도와 조세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오복제도

중심지 오복제도

천자

중심지와 거리

거리
100리
천자가 다스리는 영토에서 200리
전복(甸服)
300리
바깥쪽으로 500리, 畿內區域 400리
500리
100리
후복(侯服) 전복 바깥의 500리
200리
300리
300리 이내
수복(綏服) 후복 바깥의 500리
500리

세금 및 내용
총(總): 볏짚단
질(銍): 벼이삭
갈복(秸服): 껍질을 벗긴 볏짚
속(粟): 조, 껍질을 벗기지 않는 쌀
미(米): 껍질 벗긴 쌀
채(采): 采邑,采地23)/食邑
임(任)24)의 영역
제후(諸侯)들의 영역
헤아려 학문으로 교화
무력으로 지킴

19) 玉海, 書周官唐虞稽古建官惟百內有百揆四岳外有州牧侯伯夏商官倍疏百揆爲羣官之首立一人四岳內典四時之政外主方岳之
事立四人牧一州之長侯伯五國之長各監所部之國外內置官各有所掌百揆四岳象天之有五行少昊立五鳩氏顓頊以來立五行之官
其數亦有五
20) 팔정의 근거는 무엇이고 오행과의 관련성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은 매우 난해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우모
등이 위작으로 판명되었듯이 홍범의 내용도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1) 張晋藩 主編, 中國官制通史,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2. p.29.
22) 史記, 夏本紀, 輔成五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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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복(要服) 수복 바깥의 500리
황복(荒服) 요복 바깥의 500리

300리 이내 이(夷): 평정
500리

채(蔡): 추방

300리

만족(蠻族)이 거주

500리

류(流): 귀양 보내는 곳

2. 정사(政事)로서의 오사

홍범의 오사는 貌, 言, 視, 聽, 思로 구성되어 있다. 貌는 용모, 言은 말씨, 視는 보는 것, 聽은
듣는 것, 思는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용모에서부터 말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며 몸을 닦는 수신(修身)
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왕검조선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삼국유사』 <고조선> 조에는 풍백, 우사, 운사가 함께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의 事를 하였다고 하였다.25)

將風伯雨師雲師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凡人間三百六十餘事

여기에서 主를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주관하고(主), 다스린다는(治)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26)
뿐만 아니라 事는 정사(政事)의 의미27)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관직 이름으로서의 기능적인 職28)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이 파악된다. 『강희자전』에도 크게 말하면 政이고 작게 말하면 事라고 풀이하고
있다.29) 따라서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主穀 등과 360餘 事는 5事, 즉 인간의 360여 정사를 다섯
개 부서로 업무를 분장하여 다스리는 통치체제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30)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홍범은 오행사상이 투영되어 있다. 오행사상이 반영된 홍범의 오사라
고 한다면 오사는 칠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홍범의 오사를 살펴보면 본래의
정사의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칠정과도 연계성을 발견할 수 없다.

23)
24)
25)
26)
27)
28)
29)
30)

卿大夫의 封地를 말한다.
중국고대 여자 작위명
三國遺事
장삼식 저, 한한대사전
장삼식 저, 한한대사전
說文解字
강희자전, 大曰政，小曰事
이강식은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을 조직명으로 해석한다. 또한 사를 직관 내지 조직으로 해석하여 360여사를
360여개의 조직으로 해석한다. 이강식, 신시조직의 구조와 기능, 단군학연구 창간호,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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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경 ｢순전｣의 類와 ｢홍범｣의 祀

홍범 팔정의 세 번째 항목은 제사(祀)에 관한 항목이다. 공영달은 祀는 귀신을 공경함으로써
가르침을 이룬다31)는 것으로 해석한다. 주자는 제사는 근본에 답하는 것32)이라고 말한다. 굴만리는
祀는 제사를 담당하는 관직(祭祀之官)33)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공영달이나 주자가 말하는 祀와 굴만리가 해석하는 제사를 담당하는 관직으로는 서경
순전에 순이 즉위 하자마자 가장 먼저 칠정을 가지런히 하며 상제에 류제를 지낸 행위를 설명하기에
는 불충분하다. 「순전」의 류(類)는 단순한 제사와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굴만리는 類는
祭天之名34)이라고 설명한다. 정도전은 상제에게 류제한 것은 온 귀신이 흠향했다는 것35)으로 풀이
한다. 하지만 정도전이나 굴만리의 해석은 류제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를 다 설명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순전」의 류(類)는 팔정의 祀와는 다른 차이점을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在璇璣玉衡 以齊七政 肆類于上帝36)

『서경』 「순전」의 류(類)는 단순한 제사를 행하는 의식은 아닌 듯하다. 「태서상」에는 무왕이
상나라를 정벌하러 갈 때 上帝에 류제를 지냈고, 『예기』 「왕제(王制)」편에도 천자가 장차 출정
시에 上帝에게 류제를 지낸다는 대목이 나온다.

予小子 夙夜祗懼 受命文考 類于上帝37)

天子將出 類乎上帝 宜乎社 造乎禰 諸侯將出 宜乎社 造乎禰38)

이를 토대로 본다면 류제는 일상적인 생활상에서 벌어지는 조상에 대한 제사라기보다는 칠정과의

31)
32)
33)
34)

孔穎達, 附釋音尙書注䟽卷第12, 曰祀 敬鬼神以成教
書經集傳
王雲五 主編, 屈萬里 註譯, 尙書今註今譯, 臺北, 臺灣商務印刷書館發行, p.77.
屈萬里, 尙書釋義, 臺北,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1956, p.10 ; 王雲五 主編, 屈萬里 註譯, 尙書今註今譯, 臺北, 臺灣商務印

35)
36)
37)
38)

刷書館發行, p.10.
정도전, 三峰集, 經濟文鑑 別集 上
書經, 舜典
書經, 泰誓上
禮記, 王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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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속에서 정치공동체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 행하는 의식이자 의례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39) 또한 제사의 위격은 정치공동체의 최고지도자가 정벌 또는 즉위 시에 실시하는 것임
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칠정에서 정치공동체의 질서의 원리를 찾으려 했고 류제에 그러한 정신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홍범 체제는 오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오행은 동아시아 고대국가에서부터 통치를 원리로 활용
되면서 홍범의 주요 항목들의 기본으로 작용하였다. 오행 또는 홍범을 모멸하거나 어지럽혀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한 죄를 묻기도 하였다. 이러한 오행은 칠정과 밀접한 연계구조 속에
놓여 있다. 또한 방향을 설정하고 관직을 마련하는 기초 원리로 제공되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오행의 영향으로 행정구역에 오복제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 오사는 수신의 의미보다는 정사의
뜻을 함의하고 있다. 팔정의 祀는 일상적인 제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류제는 칠정과의 연계 속에서
정치공동체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 행하는 의식임을 알 수 있었다. 칠정은 팔정과 같이
구체적인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정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홍범체제는 팔정보다는 칠정과 더
정합성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39) 신정근은 “『서경』의 내용은 대부분 정부가 어떤 중대한 결전이나 결정을 앞두고 장병 또는 신하를 상대로 맹서를
하거나 왕이 임지로 떠나는 제후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 등으로 채워져 있다. 이런 점에서 『서경』은 왕의 건국과정과
통치행위를 통해서 생성된 공적기록물, 즉 비밀이 해제된 공문서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신정근, 철학사의 전환,
파주, 글항아리: 문학동네, 2012, pp.54~55.

149

新羅 上古의 小國服屬과 東南海岸

박경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차

례

Ⅰ. 머리말
Ⅱ. 尼師今期 小國服屬 過程
Ⅲ. 맺음말

Ⅰ. 머리말
신라는 건국 직후부터 소국복속을 시작하였다. 신라의 소국복속은 신라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었다. 그러한 만큼 신라의 소국복속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은 지대하였다. 다만 신라의 소국
복속에 관한 연구는 5세기 이후로 집중되어 있다.1) 해당 시기에 신라의 국가형성이 마무리되고,
광개토왕릉비문 등의 사료에 신라가 등장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신라 초기의 소국복속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신라 초기에 대한 사료가
부족하고 『三國志』와 비교하여 『三國史記』 초기기사가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국사
기』의 초기기사를 부정하는 견해2)와 긍정하는 견해3)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1) 白承玉, 『加耶 各國史 硏究』, 2003, 혜안 ; 「변ㆍ진한 및 가야ㆍ신라의 경계」, 『한국고대사연구』 58, 2010. ; 「변ㆍ진한
및 가야ㆍ신라의 경계 - 역사지도의 경계 획정을 위한 試考」, 『한국고대사연구』 58, 2010. ; 선석열, 「고대의 낙동강
- 신라와 가야의 경계」, 『동남어문논집』 22, 2006. ; 백승충, 「3~4세기 한반도 남부지방의 제세력 동향」, 『부산사학』
19, 1990 ; 이희준,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2007. ; 강종훈, 「상고기 신라의 영역확장과정과 지방통치방식」,
『역사와현실』 31, 한국역사연구회, 1999 ; 이희준,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2007 ;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권1, 푸른역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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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안으로 『삼국사기』 기년을 조정하여 『삼국사기』 초기기록이 후대의 사실이라는 수정론이 등장
하게 되었다.4) 수정론적인 견해는 『삼국사기』 초기기사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해소하는데 많은
성과를 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수정론에서의 기년수정법은 『삼국사기』의 기사를 임의로 재배치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삼국사기』 초기기사의 불신론이나 수정론은 『삼국지』의 기사를 더 신뢰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삼국지』를 비롯한 여타 중국정사를 보면 신라의 소국복속 기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신라의 소국복속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 과정을 전하는 사서는『삼국사기』가 가장
빠르다. 그러므로 『삼국지』와의 차이를 근거로 『삼국사기』기의 초기기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의 소국복속에 대한 연구는 『삼국사기』의 기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삼국지』를 통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라의 소국복속에 대한 연구는 신라의 진출 방향과 과정 그리고 지배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신라가 복속한 소국은 대체적으로 진한과 변진세력권에 속하고 있던 곳이다. 신라가 소국을
복속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한 소국들은 물론 가야를 중심으로 한 변진세력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진한 소국들과의 관계를 넘어 가야와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신라의
소국복속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신라 상고의 소국복속 과정에 대한 종합적 서술을 목표로 한다. 신라의 소국복속과 더불어
가야와의 관계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본고에서 다루는 시간적 범위는 탈해이사금 때부터
기림이사금 때까지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탈해이사금 때 신라의 소국복속이 시작되었고, 기림이
사금 때 신라의 국호가 정해졌기 때문이다. 신라의 국호가 정해졌다는 것은 진한소국내의 세력
재편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신라의 해안지역 소국복속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해안지역 소국복속 과정
중에 가야와의 대립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신라의 내륙지역 소국복속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신라의 성장에 따른 지배방
식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해안지역 소국복속과 내륙지역 소국복속의 차이점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2) 『삼국사기』 초기기사 불신론은 주로 일본인 학자들이 재기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최재석, 「三國史記 초기기록은
과연 조작된 것인가」, 『한국학보』 11, 1985.를 참조할 수 있다.
3) 김원룡, 「삼국시대 개시에 대한 일고찰」, 『동아문화』 7, 1967. ; 천관우, 「삼한의 국가형성 (하)」, 『한국학보』 3,
1976. ; 이종욱, 「백제국가 형성」, 『대구사학』 11, 1976. ; 이강래, 「『삼국사기』의 이른바 '초기기사' 수용방식의 문제」,
『한국고대사탐구』 1, 2009. ; 최범호, 「[삼국사기]초기 기록과 삼국 초기사의 재검토」, 『전북사학』 35, 2009.
4)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88. ; 朱甫暾,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1998. ; 강종훈,
『신라상고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宣石悅, 『新羅國家成立過程硏究』, 혜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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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지역 소국복속과 내륙지역 소국복속의 목적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尼師今期 小國服屬 過程
1. 해안지역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가 가장 먼저 복속시킨 소국은 居漆山國과 于尸山國으로 볼 수 있다.

(A-1) 居道는 성이 전해지지 않고 어느 곳 사람인지도 알 수 없다. 脫解尼師今 때 벼슬을
하여 干이 되었는데, 이때 于尸山國과 居柒山國이 이웃 경계에 끼어있어서 자못 나라의 근심거
리가 되었다. 거도가 변경 관리로서 그 나라들을 병합하려는 뜻을 은근히 품고 매년 한 차례씩
張吐 들에 말떼를 모아 놓고 병사들을 시켜 말을 타고 달리면서 즐기게 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馬叔’이라고 불렀다. 두 나라 사람들은 익히 본 일이라서 신라의 일상적인 행사라고
여기고 괴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에 居道가 병마를 출동시켜 불의에 그들을 공격하여
두 나라를 멸망시켰다.5)

(A-1)의 기사를 보면 居道가 거칠산국과 우시산국을 멸망시키는데 그 이유가 國患이 되기 때문이
었다. 이는 거칠산국과 우시산국이 그 만큼 신라에게 위협적인 세력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居道는 獨自的으로 軍事行動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봤을 때 거도는 군사행동을 독자적으로 행할
만큼의 지방 실력자라고 볼 수 있다.
거도의 출자는 명확하지 않지만 『삼국사기』의 기사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A-2) 탈해이사금 11년 (67년) 봄 정월, 박씨 왕가의 친척으로 하여금 나라 안의 주와 군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였다. 그들을 州主와 郡主라고 부르도록 하였다.6)

위의 기사에 따르면 탈해이사금은 박씨 왕족들을 지방으로 보내고 있다. 거도 역시 이때 張吐지역
5) 『삼국사기』 권44, 열전 제4, 거도. “仕脫解尼師今爲干. 時于尸山國·居柒山國, 介居鄰境, 頗爲國患. 居道爲邊官, 潛懐并呑
之志. 每年一度, 集羣馬於張吐之野, 使兵士騎之馳走, 以爲戲樂. 時人稱爲馬叔. 兩國人習見之, 以爲新羅常事, 不以爲怪.
於是, 起兵馬, 擊其不意, 以滅二國.”
6)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제1, 탈해이사금 11년. “春正月 以朴氏貴戚 分理國內州郡 號爲州主郡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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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내진 박씨 왕족일 가능성이 크다. 67년 이전에는 신라가 지방에 관리를 파견했다는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거칠산국과 우시산국을 멸망시킬 당시 거도가 지방 관리였다면 탈해
이사금 때 지방으로 보내진 왕족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거도의 독자적 군사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 즉, 왕족이었기에 이러한 독자적인 행동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거도가 멸망시킨 거칠산국과 우시산국은 어디로 비정될 수 있을까?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동래군은 본래 거칠산군이라고 하였다.7) 이 거칠산군이 거칠산국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칠산국은 곧 부산지역에 존재했던 소국으로 비정할 수 있다. 우시산국에 대해서는 별 다른 기록이
보이지 않아 그 지역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우시산국을 울산지역으로 보는 학설이
대부분이다.8) 다만 정중환은 우시산국의 위치를 거칠산국과 인접한 동래지역으로 비정하였고,9) 문
경현은 우시산국을 경북 영덕군으로 비정하였다.10) 그러나 거칠산국과 우시산국이 동시에 멸망한다
는 점으로 봤을 때 우시산국의 위치는 영덕이 아닌 거칠산국으로 비정되는 부산의 인근 지역이어야
한다.11) 거칠산국과 우시산국이 부산과 울산지역이라면 거도가 ‘使兵士騎之馳走, 以爲戲樂’ 한 張吐之
野 역시 이 근방이어야 한다. 張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으로 비정한 견해가 있지
만,12) 이는 거칠산국을 울산광역시 언양으로 비정하여 내린 결론이기에 수긍하기 어렵다.
장토는 거칠산국과 우시산국을 아우르는 중간지점에 위치해야 한다. 거도가 장토의 들에서 군사
행동을 했다는 것은 거칠산국과 우시산국 兩國의 긴장감을 불러오는 것이었다. 따라서 양국도 거도
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해 군사를 움직였을 것이다.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풀어진 ‘不以爲怪’
한 시점에 일거에 양국의 병사를 격퇴하고 멸망시켜 버렸을 것이다. 거도가 양국을 멸망시킨 시점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는 전하지 않지만 『大東地志』에는 그 시점을 탈해이사금 23년(79년)이라고
전하고 있다.13) 거칠산국과 우시산국이 함께 멸망하였기 때문이 우시산국 또한 79년에 멸망한 것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앞서 77년 黃山津口에서 신라와 가야가 전쟁을 하고 있다.

7) 『삼국사기』 권34, 잡지 제3, 신라 양주. “東萊郡 本居柒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東平縣 本大甑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機張縣 本甲火良谷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8) 이형우, 「탈해집단의 사로지역 이주에 대하여」,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5, 1994, pp. 31~33. ; 선석열, 「고대
울산과 운화리고분군」,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운화리고분군-』, 울산대학교박물관, 1998, pp. 65~67. ; 김철준, 「신
라 上古世系와 그 紀年」, 『韓國古代社會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pp. 181~182. ; 김재홍, 「신라(사로국)의 형성과
발전」, 『역사와현실』 21, 1996. pp.100~107.
9) 정중환, 「瀆盧國考」, 『백산학회』 8, 1970. pp.65~69.
10) 문경현, 「新羅國 形成過程의 硏究」, 『大丘史學』 6, 1973. p.16.
11) 이처럼 우시산국의 위치에 대하여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본고의 주제와는 맞지 않음으로 추후에 논의 하기로
한다.
12) 박승홍, 「于尸山國考」, 『地名學』 16, 2010, p.180.
13) 『대동지지』, 권7, 동래. “本居漆山國 [一云萇山國, 古址在府東十里], 新羅脫解王二十三年取之, 置居漆山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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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탈해이사금 21년 (77년) 가을 8월, 아찬 吉門이 加耶 병사를 상대로 黃山津 어귀에서
싸워 1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길문을 파진찬으로 삼아 그 공에 대한 상을 주었다.14)

황산진은 지금의 양산시 물금읍 근처로 볼 수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보면 양산군의 산천에
黃山江이 확인된다.15) 그리고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를 보면 가야의 동쪽 경계가 黃山河로 나오
며,16)『廣輿圖』의 양산을 보면 洛東江 以東에 黃山驛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황산하는
지금의 낙동강이며, 황산진은 이 부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吉門이 가야 병사와 싸운 곳은 양산 지역이다. 이에 대해 김태식은 신라와 가야가
각각 辰韓과 弁辰의 소국 중 하나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한조의 내용을
근거로 들어 黃山津口의 전투가 신라와 가야가 각각 盟主로 성장한 3세기 무렵의 사실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7) 그러나 경주에서 형산강지구대를 따라 울산의 언양으로 향한 다음 양산천을
통해 양산으로 가는 길은 평지나 다름없다. 게다가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거지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라면 국가의 성장과정과는 무관하다고 여겨진다.
黃山津口의 전투를 통해 신라는 가야세력을 낙동강 유역에서 밀어내게 되었다. 그리고 2년 뒤
79년에 거도는 거칠산국과 우시산국을 멸망시켰다. 거도는 거칠산국과 우시산국을 공격하기에 앞서
每年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黃山津口 전투 직후부터 거칠산국과 우시산국 兩國의 정벌
을 준비했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듯하다. 즉, 가야는 신라의 중앙군이 직접 상대하고 거도의 지방군
은 양국을 공격하여 멸망시킨 셈이다.
거칠산국은 弁辰勢力圈에 속하는 정치집단 중 하나였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弁辰瀆盧國을
확인 할 수 있는데18), 이 독로국이 현재 부산으로 비정되고 있다.19) 즉, 거칠산국과 독로국은 동일한
소국을 일컫는 말인 셈이다. 독로국 앞에 변진이 붙었다는 것은 독로국이 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변진세력권이었음을 의미한다.
즉, 신라가 黃山津口의 가야로 공격해 들어간 것은 가야가 같은 변진세력권인 거칠산국의 일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기 위함이었다. 신라는 기습적인 공격을 통해 동남해안의 수역을 차지하였다.
14)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제1, 탈해이사금 21년. “秋八月 阿飡吉門 與加耶兵 戰於黃山津口 獲一千餘級 以吉門爲波珍飡
15)
16)
17)
18)

賞功也”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2, 경상도, 양산군, 산천.
『삼국유사』, 권2, 기이 제2, 가락국기. “(상략) 東以黃山江 西南以蒼海 西北以地理山 東北以伽耶山 南而爲國尾 (후략)”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권1, 푸른역사, 2002, p.127.
『삼국지』 魏志 東夷傳, 韓. “有已柢國·不斯國·弁辰彌離彌凍國·弁辰接塗國·勤耆國·難彌離彌凍國·弁辰古資彌凍
國·弁辰古淳是國·冉奚國·弁辰半路國·弁[辰]樂奴國·軍彌國(弁軍彌國)·弁辰彌烏邪馬國·如湛國·弁辰甘路國·戶

路國·州鮮國(馬延國)·弁辰狗邪國·弁辰走漕馬國·弁辰安邪國(馬延國)·弁辰瀆盧國·斯盧國·優由國”
19) 백승옥, 「변ㆍ진한 및 가야ㆍ신라의 경계 - 역사지도의 경계 획정을 위한 試考」, 『한국고대사연구』 58, 2010,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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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에 따르면 신라가 차지한 독로국은 왜와 인접해있다고 기록되어 있다.20) 왜와 한반도는
바다를 끼고 떨어져 있다. 그런데 왜와 인접해 있다고 기록한 것은 독로국이 바다를 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海洋勢力인 脫解 세력21)이 신라에 들어온 이후 탈해가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동남해
안의 진출인 것에 비추어봤을 때 이는 탈해 세력의 유입으로 인해 신라가 바다를 중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상치 못한 신라의 움직임에 洛東江 下流 流域을 상실한 가야는 낙동강유역을 되찾기 위한 군사
적 움직임을 전개하였다.

(A-4) 파사이사금 3년 (82년) 봄 정월, 명령을 내렸다.
“지금 나라 창고가 비었고 병기는 무디어졌다. 혹시라도 홍수나 가뭄이 생기거나 변방에
변고가 생기면 어떻게 막아내겠는가? 마땅히 관리들에게 농사와 양잠을 권장하도록 하고
병장기를 벼리어 의외의 일에 대비하도록 하라.”22)

위의 기사를 보면 신라는 변방에 생길 변고를 대비하고 병장기가 무디어졌기 때문에 병장기를
벼리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이어 가야에 대비하여 加召城과 馬頭城을 築城한다.23) 이는 신라가
가야세력이 공격해 올 것을 미리 감지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때 신라가 쌓은 兩城은
양산의 北部洞山城과 新基里山城이라고 볼 수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양산에 古山城과
古長城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24) 북부동산성과 신기리산성은 산을 경계로 마주보고 있으며, 낙동
강 以西지역에서 以東지역으로 상륙하는 적을 바라보기에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축성과 동시에
신라는 사신을 파견하여 군주와 주주를 조사하였다.

(A-5) 파사이사금 11년 (90년) 가을 7월, 열 명의 使者를 나누어 파견하여 州主와 郡主들을
조사하고, 공무에 성실하지 않거나 밭과 들을 많이 황폐하게 한 자가 있으면 관직을 아래로
20) 『삼국지』 魏志 東夷傳, 韓. “其瀆盧國與倭接界.”
21) 『삼국사기』 신라본기 탈해이사금 조에 따르면 탈해가 아진포를 통해 신라로 들어왔고, 고기를 잡아 어머니를 봉양했다
는 점. 『삼국유사』 기이편에 따르면 탈해가 배를 타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탈해 세력은 해양에서 활동하던 세력임을
유추할 수 있다.
22)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제1, 파사이사금 3년. “ 春正月 下令曰 今倉廩空匱 戎器頑鈍 儻有水旱之災 邊鄙之警 其何以禦
之 宜令有司 勸農桑 練兵革 以備不虞”
23)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제1, 파사이사금 8년. “秋七月 下令曰 朕以不德 有此國家 西隣百濟 南接加耶 德不能綏 威不足
畏 宜繕葺城壘 以待侵軼 是月 築加召馬頭二城”
2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2, 경상도, 양산군, 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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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거나 파면하게 하였다.25)

이때 조사한 주주와 군주는 거도의 경우와 같이 중앙에서 파견한 왕족이거나 신라에 복속된
지배자로 봐야 할 것이다. 이 당시 신라의 지방 통치에 대해서 강종훈은 이사금기에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고 군사적 거점지역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간접지배를 행하였다고 보았으며26), 이희준은 신라가 5세기 후반에 이르러 직접지배 단계로 진입했
다고 보았다.27) 주보돈 역시 피복속지역에 대한 직접지배는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28) 다만
선석열은 이사금기에 복속된 소국을 정복당한 소국과 항복한 소국을 나누어 보고 있다. 그리하여
항복한 소국에게는 지배권을 인정해주고 정복당한 소국은 지배권을 박탈했다고 보았다.29) 이외에도
다양한 논의들이 있지만 당시의 신라가 전국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파사이사금 때에 조사한 10명의 주주와 군주는 피복속지역의 지배자로 여겨진다.
신라가 양산지역에 쌓은 마두성과 가소성은 지역의 소국들을 통제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신라가 兩城을 통해 동남해안을 간접지배 하는 것에 대해 가야는 심하게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가야는 마두성을 공격하고,30) 남쪽 변경을 약탈31)하는 등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그러나 가야의 공격은 번번이 격퇴되었는데, 이것은 兩城이 가야에서 신라로 건너오는 길목에 축성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부산지역의 지배권에 대해서는 신라가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고학적
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동래지역에는 복천동고분군이 축조되는 등 뚜렷한 정치집단이 있었음을 암시
한다. 그러나 울산지역은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지리지에 따르면 신라는 파사이
사금 때 울산지역을 빼앗아 현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보인다.32) 그리고 『삼국유사』에서 蒲上八國이
공격한 지역이 부산이 아니라 울산33)이라는 점으로 보았을 때 부산은 최소한 내해이사금 이전에는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울산지역은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자들
은 신라의 동남해안 진출이 이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신라의 동남해안 진출은 『삼국사기』의 기년을 수정하여 3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34), 4세기 중반으로 보는 견해35), 4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36)가 있다. 『삼국사기』 기년을
25)
26)
27)
28)
29)
30)
31)

『삼국사기』권1, 신라본기 제1, 파사이사금 11년. “秋七月 分遣使十人 廉察州郡主 不勤公事 致田野多荒者 貶黜之”
강종훈, 「상고기 신라의 영역확장과정과 지방통치방식」, 『역사와현실』 31, 한국역사연구회, 1999. pp.33~34.
이희준,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2007. p.209.
朱甫暾,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 과 村落』, 신서원, 1998. p. 441.
宣石悅, 『新羅國家成立過程硏究』, 혜안, 2001, pp. 137~140.
『삼국사기』권1, 신라본기 제1, 파사이사금 15년. “春二月 加耶賊圍馬頭城 遣阿飡吉元 將騎一千 擊走之”
『삼국사기』권1, 신라본기 제1, 파사이사금 17년. “九月 加耶人襲南鄙 遣加城主長世拒之 爲賊所殺 王怒 率勇士五千出戰

敗之 虜獲甚多”
32) 『삼국사기』 권34, 잡지 제3, 지리1, 신라 양주. “河曲[一作西]縣 婆娑王時 取屈阿火村 置縣 景德王改名 今蔚州”
33) 『삼국유사』 권5, 피은 제8, 물계자. “(상략) 骨浦國[今合浦也]等三國王各率兵來攻竭火[疑屈弗也 今蔚州]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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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여 보고자하는 견해는 기년의 수정법에 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
따르기 어렵다. 백승충은 가야 연맹이 붕괴되고 김해 세력이 맹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신라가
부산지역으로 진출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포상팔국의 난으로 김해 세력이 타격을 입었
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포상팔국의 난이 언제 일어난 것인지 제대로 전제되어야 한다.
포상팔국의 난이 일어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리고 포상팔국의 난으로 인해
김해 세력은 약해지지 않았다. 김해의 대성동 고분군은 5세기 전반까지 축조되고 있다.
백승옥은 3세기 이전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37)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삼
국지』 와 『삼국사기』를 비교하고, 고고학적 자료를 분석했을 때 신라의 전신인 斯盧國은 경주분지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사로국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다.
단지 사로국이 변진한 24국 중 하나라고만 전하고 있다. 물론 이를 통해서 사로국이 아직 소국들을
정복할 단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파사이사금 때 복속된 우시산국은 소국으로 나오지도
않는다. 이런 면에서 『삼국지』 위지 동이전을 그대로 본다면 이때의 사로국은 우시산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5세기이후에 진출했다는 견해가 있다.38) 이는 복천동고분군의
문화적 양상이 5세기 중엽이 되면 新羅和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公州 武寜王陵이 梁나라
양식이라고 해서 백제가 양나라의 勢力圈이 아니듯이 무덤의 양식으로 세력의 진출 여부를 판단하
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김대환은 복천동고분군의 출토유물을 분석하여 부산지역은 당시 낙동강 하류지역의 김해 집단이
누리던 교역중개지의 기능을 장악하기 위한 군사·경제적 기능을 수행했던 신라의 한 거점세력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39)
이상의 논지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거칠산국과 우시산국, 兩國을 공격한 주체는
신라 중앙군이 아니라 거도의 지방군이었다. 부산지역과 울산지역 인근의 장토의 거도가 兩國을
공격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신라의 동남해안 진역 진출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일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주
와 양산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쉽게 오갈 수 있었다. 즉, 쉽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신라는 양산의 물금지역을 장악하여 성을 축성하여 방어거점을 마련
한 것이다.
34)
35)
36)
37)
38)

宣石悅, 앞의 책. p.131.
백승충, 「3~4세기 한반도 남부지방의 제세력 동향」, 『부산사학』 19, 1990, p.59.
朱甫暾, 앞의 책. p.487.
백승옥, 「변ㆍ진한 및 가야ㆍ신라의 경계」, 『한국고대사연구』 58, 2010, p.77.
申敬澈,「金海大成洞 · 東萊福泉洞古墳群 點描 -金官加耶 이해의 一端-」, 『釜大史學』 19, 1995, p.46의 주51).
金大煥, 「부산지역 금관가야설의 검토」, 『영남고고학』33, 2003, pp.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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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울산 태화강 근처에 달천 철광산이 있고, 양산 물금진에 철산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때의 진출이 철산지 확보를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40) 해안을 둘러싼 신라와 가야의
경쟁은 東南海岸 수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A-6) 파사이사금 23년 가을 8월, 音汁伐國과 悉直谷國이 국경 문제로 다투다가 임금에게
찾아와서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임금이 어려워하다가 金官國 首露王이 나이가
많고 아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하여, 그를 불러와 물었다. 수로가 의견을 내어 다투던 땅을
음집벌국에 귀속하게 하였다. 이에 임금은 6부에 수로왕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도록 명하였다.
5부는 모두 이찬으로 연회의 주인을 삼았는데, 오직 漢祇部만은 직위가 낮은 자를 연회의
주인으로 삼았다. 수로가 노하여 그의 종 耽下里를 시켜 한기부의 우두머리 保齊를 죽이게
하고 돌아갔다. 종은 도망하여 음집벌국 우두머리인 陁鄒干의 집에 의탁하였다. 임금이 사람
을 보내 그 종을 찾았으나 陁鄒는 돌려 보내지 않았다. 임금이 노하여 병사를 일으켜 음집벌국
을 공격하니, 그 우두머리가 무리와 함께 스스로 항복하였다. 悉直, 押督 두 나라 임금도
와서 항복하였다.41)

(A-6)에 나오는 압독국은 경북 경산시에 해당하며42), 음집벌국은 지금의 경주시 安康에 해당하
고43) 실직곡국은 지금의 三陟에 해당한다.44) 선석열은 음집벌국과 실직곡국의 국경다툼이 교역과정
에서 일어난 갈등이라고 하였다.45) 음집벌국과 실직곡국은 국경다툼에서 처음에는 신라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신라는 金官國에 의견을 물었다. 이는 금관국이 신라보다 우위에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당시 신라와 가야가 경쟁하고 있다는 점으로 봤을 때 금관국이 이 지역의 교역로 다툼에
개입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기부의 반발로 인해 동해안 지역의 交易體系로 진출하려했
던 금관국의 의도는 배제되었다.46) 신라는 금관국의 진출의도를 차단함과 동시에 음집벌국과 실질
곡국, 압독국을 복속하였다. 결국 신라는 진한지역의 交涉主導權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고 금관국은
교역범위를 동해안까지 확대하지 못하였다.
40) 이희준, 앞의 책. p.201
41)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제1, 파사이사금 23년. “秋八月 音汁伐國與悉直谷國爭疆 詣王請決 王難之 謂金官國首露王
年老多智識 召問之 首露立議 以所爭之地 屬音汁伐國 於是 王命六部 會饗首露王 五部皆以伊飡爲主 唯漢祇部 以位卑者主之
首露怒 命奴耽下里 殺漢祇部主保齊而歸 奴逃 依音汁伐主陁鄒干家 王使人索其奴 陁鄒不送 王怒 以兵伐音汁伐國 其主與衆
自降 悉直押督二國王來降 冬十月 栱李華”
42) 『삼국사기』 권34, 잡지 제3, 지리1, 신라 양주 “獐山郡 祇味王時 伐取押梁[一作督]小國 置郡”
43) 『삼국사기』 권34, 잡지 제3, 지리1, 신라 양주. “音汁火縣 婆娑王時 取音汁伐國 置縣 今合屬安康縣”
44) 『삼국사기』 권35, 잡지 제4, 지리2, 신라 명주. “三陟郡 本悉直國 婆娑王世來降”
45) 宣石悅, 앞의 책 p.134.
46) 宣石悅, 앞의 책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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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으로 살펴봤을 때 신라와 가야간의 수역을 두고 일어난 다툼은 신라의 우세로 끝이
났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신라는 결국 부산지역을 차지하지 못했다.

2. 內陸地域

辰韓 小國들은 대체적으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낙동강은 고대에 유용한 交易
路가 되었다.47) 그러나 낙동강 유역은 慶北內陸地方에 위치하여 동으로는 太白山脈, 북으로는 小白山
脈에 가로막혀 있어 對外交流에는 무리가 있었다. 다만 경주는 형산강지구대를 따라 동해안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신라는 동해안의 교역로를 차지
하여 진한 소국들보다는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여 진한의 맹주가 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신라는
우월한 國力을 바탕으로 진한 소국들을 정복해 나갔다.

(A-7) 파사이사금 29년 (108년) 병사를 보내 比只國, 多伐國, 草八國을 정벌하여 병합하였
다.48)

(A-7)은 신라 동해안 지역에 인접한 국가를 제외한 내륙의 첫 번째 소국정복의 내용이다. 신라
가 복속한 소국은 比只國, 多伐國, 草八國이다. 비지국, 다벌국, 초팔국은 각각 昌寧, 陜川, 草溪
方面으로 볼 수 있다.49)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신라는 일시에 이들 지역으로 진출하였는데, 신라가
이 지역으로 진출하려면 永川과 淸道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영천지방에 있었던 骨伐國50)은 236년에
신라에 항복하였고51), 청도지역으로 비정되는 伊西國52)이 297년에 金城으로 공격해오고 있다.53)
그리하여 백승옥은 신라가 이 지역으로 진출한 것은 적어도 4세기 이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54) 그러나 골벌국과 이서국이 신라의 간접지배를 받는 형태였다면 이때의 진출이 불가능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A-8) 지마이사금 4년 (115년) 봄 2월, 가야가 남쪽 변경을 노략질하였다.
47)
48)
49)
50)
51)
52)
53)
54)

선석열, 「고대의 낙동강 - 신라와 가야의 경계」, 『동남어문논집』 22, 2006, p.29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제1. 파사이사금 29년. “遣兵伐比只國多伐國草八國幷之”
白承玉, 『加耶 各國史 硏究』, 혜안, 2003, p.250
『삼국사기』권34, 잡지3, 지리1, 신라 양주. “臨川縣 助賁王時 伐得骨火小國 置縣”
『삼국사기』권2, 신라본기 제2, 조분이사금 7년. “春二月 骨伐國王阿音夫 率衆來降 賜第宅田莊安之 以其地爲郡”
『삼국유사』권1, 기이 제1, 이서국. “卽淸道郡 古伊西郡也”
『삼국사기』권2, 신라본기 제2, 유례이사금 14년. “伊西古國來攻金城 我大擧兵防禦 不能攘”
백승옥, 앞의 책.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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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7월, 임금이 가야를 직접 정벌하였다.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黃山河를 건넜다. 가야
인들이 숲 속에 병사를 매복시키고 기다렸으나, 임금이 이를 모르고 곧장 나아가니 복병이
나와 여러 겹으로 포위하였다. 임금은 병사를 지휘하여 떨쳐 싸워 포위를 뚫고 퇴각하였다.55)

(A-8)의 기사에 따르면 가야가 신라의 남쪽 변경을 노략질 하는데 이는 신라가 비지국과 초팔국을
공격한 것에 대한 견제로 보인다. 즉, 가야는 신라를 직접 공격하여 낙동강 중·상류의 소국들이
신라로 복속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볼 수 있다.
가야의 공격에 대하여 신라는 왕이 직접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새롭게 복속된 지역에
신라의 힘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가야는 신라의 공격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봤듯이 신라와 가야의 전쟁은 대부분 신라의 승리였다. 그리고 그 전장은 신라의
영향권이었다. 가야의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이에 가야는 신라를 자국의
영토로 유인하였다. 신라가 낙동강을 건넜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낙동강은 넓은 강이다. 때문에
渡河가 쉽지 않았다. 가야가 신라에 계속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낙동강을 건너 신라를 공격한
면도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적을 공격할 때 도하하는 것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도하중이나
상륙 중에는 무방비가 되기 십상이다.
가야의 매복에 당한 신라는 1년 뒤 무려 1만에 달하는 병사를 보내 가야를 공격했다. 그러나
이번 전투에서도 신라는 가야를 이기지 못하고 퇴각해야 했다.56) 신라의 패배는 盟主로서의 권위가
무너지는 일이었다. 실제로 신라의 패배 이후 압독국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했다. 『삼국사기』
에 따르면 압독국은 파사이사금 때 복속되었다. 한편 『삼국유사』 왕력편57)과 『高麗史』 지리지58)에
서는 지마이사금 때 복속된 것으로 나온다. 이는 파사이사금 때 항복한 압독국이 지마이사금 때
반란을 일으켰다가 다시 복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주 주변의 소국을 복속한 신라는 북쪽으로의 진출을 시도했다. 남서쪽으로는 가야 세력권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곳으로의 진출은 무리였다. 신라는 아달라이사금 때 竹嶺과 鷄立嶺을 열었다.59)
그런데 열었다는 표현으로 보아 처음으로 개척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령과 계립령이 공식적인
교통로로서 국가적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60)
55) 『삼국사기』권1, 신라본기 제1. 지마이사금 4년. “春二月 加耶寇南邊 秋七月 親征加耶 帥步騎 度黃山河 加耶人伏兵林薄
56)
57)
58)
59)

以待之 王不覺直前 伏發圍數重 王揮軍奮擊 決圍而退”
『삼국사기』권1, 신라본기 제1. 지마이사금 5년. “秋八月 遣將侵加耶 王帥精兵一萬以繼之 加耶嬰城固守 會久雨 乃還”
『삼국유사』권1, 왕력. 지마이질금. “(상략) 是王代 滅音質國 今安康 及押梁國 今梁山 (후략)”
『고려사』 권57, 지리 제2, 경상도, 동경유수관경주, 장산군 “本押梁小國【一云押督】, 新羅祗味王, 取之, 置郡.”
『삼국사기』권2, 신라본기 제2, 아달라이사금 3년. “開雞立嶺路”, 『삼국사기』권2, 신라본기 제2, 아달라이사금 5년.

“春三月 開竹嶺”
60) 朱甫暾, 앞의 책,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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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립령은 경북 문경시 문경읍에서 충북 충주로 넘어가는 길이고, 죽령은 경북 영주에서 충북
단양으로 넘어가는 길이다. 계립령과 죽령의 확보는 신라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이 지역은 경북내륙
에서 외부세력으로 통하는 길이었다. 신라는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외부세력이 신라로 공격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더욱이 신라는 이러한 교통로를 이용하여 외부세력과 교역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선진문물을
수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內陸交易路의 확보는 海洋交易路의 依存을 줄이는 역할을 해주었다.

(A-9) 벌휴이사금 2년 (185년) 2월, 파진찬 仇道와 일길찬 仇須兮를 左右軍主로 삼아 召文國
을 정벌하였다. 軍主라는 명칭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61)

신라가 경주에서 출발하여 계립령과 죽령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의 의성을 지나야만 한다. 소문
국은 의성에 있었다.62) 즉, 소문국의 협조 없이는 북쪽의 계립령과 죽령으로 진출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아달라이사금 때의 계립령과 죽령으로의 진출은 소문국이 신라를 진한의
맹주로 인정하여 길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신라는 계립령과 죽령을 개통한 이후
소문국을 정벌했다. 이는 계립령과 죽령의 교통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앞서
살펴봤듯이 진한의 소국들은 신라에 복속되어도 곧잘 반란을 일으키곤 하였다. 신라는 이런 일을
조기에 차단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내해이사금은 서쪽의 군읍으로 순행을 떠난다.

(A-10) 내해이사금 13년 (208년) 봄 2월, 서쪽의 郡邑을 두루 돌아보고 열흘이 되어서 돌아
왔다.63)

이는 신라의 진한 소국 복속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 동안 복속된
소국들을 신라의 왕이 직접 돌아보면서 신라세력권으로 재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일은
그동안 벌어졌던 신라와 가야의 주도권이 일단락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달라이사금 이전 신라와 가야의 주도권 다툼이 일단락되었다는 것은 蒲上八國의 난을 통해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신라와 가야의 경쟁에서 가야는 계속해서 패하고 있었다. 가야는
연이은 패배로 인해 통합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결국 蒲上八國의 도전을 불러왔다.
『삼국사기』권2, 신라본기 제2, 벌휴이사금 2년. “春正月 親祀始祖廟 大赦 二月 拜波珍飡仇道一吉飡仇須兮爲左右軍主
伐召文國 軍主之名始於此”
62)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1, 신라 상주. “聞韶郡 本召文國 景德王改名 今義城府”
63)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 제2, 내해이사금 13년. “春二月 西巡郡邑 浹旬而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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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야는 이마저도 대처하지 못하고 신라의 도움을 통해 겨우 극복할 수 있었다.64) 이를 계기
로 가야는 신라에 人質을 보내게 된다.65) 그리하여 가야의 힘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는 가야가
신라와의 경쟁에서 점차 밀리고 있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가야가 약해진 틈을 타서 신라는 조분이사
금 때 낙동강 以西에 위치한 김천66)의 甘文國을 복속시켰다.67) 그리고 骨伐國이 스스로 항복해왔다.
신라는 골벌국왕에게 집과 토지를 주어 편안히 살게 하고, 그 땅을 군으로 삼았다.68) 이는 신라의
골벌국의 지배가 間接支配에서 直接支配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조분이사금 때부터는 신라의 지배방식이 間接支配에서 直接支配로 전환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沙梁伐國의 멸망이라고 볼 수 있다. 신라에 속해있던 사량벌국이 배반하여 백제에
붙어버리자 신라는 昔于老를 보내 멸망시켜버렸다.69) 이는 신라세력권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신라세력권에서 이탈하면 그 지역의 지배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아예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지배방식의 변화는 소국들의 반발을 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97년 伊西古國이 신라의 금성을 직접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서고
국은 이서국으로 볼 수 있다. ‘古’자가 사용된 것은 이미 신라에 복속되어 간접지배를 받고 있었던
정치집단으로 볼 수 있다. 즉, 간접지배를 받고 있던 이서고국은 신라가 지배방식을 직접지배방식으
로 바꾸려 하자 신라를 직접 공격한 것이었다. 이후 신라는 나물마립간때까지 세력의 안정화에
주력하였다. 신라본기에는 미추이사금 이후 총 4번이나 왕의 순행기사가 보이는데, 이는 그동안
복속한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었다.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진한세력권을 신라세력권으로 통합시킨 이후 기림이사금 때 신라는 국호를 다시 신라로 정했
다.70) 이는 이제 진한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신라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내륙지역으로의 진출을 통한 진한 내부의 통합은 신라의 성장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라는
弁辰의 내륙과 辰韓 내륙의 낙동강 상류지역을 장악하여 정치적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

<표 1> 三國史記에 記載된 미추이사금 이후 순행 기사

時期
미추이사금 3년

內容
봄 2월, 동쪽을 두루 살펴보다 바다에 望祭를 지냈다.

64)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 제2, 내해이사금 14년. “秋七月 浦上八國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王命太子于老與伊伐飡利音
65)
66)
67)
68)
69)
70)

將六部兵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六千人 還之”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 제2, 내해이사금 17년. “春三月 加耶送王子爲質”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9, 경상도, 개령현, 건치연혁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 제2, 조분이사금 2년. “秋七月 以伊飡于老爲大將軍 討破甘文國 以其地爲郡”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 제2, 조분이사금 7년. “春二月 骨伐國王阿音夫 率衆來降 賜第宅田莊安之 以其地爲郡”
『삼국사기』 권45, 열전 제5, 석우로열전. “(상략) 沾解王在位 沙梁伐國舊屬我 忽背而歸百濟 于老將兵往討滅之”
『삼국사기』권2, 신라본기 제2, 기림이사금 10년. “復國號新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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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이사금 3년

3월, 黃山에 가서 나이 많은 사람과 가난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위문하고 구제하였다

미추이사금 23년

봄 2월, 나라 서쪽의 여러 성을 두루 돌며 위로하였다.

기림이사금 3년

2월, 比列忽을 두루 돌아보며 나이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몸소 위문하
고 어려운 정도에 따라 곡식을 차등을 주어 나누어 주었다.

3. 小國服屬 比較檢討

앞서 살펴본바 신라의 소국복속은 일정한 순서가 있고 차이점도 있음을 알게 된다. 신라가 가장
먼저 진출한 지역은 해안지역이었다. 이 지역으로의 진출은 교역로의 확보차원에도 있지만 철산지
를 확보하기 위한 것 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해안지역을 확보한 신라는 내륙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때의 진출은 진한소국들을 복속시
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라는 진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진한지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당면과제로 볼 수 있다.
신라가 진한소국들을 손쉽게 복속시킬 수 있는 이유도 여기서 비롯되었다. 진한소국들은 이미
진한이라는 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진한소국들은 신라를 진한의 맹주로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신라의 내륙소국 복속은 진한지역의 맹주가 되고 진한세력권을 신라세력권으로 재편하는 과정이
었던 것이다. 동남지역은 그 반대였다. 거칠산국은 弁辰瀆盧國라는 弁辰에 속한 소국이었다. 즉,
辰韓勢力圈이 아닌 弁辰勢力圈인셈이다. 거칠산국과 우시산국 관련 기사를 보면 兩國의 복속은 처음
부터 ‘滅’이라는 단어로 표기하고 있다. 『三國史記』 소국복속 기사에서 ‘滅’이 사용된 것은 신라본기
의 于尸山國·居漆山國·沙梁伐國·加耶, 고구려본기의 樂浪·北沃沮·梁貊·蓋馬, 백제본기의 馬韓
총 9번에 해당한다. 이 중 사량벌국은 신라를 배반했다가 ‘滅’ 했기에 제외하면 처음부터 ‘滅’이
표기된 소국은 8개국이며 낙랑·북옥저·양맥·개마·마한은 각 본기의 주체의 외부세력에 해당한
다. 이렇게 본다면 거칠산국과 우시산국 역시 신라의 입장에서는 외부세력인 것이다.
신라의 소국복속에 대해서도 이유가 보이는 것은 거칠산국·우시산국·음집벌국뿐이다. 음집벌
국이 공격을 받는 이유는 가야의 편에 섰기 때문이다. 거칠산국과 우시산국 兩國이 공격을 받는
것은 兩國이 신라의 ‘國患’이 되기 때문이었다. 다른 소국들은 별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前述했
듯이 이는 진한세력권의 재편이기 때문에 이유가 필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복속과정에서도 차이가 난다. 거칠산국과 우시산국 兩國을 제외한 소국들은 단번에 신라에 제압
당했다. 몇 번의 반란이 있기는 했지만 그 마저도 금세 진압 당했다. 반면 兩國은 거도가 ‘每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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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여 멸망시켰다. 그리고 그 내용도 다른 소국들의 복속에 비해 상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봤을 때 거칠산국과 우시산국은 진한세력권이 아니며,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가장 먼저 공격하여 진출을 시도했다는 것은 초기에는 신라가 그만큼 동남해안
과 철산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다만 동해안의 철산지를 확보하고 내륙지방의
교역로를 확보한 이후에는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라는 내륙교역로를 확보한 이후 해양교역로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탈해이사
금 때의 진출 이후 이른 시기에 부산지역을 상실했음에도 다시 이 지역으로 진출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다. 신라의 진출과정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三國史記에 記載된 新羅 尼師今期 進出過程

時期

海岸地域

脫解尼師今 23년

居漆山國

(79년)
婆娑尼師今 23년

于尸山國
音汁伐國

(102년)

悉直谷國

(156년)
阿達羅尼師今 5년
(158년)
伐休尼師今 2년
(185년)
助賁尼師今 2년
(231년)
助賁尼師今 7년
(236년)
沾解尼師今
(247~261)
儒禮尼師今 14년
(297년) 이전

用語

攻擊 主體

國患

滅

邊官 居道

加耶勢力과의 結託

伐

婆娑尼師今 親征

伐

新羅兵

多伐國

(108년)

(80~112년)
阿達羅尼師今 3년

押督國

服屬理由

比只國

婆娑尼師今 29년

婆娑尼師今

內陸地域

草八國
屈阿火村

取
鷄立嶺

開

竹嶺

開
左右軍主

召文國

伐

波珍飡 仇道
一吉飡 仇須兮

甘文國

破

骨伐國

降

沙梁伐國
伊西國

百濟로의 離反

滅

伊飡 于老

舒弗邯 于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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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맺음말
이상과 같이 신라 이사금기의 소국 복속에 관하여 복속의 순서, 관련 기사의 검토, 신라의 성장과
관련하여 가야의 대응과 내륙소국 복속과 해안소국 복속이 가지는 의미를 비교해 보았다. 이를
요약하여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신라의 최초의 소국 복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칠산국과 우시산국의 복속에 대한 관련 기사를
검토하였다. 기왕의 견해는 신라의 동남지역진출이 3세기 내지 4세기 후반의 일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런 견해들은 고고학적 사료와 『삼국지』를 토대로 한 것이지만, 기사 내용 그대로의 상세한 분석은
없었다. 거칠산국과 우시산국을 공격한 주체는 신라의 중앙군이 아니라 지방의 관리 거도였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신라의 중앙군이 집적 동남해안지역을 공격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
도, 지방군이라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논지였다.
동해안의 복속은 가야의 진출과 관련지어 보았다. 동남해안의 수역을 차지한 가야는 신라의 기습
적인 동남지역 진출로 인해 촉발된 해안의 교역로를 두고 일어난 전쟁에서 기존의 신라가 주도권을
지니고 있던 동해안 교역로로 진출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내륙지방의 복속은 진한세력권을 신라세력권으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신라의
내륙소국 복속은 별다른 반발 없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를 신라의
간접지배로 해석하였는데, 필자도 이에 따라 신라가 간접지배의 형태로 내륙소국을 복속시켜 나갔
으며, 助賁尼師今대 부터 직접지배로 전환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신라의 내륙소국 복속에
대해 가야가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사료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신라의 소국복속은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동남해안의 소국의 복속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소국 복속과는
달리 이유, 과정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다.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내륙소국의 복속과는 달리 동남
해안 지역의 복속에는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는 동남해안 지역이 그 만큼 신라에게 중요
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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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고학자의 한반도 도래인 인식>에 대한 토론

이동희
인제대학교

이 글은 일제 강점기 이래 일본 학자들의 한반도 도래인(이주민) 인식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고 있다. 특히, 패전 후의 일본 학계에서 한반도 도래인의 대규모 이주설을 제창했던 인류학자의
학설에 대한 대응방식을 통해서 일본 고고학계의 도래인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글을 보고 토론자가 느낀 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일본 고고학자의 도래인
인식은 토착민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자민족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려는 민족주의가 선입견으로 작용
하면서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제대로 된 연구가 희소하다는 점이다.
발표자는 일본인이면서도 일본학계에 팽배한 민족주의를 넘어 객관적으로 접근하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데,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발표자의 논지에 대부분 공감하는데, 몇 가지 부연설명과 더불어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가 주장하고 있듯이, 패전후의 일본학계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직접적인 계통관
계를 기피하는 인식이 조성되어 왔다. 즉, 혈연관계를 연상케 하는 ‘민족이동’의 시각을 배제하고
간접적인 관계를 연상케 하는 ‘문화전파’의 시각에서 설명하려는 접근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일본에서 발견되는 지석묘에 대한 해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즉, 일본 큐슈
서북부 지역에만 한정되어 분포하는 지석묘에 대해서 일본 고고학자들의 다수는 한반도 주민의
이주가 아닌 토착민(죠몽인)들에 의한 문화의 수용이라는 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지석묘와 동시기의
송국리형 주거지가 서일본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고, 도작농경(벼농사) 기술의 전파에도 이주민의
기술 전수가 있어야만 가능한데도 애써 무시하는 듯하다. 물론, 지석묘 상석(上石) 아래의 하부구조
가 옹관인 경우가 적지 않아 변형된 모습이 보이지만, 이주 후 초창기의 지석묘의 구조나 유물은
한반도 남부지역의 그것과 흡사한 경우가 분명히 보인다. 일본학계에서는 이주민이 정착 후에 현지
에서 변형된 이후 모습을 더 강조하여 토착문화와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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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둘째, 다나카 요시유키(田中良之)는 “토기의 도래적 요소가 미약한 점을 근거로 도래인은 재래문
화의 규제하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토기는 깨지기 쉽고 지속성이 약하기에 이주민이 이동후 현지에서 동화되기 가장 쉬운
유물이기에 위세품과는 구분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기를 근거로 해서 도래인이 재래문화의 규제
하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시각이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셋째, “고분시대에 야요이시대보다 10배나 더 많은 이주민 수가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고고학자
들은 그 규모를 밝히려는 의지가 없고 오히려 기피하고 있다. 긴끼지방은 일본 국가의 발상지인
만큼 거기에 도래인이 깊이 관여되는 일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고대부터 한반도에서 선진문화를
수용하고 발전해 온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차별화된 정체성 수립이 절실했을 것이다. 근대
이후 이러한 국가적 요청을 맡은 자는 주로 문헌사학자였는데 이제는 고고학도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라는 발표자의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역사 연구에도 국가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 정치의 그늘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일본 고고학계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성찰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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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향녀 서사의 변주와 시대적 의미>에 대한 토론

유형동
강원대학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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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암 강이천의 문학관과 ｢한경사｣>에 대한 토론

맹영일
단국대학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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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洪範)의 주요 항목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토론
김연재
공주대학교

필자는 홍범의 구주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홍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오행의 사상과 관련하여 八政이나 七政, 五事 및 팔정 중의 祀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논평자가 보건대, 홍범은 천문의 曆法, 지리의 方位, 농업의 月令 등과 관련한 국가의 정치와
종교의 활동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數理의 천문적 원리, 祭祀儀式의 종교적 상징성
및 禮義의 통치적 취지의 세 가지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중국 고대의 문화가 발전하는 일련의 과정, 즉 夏代 이전에 巫覡의 문화, 殷代와 商代에
祭祀의 문화, 周代와 춘추시대에 禮樂의 문화에 관한 역사적 배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논문의 서술 전반에 이러한 내용과 그 구체적인 항목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 같다.

본 논문에 관해 논평자가 생각하는 의문점과 관련한 부분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홍범(洪範)의 주요 항목에 대한 문제점 분석”의 제목이 막연하다. 내용상 중국과 한국의
학자들의 견해를 전거로 하여 반박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반박의 논거와 증명이
대체로 구체적인 것 같지 않다.

둘째, “Ⅱ. 홍범구주”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구체적이지 않다.
“홍범에는 오행이라는 사상적 원리가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팔정과 오행과의 정합성은 거의 찾을 수 없다.”
“홍범에서의 오행은 후대에 만들어진 오행 상생 또는 상승에 의한 것과 구별되어 그 원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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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어야 한다.”
“팔정의 사(祀)와「순전」의 류(類) 사이의 차이점을 구분하면서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Ⅲ. 칠정과 통치이념” 부분에서
“오행사상은 치수사업에서 확인되듯이 홍범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질서의 원리로 활용되고 있
다.”
각주8) 五常과의 연관된 설명은 唐代에 李鼎祚의 周易集解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다.
“오행을 근본으로 하는 칠정은 별들의 운행을 주관하는 의미라기보다는 팔정과 같이 구체적인
정사를 행하는 정치적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하겠다.”
“칠정은 기존의 추상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수령이 정치를 통해 구체적인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하나로 해석해야 더 설득력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오행은 ‘五’를 사상적 준거로 삼아 지역의 방위 설정에서부터 관직 등 제도 구상과 통치원
리까지 정치공동체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등 철저히 정사(政事)를 행하여 이륜을 펼치기 위해서
기초 원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홍범」은 공동체를 다스리는 통치이념으로써
오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칠정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 놓여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행의 범위와
작용은 칠정의 의미와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범은 오행사상이 투영되어 있다. 오행사상이 반영된 홍범의 오사라고 한다면 오사는 칠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홍범의 오사를 살펴보면 본래의 정사의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칠정과도 연계성을 발견할 수 없다.”
“류제는 일상적인 생활상에서 벌어지는 조상에 대한 제사라기보다는 칠정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
공동체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 행하는 의식이자 의례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홍범의 논의에 관한 필자의 문제의식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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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상고의 소국복속과 동남해안>에 대한 토론

홍성화
건국대학교

본 발표문은 『三國史記』 신라본기 초기기사에 대한 긍정론적인 시각에서 신라의 소국 복속 과정
을 고찰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三國史記』 초기기사에 대해서는 긍정론, 부정론, 수정론 등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기존 논고의 검증을 비롯하여 『三國史記』뿐만
아니라 여타 문헌 사료 및 고고학 등을 통해 세밀한 분석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발표문과 관련하여 토론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1. 于尸山國과 居柒山國의 복속과 관련해서 거칠산국과 우시산국을 각각 동래와 울산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일시에 급습하여 멸망시켰다는 居道傳에 따르면 두 지역이 너무 먼 것은 아닌지?
婆娑尼師今 때 빼앗은 屈阿火村은 울주군 굴화리로 비정되는 곳으로, 탈해이사금대에 거리가
먼 울산과 부산을 정복하고 이후 婆娑代에 가까운 굴화리를 정복하게 된다는 모순이 생긴다.
居道傳 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설화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후대 이사부의 일이 소급되었
던 것으로 볼 수 있을 여지는 없는지?

2. 『三國史記』에는 탈해이사금 21년(77년)부터 가야와 신라가 黃山河를 사이를 놓고 팽팽한 대결
상황을 보였던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양국이 낙동강을 경계로 했던 시기는 가야와 신라가 이미 자기세
력권 내에서 연맹장의 지위를 확보한 이후의 상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양산 지역이 신라문화권으로 이입되기 시작한 것은 고고학적으로도 5세기에 들어와서이며 지증
왕대에 이사부가 居道의 전술을 답습하여 금관가야를 공취했다는 『三國史記』의 기사나 법흥왕대에
多多羅 등 4촌을 공취하였다는 『日本書紀』의 기록 등을 통해 보면 낙동강 경계로 했던 것은 후대로

172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3. 파사이사금 3년 加召城과 馬頭城의 築城에 대해 발표자의 경우는 이들을 양산의 北部洞山城과
新基里山城에 비정하고 있다. 하지만, 『三國史記』지리지 居昌郡조에 咸陰縣이 加召縣으로 되어 있는
등 경남 서쪽의 가야 지역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들을 양산으로 보는 구체적인 근거는?

4. 파사이사금 23년 音汁伐國, 悉直谷國 복속 기사와 관련하여 만약 음집벌국이 경주시 安康에
해당하고 실직곡국이 三陟에 해당한다면, 양국이 국경문제로 다투었다는 기록과는 맞지 않게 된다.
음집벌국과 실직곡국의 국경다툼은 인접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로써 이 때문에 실직곡국을 흥해나
포항 인근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6부에 명하여 수로왕을 위한 연회를 열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대개 6부는 자비 12년경에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5. 押督國의 복속 시기의 경우 『三國史記』 본기에는 婆娑 23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리지나 『三國
遺事』의 왕력편에는 祗摩代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婆娑 때 항복했다가 祗摩 때에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사료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기록의 오류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6. 파사이사금 29년(108년) 比只國, 多伐國, 草八國 병합 기사와 관련하여 이들 비지국, 다벌국,
초팔국을 각각 昌寧, 陜川, 草溪로 본다고 하면, 그보다 동쪽에 있는 骨伐國(영천)이 236년 신라에
항복하고, 伊西國(청도)이 297년에 金城으로 공격해오고 있다는 내용과 모순이 되고 있다. 발표자는
골벌국과 이서국이 신라의 간접지배를 받는 형태였다면 이때의 진출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모순이 생기는 경우 여러 군데에서 간접지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간접지배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만약 신라와 근접해 있는 청도를 간접지배했다 하더라
도 그보다 더 서쪽에 있는 창녕, 합천 등지를 신라가 병합했다고 한 것도 모순은 아닌지?

7. 신라가 아달라이사금 3년(156년) 鷄立嶺과 아달라이사금 5년(158년) 竹嶺을 열었다는 기사와
관련해서도 벌휴이사금 2년(185년) 召文國 정벌했던 기록과 모순이 된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아달
라이사금 때 계립령과 죽령으로의 진출은 소문국이 신라를 진한의 맹주로 인정하여 길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이를 5세기 이후 신라가 소백산맥 이북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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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 상황의 반영이라는 견해도 있다.
오히려 초기 기록의 경우 신라가 직접 복속했던 것이 아니라 신라가 후대에 이들 지역을 복속한
후 과거 지방 소국의 행적을 자신들의 행적으로 차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여지는 없는지?

8. 발표자의 경우 신라의 소국복속에 대해 복속의 이유가 보이는 것은 진한세력이 아닌 거칠산국,
우시산국, 음집벌국뿐이라고 하고 있지만, 比只國, 多伐國, 草八國 등은 가야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
고 신라의 복속 이유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

9. 기본적으로 『三國史記』 초기 기록에 대한 모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三國史記』 신라본기에는 내물의 祖父인 仇道가 내물보다 200여년 앞선 아달라~벌휴 시기에 활동
한 것으로 나오고 있으며, 訖解는 256년에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그의 父인 于老는 이보다 100년
앞선 3세기 중엽의 沾解代에 사망했다고 되어 있고, 탈해의 출생이 기원전 5년인데 출생보다 앞서
阿珍浦口에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 등 모순이 보인다. 또한 신라본기에서 박제상이 5세기 전반 신라
눌지대의 인물로 되어 있지만, 열전에서는 2세기 전후한 시기에 재위한 파사의 5세손으로 되어
있으며 박제상의 祖父라는 아도갈문왕이 148년 갈문왕으로 봉해진 기사가 등장한다. 卑彌呼가 아달
라20년(173년)에 사신을 보낸 것으로 나오지만, 魏志에 의하면 247년경 사망한 것을 나오므로 74년
이상 재위하였던 것이 된다.
『三國史記』 초기의 기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도 되는 것인가?

10. 이외에 부분적으로 수정을 요하는 부분
新羅和 => 新羅化
무덤양식과 세력 진출의 사례로 公州 武寜王陵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음.
加召城과 馬頭城 築城 기사, 甘文國, 骨伐國, 沙梁伐國, 伊西國 복속 기사 등은 본문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제60회 정기학술대회 및 학술답사(2016년도 봄)
인 쇄 2016년 5월 2일
발 행 2016년 5월 4일
발행처 東아시아古代學會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합정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의동 G동 313호 이도학 교수연구실
Tel

041) 830-7353

Homepage http://www.dongasia.co.kr
E-mail

(學會公用) aneastasia@hanmail.net
(會長) dhhw1984@hanmail.net
(總務) weongi@hanmail.net

도서출판 조율

Tel 031-944-8166 / E-mail joyul@joyulb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