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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전작가와 술
-이규보와 정철을 중심으로-

안영훈
경희대학교

<별지>

11

술 의인 서사문학의 양상과 의미

허원기
건국대학교

차

례

Ⅰ. 서언
Ⅱ. 술에 대한 전통적 인식
Ⅲ. 의인화된 술의 성격
Ⅳ. 술의 주요 행적과 愁城 평정
Ⅴ. 결언

Ⅰ. 서언
‘술’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 사람을 취하게 하는 음료’이다. 술은 일부 민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민족이 지니고 있으며 그 용도도 다양하여 굿이나 관혼상제와 같은 의례적 행사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여러 경우에 두루 쓰이고 있다.1) 예로부터 동아시아의 한민족은 음주가무를
즐기는 민족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 만큼 술 문화의 역사가 오래 되었고, 술 문화가 다양하게 전승되
었다.
그런 다양한 술 문화 중에서도 발표자는 문학 분야 그중에서도 특히 ‘술 의인 서사문학’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술 의인 서사문학’은 글자그대로 술을 소재로 하여 이를 의인화한 서사문학 작품들을
지칭한다.
현재 남아있는 술 의인 서사문학 작품으로는, 고려시대에는 林椿(연대 미상)의 <麴醇傳>, 李奎報
1) 박준규, <술>,『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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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1241)의 <麴先生傳>이 있고, 조선시대에는 崔演(1503~1549)의 <麴秀才傳>, 林悌(1549~1587)
의 <愁城誌>, 金得臣(1604~1684)의 <歡伯將軍傳>, 南宣羽(1609~1656)의 <淸州從事麴生 謝拜歡伯將軍
以攻愁城>2), 朴尙淵(1631~1696)의 <麴聖傳>, 池光翰(1659~1756)의 <醉鄕志>, 朴允黙(1771~1849)의
<麴淸傳>, 작자 미상의 <麴生傳>이 있다. 이들 작품은 대부분 假傳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가전은
傳 형식을 패러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傳은 역사적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그 생애를 객관적
으로 서술하고 그에 대하여 역사가의 評結을 가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가전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다. 내용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서두-조상계보-주인공의 생애-후손
의 계보-평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가전은 ‘서두-조상계보-주인공의 생애-후손계보-평결’로 구성되
며 서사와 교술이 혼합되어 있다. 서두부터 후손의 계보까지는 서사적인 방식으로 서술된다. 평결부
에서는 역사가의 포폄이 이루어지며 교술적인 가치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결부의 성격 때문에 가전
을 서사문학이 아닌 교술문학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3) 그러나 발표자는 통상적인 견해에 따라
이들 작품들을 서사문학으로 다루고자 한다.

Ⅱ. 술에 대한 전통적 인식
술 의인 서사문학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전통시대 술에 대한 인식의 양상을 대략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옛사람들의 인식에 근거하여 문학작품에 접근하는 것이 문학작품의 당대적
양상과 의미를 밝히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술에 대한 옛사람들의 인식 양상은 술에 대한 이칭과
한의학 저술에 잘 나타난다.

1. 술의 이칭들

술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그 사례들로는 般若湯, 迷魂湯, 禍泉, 忘憂物, 掃愁帚, 歡伯, 百藥의
長, 狂藥, 조라 등과 같은 명칭이 있다.4) 이러한 이칭이나 별칭에는 술에 대한 옛 사람들의 정감과
인식이 투영돼 있다.
불가에서는 술을 穀茶, 반야탕, 미혼탕, 화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곡차’와
‘반야탕’이라는 말은 불가에서 술을 금기로 삼았기 때문에 승려들 사이에서 은어로 사용하던 것이다.
2) 이후 ‘청주종사’로 약칭함.
3) 조동일, 「가전체의 장르규정」, 『한국문학의 갈래이론』, 집문당, 1992. 참조.
4) 이상희, 『한국의 술 문화』Ⅰ, 도서출판 선, 2009, 26~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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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 생선을 ‘칼나물’로 지칭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절간에 사는 승려들은 차를
마시되 술은 마시지 않고, 나물은 먹되 고기는 먹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5) ‘반야탕’에는
곡차보다는 심오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반야’는 ‘지혜’를 말하는데 사변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혜가 아닌 몸과 마음을 모두 던져야만 증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최고의 지혜’를 의미한
다.6) 그러므로 ‘반야탕’은 술이 ‘최고의 지혜로 이끌어주는 물’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李睟光이 지은 <記夢>이라는 시 구절에도 잘 나타난다.

반야탕 한잔을 나에게 주면서

餉我一杯般若湯

옥황상제의 경장이라고 하네.

云是玉帝之瓊漿

마시자 정신이 상쾌해지고

啜罷精神頓淸爽

십년 티끌에 찌든 속 씻어주네

洗盡十年塵土腸

뜰 앞의 화로에 가는 연기 일어나니

庭前有爐煙細起

삼생의 온갖 일을 깨닫게 하네.

令我了悟三生事7)

위의 시에는 술이 정신을 상쾌하게 만들어주고 속세의 잡된 생각을 말끔히 씻어주며 삼생의
모든 일을 훤히 알게 한다고 하면서 술이 ‘반야의 경지로 인도하는 지혜의 물’임을 표현하고 있다.
‘미혼탕’과 ‘화천’은 ‘곡차’나 ‘반야탕’과는 달리 불가에서 술을 경계하는 의미가 강하게 투영된
말이다. ‘미혼탕’은 술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혼을 혼미하게 하는 음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야탕’과는 정반대의 뜻을 지니고 있다. ‘화천’은 술이 ‘모든 재앙의 원천이
되는 샘물’이라는 뜻이다.
‘망우물’과 ‘소추수’는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망우물’은 ‘근심걱정을 잊게 하는 물건’, ‘소추수’
는 ‘근심을 쓸어버리는 빗자루’라는 것이다. 삶이 힘겹고 괴로울 때 술이 온갖 근심걱정과 시름을
풀어준다고 본 것이다. 특히 ‘망우물’이라는 별칭은 옛 시와 노래에 많이 등장한다.
‘환백’은 글자 그대로 ‘기쁨의 제후’이다. 근심을 쫓고 즐거움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망우물’이나
‘소추수’와 비슷한 뜻을 지니지만 ‘근심을 푼다’는 소극적 의미보다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적극적
인 의미가 강하다.
‘백약의 장’과 ‘광약’은 술을 ‘약’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앞의 말이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뒤의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백약의 장’은 술이 질병을 치유하는
5) 이상희, 같은 책, 27쪽.
6) 남회근(신원봉 옮김), 『금강경 강의』, 문예출판사, 1999, 17~27쪽 참조.
7) 이수광, 『지봉선생집』, 권지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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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약 가운데 으뜸이라는 것이다. 애주가에게는 가장 반갑고 고마운 말이다. ‘광약’은 사람을 ‘미치
게 만드는 약’이라는 의미이다. ‘백약의 장’과 정반대의 말로 애주가에게는 달갑지 않은 이름이다.
‘조라’는 무속에서 ‘신에게 바치는 술’을 말한다. 종교적인 의식과 관련된 술의 성격을 보여주는
말이다. 그 외에도 술은 하늘이 내리는 아름다운 봉록[행복]이라는 ‘天祿’, ‘美祿’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별칭에는 술을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또는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두 가지의 양면적 인식이 잘 반영돼 있다.

2. 의학적 이해

위에서도 술을 藥으로 인식하는 명칭 사례들을 살펴보았지만, 전통 의학서에 나타난 술에 대한
서술도 옛사람들이 술에 대한 인식의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허준이 지은 『동의보감』 탕액편
을 보면 옛사람들이 이해한 술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은 술과
관련한 중요한 서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술(동의보감 탕액편 권1 「酒」)
성질은 대단히 뜨겁고, 맛은 쓰면서 달고 매우며 독이 있다. 약기운이 잘 퍼지게 하고 온갖 사기(邪
氣)와 독한 기운을 없애주며, 혈맥을 통하게 하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며,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근심으로 한 번씩 성내는 것을 삭여주며, 말을 잘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해준다. ○오랫동안
마시면 정신을 손상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킨다. ○날씨가 몹시 추워서 바다가 얼어붙어도 술은
잘 얼지 않는다. 이로 보아 술의 성질이 매우 따듯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술을 마시면
감자기 몸을 잘 쓰지 못하고 정신이 아득해 진다. 이것은 술에 독기가 있기 때문이다. ○술은
모든 경락을 잘 통하게 한다.

 누룩(동의보감 탕액편 권1 「麴」)
○성질이 대단히 따뜻하고, 맛이 달다. 위를 조화시키고 음식이 잘 소화되게 한다.

 약누룩(동의보감 탕액편 권1 「神麴」)
○성질이 따듯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입맛이 나게 하고 비장을 건강하게 하며, 음식을 소화되
게 하고 곽란, 설사를 멎게 하며, 뱃속에 생긴 덩어리를 풀어주고, 담이 치밀어 올라 가슴이 그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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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내리게 한다. 또한 장과 위에 음식이 막혀 내려가지 않는 것을 내리게 한다.

 술지게미(동의보감 탕액편 권1 「糟」)
성질이 따듯하고 맛이 짜고 독이 없다. 어혈이 진 데나 얼어서 상한 데, 뱀이나 벌에 쏘인 데에도
좋다.

전통 의학서에 나타난 술의 성질은 따듯하고 뜨거우며, 그 맛은 달고 쓴 것으로 인식되었다.
기운이 따듯하기 때문에 혈맥과 경혈이 잘 통하게 하여 막힌 것을 열어주고 뭉친 것을 풀어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근심을 삭여주고 기분을 좋게 하며 말을 잘 하게 하는 긍정적 효능들
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과음하면 독이 되어 정신을 손상시키고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마취작
용이 있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점들에도 주목하고 있다.

Ⅲ. 의인화 된 술의 성격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술 의인 서사문학 작품들은 대체로 ‘서두-조상계보-주인공의 생애-후손계
보-평결’와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서두에서는 주인공의 신원을 소개하고, 조상계보에서는 주인공의
아버지-할아버지-먼 조상에 대해 소개하고, 주인공의 생애에서는 주인공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정치
적 행적과 사상적 업적을 서술하고 죽음을 다룬다. 후손계보에서는 주인공의 자손들의 계보나 현황
을 정리하며, 평결에서는 주인공의 일생에 대하여 역사적인 가치평가를 내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의인화된 주인공인 술의 신상정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한다. 그의 이름
과 조상과 고향을 분명하게 밝혀 역사의 객관적 사실에 충실하려는 성향을 반영하려고 한다.

장군의 성은 曺이고 이름은 糠이니 하나라 우임금 때 송나라 사람인 儀狄의 후손이다.
조강은 장성하여 은나라 주왕(紂王)을 섬겼는데, 무왕이 주왕을 치자 酒泉으로 달아나 이름을
바꾸고 스스로 조강이라 칭했다.8)

위의 내용은 <환백장군전>의 서두이다. ‘糠’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술이 의인화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하나라 때 처음 술을 만들어 우임금에게 바쳤다고 알려진 의적을 환백장군의 선조로
8) 將軍姓曺, 名糠, 夏禹氏時, 宋人儀狄之裔也. 糠旣長, 事商紂, 奔酒泉變姓名, 自稱糟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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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했다. 그리고 주지육림의 고사를 남긴 주왕을 섬겼다고 했으며, 술과 관련된 지명이 주천에
거주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술 의인 서사 작품에서는 대체적으로 술의 성질을 인간의 인품으로 치환하여 묘사하는
데 힘쓴다. 이러한 묘사가 비교적 풍부하게 잘 이루어진 작품을 들자면, <국수재전>과 <국청전>을
들 수 있다. 아래의 사례들은 <국수재전>, <국청전>, <국순전>, <국선생전>에서 주인공인 술의
인품을 거론한 대목들이다.

 수재는 주성의 정기를 품고 태어나 풍미가 온자하고 기질은 순박하고 풍도는 진실했다. 강하지
도 약하지도 않고 겉과 속이 훤하게 뚫렸다. 맑고 순수한 기운이 온몸에 가득 찼으며, 멀리서
바라보면 엄숙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따듯하였다. 천성이 밝고 편안하여 사람과 잘 사귀니 현우,
귀천, 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 반드시 자신의 속을 다 보이며 교우했다. 또한 농후하게 적셔주
고 부드럽게 베어들게 하면서, 저도 모르게 현묘한 경지에 들 수 있게 하였다. 그 품은 생각은
광대했고, 도량은 능히 사람을 포용하였고, 또한 사람의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즐거움을
함께하고 조화를 이끄는 것이 이와 같았다.

(중략) 한 시대의 공경대부 역시 모두 그 도를

즐기며 그 권세를 잊었다. 함께 기뻐하면서 그 간사함을 잃고, 소진과 장의가 그 변설을 잃었으며
맹분과 하육이 용맹을 잃었으니 그 덕에 훈화를 입은 선량한 자가 몇 천만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
다. 사람들이 그를 한번 보고 접하게 되면 취하여 자기를 잊고 필경에는 “수재의 도량은 넓고
넓어 마치 천 구비 파도와 같으니 맑게 하려해도 더 맑힐 수 없고 흔들어도 흐려지지 않네!”라고
모두 말하였다. 이에 그의 맑은 덕이 널리 알려졌다.9) (중략) 아래로는 선배와 서인에 이르기까지
참여치 않음이 없었다. 그가 신명과 여러 아랫사람에 이르기까지 사귀니 조야가 화락하였다.
(<국수재전>)

 현자가 처세함에 어찌 화(和)를 쓰지 않겠는가! 이것을 임금과 신하 사이에 적용하면, 위아래가
잘 어울릴 것이고, 부자 사이에 적용하면 육친이 화목할 것이다. 잔치에서는 주인과 손님이 즐거
울 것이고, 제사에서는 귀신이 감통할 것이다. 그것으로 동정을 말하자면 모든 것이 그러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화의 작용이 위대하도다. 그러나 맹자는 ‘유하혜가 삼가지 못했다.’ 하였고
9) 秀才生稟酒星之精, 風味蘊藉, 氣度醇慤. 不剛不柔, 表裏洞透. 淸粹之氣, 盎於面背, 望之也嚴, 卽之也溫. 天性樂易, 善與人交,
無賢愚, 無貴賤, 無老少, 必皆瀝出肺肝以遇之. 使人沉沈醲郁 薰肌浹髓, 而不自知相與入於無懷希夷之域. 其襟懷弘廣, 量能
容人, 又能變人氣質. 合歡導和如此. (중략) 一時公卿大夫亦皆樂其道, 而忘其勢. 以至共驩失其奸, 議奏失其辯, 賁育失其勇,
薰其德善良者不知幾千萬人也. 人之一見容接者, 濡首忘形, 必皆曰,“秀才之量, 汪汪若千頃波, 澄之不淸, 搖之不濁.” 於是淸德
升聞.” (중략) 下至士庶冠婚喪祭, 亦無不與. 其於交神明逮羣下, 功爲居多, 朝野熙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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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는 ‘화합하되 휩쓸리지 않으니, 굳세도다. 그 꿋꿋함이여!’라고 하였다. 내가 듣기로 국청은
더불어 교유하는 바가 모두 잘 알려진 선비였으나 그 말류는 오만하고 휩쓸린 자들이 많았으니,
어찌 화합하되 휩쓸린 것이 아니겠는가?10) (<국청전>)

 이때를 당하여 국청이 천하에 귀하게 되니, 비록 사방의 오랑캐라도 모두 더불어 기쁨을 나누
었고, 위로 제왕으로부터 아래로 종과 서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애모하며 기꺼워했다. 그가 골계를
이야기하면 정신이 아득하여 조심성이 줄어들고 희로의 감정이 커지면서 깊은 근심과 곤궁한
재앙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므로 즐거워지고 근심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성품이
방달하여 구속됨이 없어 남과 사귀면서 필경 휘청대고 넘어지며 절도를 잃어버리는 일이 많았다.
이로 말미암아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11) (<국청전>)

 순의 기국과 도량이 넓고 깊어서 솟구치는 일만 구비 파도와 같으니 맑게 하려 해도 더 맑아질
수 없으며 어지럽혀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 풍미가 한 시대를 기울게 하니 자못 남에게 기운을
주는 바였다. (중략) 위로는 공경대부와 신선, 방사로부터 아래로는 머슴, 목동, 오랑캐,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그 향기로운 이름을 접하는 이마다 모두 선망하고 사모했다.12) (<국순전>)

 마음 그릇이 만경의 파도와 같이 넓으니 맑히려 해도 더 맑아질 게 없고 흔들어도 흐려짐이
없다.13) (<국선생전>)

위에서 술을 의인화한 주인공의 성품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인공은 광대한 도량으로 신분계층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이질적 존재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화통한 기상과 친화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의 광대한 도량에 대해서는 특히 “넓고 넓어 마치
천 구비 만 구비 파도와 같아서, 맑게 하려해도 맑게 할 수 없고, 흔들어도 흐려지지 않네.”라는
말이 관용적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이 구절은 원래 중국 송나라의 秦觀(1049~1100)이 지은 <淸和
先生傳>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 작품도 술을 의인화한 것으로 고려와 조선에서 술 의인 서사의
10) 賢者之處世, 曷嘗不用其和哉! 用之於君臣, 則上下交, 用之於父子, 則六親睦. 燕享而賓主樂, 祭祀而鬼神格. 以之動靜云,
爲莫不皆然, 和之爲用大矣哉! 然而孟子曰 ‘柳下惠不恭’, 孔子曰 ‘和而不流, 强哉矯!’ 以余所聞, 麴淸者, 其所與交遊, 率皆知名
之士, 而其末流多傲慢流湎者, 豈非其和而流者耶!
11) 當是時, 麴淸貴天下, 雖蠻夷戎狄, 咸與交歡, 上自帝王, 下至隷胥, 率皆愛慕欣欣焉. 其道滑稽, 昏冥少愼, 多喜怒, 幽悶厄窮不
入於心. 故能樂而忘憂. 然性蕩, 無拘檢, 與人交, 必委靡顚沛之多, 失其常度. 由是人或惡之.
12) 醇器度弘深, 汪汪若萬頃波水, 澄之不淸, 擾之不濁, 其風味傾於一時, 頗以氣加人.(중략) 自公卿大夫神仙方士, 至於廝兒牧
竪, 夷狄外國之人, 飮其香名者, 皆羨慕之.
13) 心器當汪汪若萬頃之波, 澄之不淸, 撓之不濯.

18
창작과정에서 하나의 전범으로 여겨졌다. 이 작품에는 “기량과 풍도가 넓으니, 그를 맑게 하려
해도 맑아질 게 없었고, 흔들어도 흐려지지 않았다.(器度汪汪, 澄之不淸, 擾之不濁)”고 되어있다.
이것은 전통의학에서 혈맥과 경혈을 잘 통하게 하고 막히고 뭉친 것은 열고 풀어주는 술의 약성과도
연관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주인공은 따듯한 기운을 가진 인물이고 또한 맑고 순수한 기운을 가진 인물로 그려졌다.
이것도 술의 성질을 따뜻한 기운으로 이해하는 전통의학적 술 이해와 연관이 되어 있다. 첫째와
둘째 성격은 긍정적으로 그려진 술의 성격이다.
셋째로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려진 술의 성격인데 그것은 방달하여 구속됨이 없어 남과 사귀면
서 절도를 잃어버리는 인물로도 형상화된다. 이러한 인물특성은 특히 <국청전>에 잘 나타난다.
는 <국청전>의 서두부분이다. ‘和’를 거론하면서 작품이 시작된다. 인간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성으로 ‘和而不流’의 균형감각을 강조한다. 와 에서 모두 주인공 국청이 ‘和’에는 통달했으나
‘不流’에 도달하지 못하고 ‘流’하며 살아갔다고 비판적으로 서술했다. 이것은 ‘미혼탕’과 ‘화천’이라는
명칭에서 보이는 술 이해와 비슷한 점을 보여준다.

Ⅳ. 술의 주요 행적과 愁城 평정
술 의인 서사문학에서 주인공은 일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행적을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들을 들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어진 이와 사귀고 빈객을 대접하며, 노인을 섬기고 잔치를 베푸는 일, 신명에게 고사 드리고
종묘에 제사하는 일 등을 앞장서서 주관하였다.14) (<국순전>)

바야흐로 교제사와 종묘배향, 궁정연회가 있을 때면, 반드시 앞자리를 비워두고 수재가 오기를
기다려 행사를 거행했다.15) (<국수재전>)

위의 내용들은 술의 일상적 활용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술은 관혼상제와 같은
의례를 거행하거나 연회를 베풀거나 손님을 접대하거나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에 다양하게 사용되
14) 其交賢接賓, 養老賜酺, 祀神祇, 祭宗廟, 醇優主之.
15) 方郊廟享祀苑囿宴會, 必虛前席, 待秀才至, 乃擧焉.

술 의인 서사문학의 양상과 의미_허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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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건이다. 그러한 내용들이 술 의인 서사문학 작품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술은 이질적인 존재와
존재를 연결하여 통하고 화합하게 하는 기능을 잘 수행한다. 이것은 전통의학에서 바라보는 술
이해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술은 원래 서로 상극적인 요소인 물과 불이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술 의인 서사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제시되는 것은 ‘愁城의 평정’이다. 술 의인
서사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은 마음의 질병과 술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愁城誌>에 의하면, 수성은 ‘근심과 한이 모여있는 곳[愁恨所聚]’이다. <국선생전>에 의하
면, 그 곳은 배꼽과 횡격막 사이 고을[齊郡鬲州間]로 지칭되기도 한다. <수성지>에 의하면, 수성의
가운데는 弔古臺가 있고 4개의 성문이 있는데, 각기 충의문, 장렬문, 무고문, 별리문이다. 충의문에
는 용봉, 비간, 기신, 제갈량과 같은 충신열사들이 거주하고, 장렬문에는 형가, 항우, 손책과 같은
장렬지사들이 거주하고, 무고문에는 억울하게 죽은 장평의 조나라 군졸들과 신안의 진나라 군졸들
이 거주하고 별리문에는 왕소군, 소무와 같이 한스럽게 이별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러한 수성을 평정하여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가장 크게 활약하는 것이 바로 술을 의인화한
인물이다. 수성을 평정하는 과정이 가장 실감나게 형상화된 작품은 <수성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麴襄이라는 인물이 대도독 驅愁大將軍에 임명되어 파죽지세로 수성을 공략하여 항복을
받아낸다.
<환백장군전>에서도 수성 공략이 중요한 사건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조강은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수성 공략의 대장군에 임명된다.

그 사람은 순후하기도 하고, 용맹하기도 하며, 강하와 같은 도량이 있어서 크고 작은 것
없이 포용하여 사졸들과 고락을 함께 합니다.16) (<환백장군전>)

<환백장군전>에서 마음 나라의 왕인 천군은 수성 정벌이 성공하면 조강에게 환백 땅을 내려주겠
다고 약속한다. 천군은 환백의 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환백 땅은 백성들이 오밀조밀 무리지어 아기자기하게 사는데 많은 마을과 집에서 한 달이
면 천 번이나 술을 빚는다오. 아무런 시비 다툼과 소송서류의 번거로움과 군사 분쟁과 천박한
풍속이 없으니, 참으로 화평한 풍속이라 할 수 있소.17) (환백장군전)
16) 其人淳厚猛烈, 有江河之量, 細大包容, 與士卒同甘苦.
17) 歡伯之人民, 林林總總, 于于居居. 千村萬戶, 一月千釀. 無是非之爭, 訟牒之煩, 軍旅之事, 偸薄之習, 眞熙熙皥皥之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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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백 땅은 술을 마음껏 즐기며 백성들이 한가하고 행복하게 사는 무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상향이다. <수성지>는 수성이 평정된 후 천군이 수성을 바라보는 대목이 나온다.

천군이 영대에 올라서서 바라보니 구름이 사라지고 안개가 걷혔으며, 은혜로운 바람과
느긋한 햇볕에 이전의 슬픔은 기쁨이 되고, 괴로움은 즐거움이 되고, 원망은 잊혀지고, 한도
사라지고, 분은 풀리며, 노함은 기쁨이 되었다. 울적함이 즐거워지고, 답답함이 후련해지고,
신음이 노래가 되고, 분한 마음은 춤이 되었다.18) (<수성지>)

우울한 근심이 소멸된 건강한 마음나라의 풍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술 의인서사 문학에서 술을 바라보는 인간과 인생의 중요 문제는 심성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것은 유학의 심성적 인간 이해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심성적 인간은
인간존재의 본질을 마음의 작용에서 찾으려하고 인생의 중요문제를 마음의 병리를 극복하는 데서
찾으려고 한다. 술과 심성의 문제를 연결하여 술이라는 소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는 점이 한국
술 의인서사문학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Ⅴ. 결언

18) 天君, 登靈臺望見, 雲消霧卷, 惠風遲日, 向之悲者懽, 苦者樂, 怨者忘, 恨者消, 憤者洩, 怒者喜. 悒悒者怡怡, 鬱鬱者忻忻,
呻吟者謳歌, 扼腕者蹈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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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杜甫 飮酒詩에서의 정서 표현의 양상과 그 전개방식에 주목한다. 중국시사에서 두보와
그의 시는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두보는 오랫동안 詩聖이라 불려왔고 그의 작품은 詩史로 지칭되었던
바, 詩聖은 전란의 시대에 타인의 고통까지 껴안은 그의 흉금을 경탄한 것으로 詩史는 역사서에 필적하
는 비판적 기록 정신으로 현실을 그렸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두보의
시가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직접적 이유는 그의 치열한 감정표현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는 기쁨과
슬픔의 매 순간 진지했고 감정의 미묘한 변화와 비틀림, 희노애락이 뒤범벅되어 교차하는 찰나를
지나치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일찍이 梁啓超는 그를 가리켜 情聖이라 한 것이라 생각된다.1)
1) 梁啓超, ｢情聖杜甫｣,飮氷室合集, 中華書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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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보의 시집은 이러한 감정의 면모들이 스펙트럼처럼 펼쳐져 마치 감정의 백과사전과 같다. 한편
의 시 만으로도 감동을 느낄 수 있지만, 다양한 감정의 층위를 전하는 작품들을 함께 비교하며
읽는다면, 더 깊은 독해가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두보 시의 연구는 개별 작품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시기별 특성으로도 다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그의 시의 풍격으로 지칭되는 沈鬱
頓挫에 대한 미학적 논의와 작품을 조직적으로 읽는 章法에 대한 연구까지 더해져 작품 분석의
방법은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개별 작품들
을 비교의 층위에 놓고 정감의 스펙트럼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폭넓은
감정의 스펙트럼이 가장 잘 발현된 것을 飮酒詩로 보고 연구대상을 飮酒詩로 한정하였다.2)
중국 고전시 연구에서 두보의 음주시는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감이 든다. 무엇보다 중국문학사에
서 본격적으로 음주를 시의 세계에 불러온 陶淵明이 술에 초월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후 문인들의
작품에서 술은 초월의 색채를 띠게 되었다. 이는 李白에게서도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것이 두보에
이르러서는 그 의미가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도연명, 이백과 비교했을 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두보
이전의 시인들이 술을 통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추구했다면 두보의 음주시에서 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이를 통해 그 너머의 다른 것을 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큰 차이라 하겠다.3)필자가
보았을 때 두보는 무엇보다 생활 밀착형 시인이었고 자기 해부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음주는 혼자서
고독을 달랠 때도 필요했고 마음 통하는 벗과 회포를 풀거나 이별을 할 때도 늘 동반되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安史의 난 이후 두보의 삶은 개인적으로도 점점 더 불행해졌고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
그는 늘 술을 찾았으나 음주로 인해 그의 고독이나 슬픔이 해결될 수는 없었다. 술은 다만 한순간을
넘기는데 보조적 도구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있다.4) 그럼에도 음주는 확실히 시인의 감정을
넓히는데 기여했다고 보인다. 두보의 시에서 음주를 통해 감정의 세계는 더 확장되고 미세한 지점까
지 표현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두보의 음주시는 약 300수가 있다고 한다.5) 두보의 시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이
약 1400여수이기 때문에 300수라는 분량은 약 20%에 육박하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보의 음주시에서 감정의 스펙트럼을 밝히는 것이고 그러려면 매 작품마다
미세한 독해가 필요하다. 300수의 분량을 모두 다루는 것은 한편의 논문에서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필자는 연구대상 작품을 韓成武 선생의 诗圣:忧患世界中的杜甫에 전문이 인용된 음주시 25수로

2) 두보의 시에서 술은 슬픔과 고통을 달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정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격정적으로 표현되어 그 강도가 더 높게 여겨지기도 한다.
3) 姜玉芳, ｢愁與醉無醒-杜甫與唐代酒文化｣, 江南大學學報 2005年 4月
4) 張宗福, ｢論杜甫的酒文化內涵｣, 杜甫硏究學刊 2007年 第 4期
5) 周麗, ｢靑蓮沽飮少陵醉-李白與杜甫的“酒”情結比較｣, 文史雜志, 2016年 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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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하였다.6)

2. 연구 방법

필자는 두보의 시에 나타나는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를 하나의 화면에
펼쳐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였다. 두보의 시는 한편의 시가 희노애락의 총체적 아우라
를 분명히 가질 뿐 아니라, 한 단락, 한 구절도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구절들은
때로 기뻤다가 다시 슬퍼지고, 때로 팽창되었다가 다시 수축되는 방식에 의해 이른바 “沈鬱頓挫”의
미감을 구현해낸다. 각각의 작품들이 정서면에서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지점에 있는
지를 좀 더 분명히 알기 위해 필자는 각각의 시에 대해 구절단위로 기쁨과 슬픔, 그리고 팽창과
수축의 정도를 조사하고 전자를 X축에 두고 후자를 Y축에 두어 각 작품이 위치하는 자리를 계산하였
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쁨과 슬픔을 나타내는 X축의 자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하였다.
첫째, 대략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먼저 구절의 독립성을 인정하되, 각각의 지수를
매긴다. 구절별 기쁨의 강도는 대개의 경우 0~±3 정도로 상정하였고 예외적으로 깊은 감정인 경우
에는 그 이상의 지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한 연의 내부와 외부의 지수를 계산하는데 약간의 차등
을 두었다. 한 연의 내부, 즉 出句와 對句는 상호 긴장관계에 있어 감정의 흐름에서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크다. 즉, 앞의 감정은 뒤의 감정에 의해 지속, 강화, 희석되므로 감정의 흐름의 방향을
보고 판단하여 정서 지수를 조정하였다. 한 연의 외부, 즉 연과 연 사이의 경우는 독립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각 연의 지수를 단순 합산하였다.
둘째, 세부적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① 먼저 한 연 내부, 즉 出句와 對句에서 두 구절의 정서 흐름이 순방향이면 후반부지수(對句의
지수)를 채택하고 정서 흐름이 역방향이면 뒷 구절에 가중치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하였다.
예)
出句와 對句가 각각 +1, +1인 경우는 후반부지수(對句의 지수)를 채택하여 1이 된다.
6) 이 책은 일종의 ‘두보평전’으로 필자가 번역한 책이기도 하다.(두보평전, 호미출판사, 2007) 두보의 일생을 따라가며
제한된 지면 안에서 중요한 시를 거론한 만큼 여기에 인용된 25수의 음주시는 음주시로서나, 두보의 대표적 작품으로
서나 충분히 대표성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음주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필자는
이 책에서 전문이 인용된 작품 가운데 음주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어떠한 시는
음주에 대한 욕망이나 상상이, 어떤 시에서는 숙취로 인한 피곤이 드러나기도 하여 시 안에서 직접적으로 음주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광의의 의미에서 음주시로 보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중국쪽 연구에서는 음주시
라는 용어 대신 “酒詩”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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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句와 對句가 각각 –1, -1인 경우는 후반부지수(對句의 지수)를 채택하여 -1이 된다.
出句와 對句가 각각 +1, -1인 경우 +1, -2로 계산하여 합산결과는 –1이 된다.
出句와 對句가 각각 –1, +2인 경우 –1, +3으로 계산하여 합산결과는 +2가 된다.

② 절구의 경우, 4구를 율시에서의 起承轉結과 같다고 보고 각 구절의 총합을 계산하였다.
③ 장편시의 경우 단락별로 지수를 부여하고 단락별 지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계산하였다.
④ 장편시의 한 단락 안에서의 연과 연 사이의 관계는 율시에서의 起承轉結과 같이 독립적이지
않고 정서의 흐름상 出句와 對句사이에서 형성되는 긴장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에 준하여 지수
를 계산하였다.
⑤ 장편시의 단락의 총수가 5단락 이상이거나 3단락 이하인 경우는 율시의 4단락을 표준으로
보고 이에 준하여 지수를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운동을 나타내는 Y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략의 원칙은 정서를 나타내는 X축의 계산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그 기준이 정서가 아닌,
움직임일 뿐이다.
둘째, 세부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필자가 그리는 Y축은 전통적인 산수시의 動靜과는 다른 개념이다. 動靜에는 어떠한 형태이든
움직임과 정지라는 두 가지 밖에 없지만 필자는 마이너스 방향을 상정하였다. 따라서 + 방향은
팽창을, -방향은 수축을 나타낸다.
②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0으로 보고 화자 및 다른 인물의 실질적 움직임 뿐 아니라
풍경과 정서의 상태(팽창과 위축)까지 그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③ 반대로, 시적 화자 혹은 등장인물의 정서가 위축되어 있거나 풍경과 정서의 상태가 위축된
경우까지 포함하여 정도에 따라 -방향으로 계산하였다.
④ 出句와 對句, 각 연의 관계 및 장편시의 운동 방향에 있어서 계산 방법은 정서와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서 지수와 운동 지수를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5언 8구로
이루어진 律詩의 경우를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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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역에서 엄공을 전송하며(奉濟驛重送嚴公四韻)>

遠送從此別, 青山空複情. 幾時杯重把, 昨夜月同行.
列郡謳歌惜, 三朝出入榮. 江村獨歸處, 寂寞養殘生.

이 작품의 정서 지수는 0이고 운동 지수는 +2이다.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정서
멀리까지 전송 나와 이제는 작별인데
청산도 괜히 또 만류하는구나
언제 다시 술잔을 들 수 있을까
지난 밤 달님도 우리를 따라왔었지
늘어선 고을마다 이별을 슬퍼하는 노래
삼대에 걸쳐 영광을 누렸도다
강마을 나 홀로 돌아가는 그 곳에서
쓸쓸하게 남은 생을 보내리라
총점

A
-1
+1(+2)
+1
+1
-2
+2(+3)
-2
-3

운동
B
+1
+1
+1
-3
0

A
+1
-1(-2)
+2
+2
+2
+2
1
-1(-2)

B
-1
+2
+2
-1
+2

먼저 정서 부분을 보면, A단계에서 괄호 안에 추가로 지수가 기입된 경우는 해당 구절의 실질적
지수이다. 즉 한 연 안에서 구절과 구절의 관계가 역방향 연결로 인해 두 번째 구, 즉 對句에 무게가
실린다고 보고 여기에 가중치 1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연 단위인 B 단계(+1, +1, +1, -3)에서 실질적
지수는 위와 같이 표현되고 각 연의 총점을 더한 결과 0이 되었다. 이 시는 감정 면에서 잔잔한
기쁨과 슬픔이 차례로 교차되면서 최종적으로 기쁨도 슬픔도 아닌, 혹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0의 상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운동성을 계산하는 부분에서도 정서 부분과 마찬가지로 出句와
對句에서 역방향의 연결이 일어나는 경우에 한해 對句에 가중치를 두었다. 그 결과 연 단위의 지수는
B(-1, +2, +2, -1)와 같이 나타났고 각 연의 지수를 합산한 결과 최종적으로 +2가 되었다.
이 작품은 정서와 운동성을 종합해보았을 때 정서면에서는 낮은 수준에서 喜悲가 교집되어 있고
운동성 면에서는 약간의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 시는 成都 草堂 시기의 작품으로 762년에 지어졌
다. 이해 6월 당시 두보에게 많은 재정적 후원을 했던 嚴武는 도성으로 돌아오라는 조서를 받게
되고 두보의 심정은 복잡해진다. 두보는 귀경길에 오르는 엄무를 전송하기 위해 綿州(成都의 동북
부)까지 몇 백리를 따라가 봉제역에서 이별하여 시를 남겼다. 시의 정서를 보자면 아쉬운 이별이지
만 개인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 격식에 맞추어 쓴 것을 알 수 있다. 엄무와는 나이 차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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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고 높은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두보가 막역한 감정을 느끼기는 어려웠다. 이별의 아쉬움과
혼자 남겨질 쓸쓸함을 예감하여 정서적으로 많이 가라앉아 있지만 한편으로 역에서 전송하는 것이
어서 약간의 동적인 부분도 없지 않다. 희비가 교차하며 낮은 단계의 운동감이 나타내는 이 시의
자리는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과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장편시의 예로서 <취해 시를 지어 안 소부에게 드리고 고 팔분에게 벽에 글씨를 쓰도록
청하며(醉歌行，贈公安顏少府請顧八題壁)>를 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작품은 필자가 계산한
결과 정서지수는 10.6, 운동성은 12로 두보의 시 가운데 흔치 않은 매우 기쁘고 동적인 작품이다.

神仙中人不易得, 顏氏之子才孤標. 天馬長鳴待駕馭, 秋鷹整翮當雲霄.
君不見東吳顧文學, 君不見西漢杜陵老. 詩家筆勢君不嫌, 詞翰升堂爲君掃.
是日霜風凍七澤, 烏蠻落照銜赤壁. 酒酣耳熱忘頭白, 感君意氣無所惜, 一爲歌行歌主客.

정서
A

1단락

2단락

3단락

총점

신선 같은 사람은
쉽게 만날 수 없는데
안씨 집 자제는
재주가 홀로 우뚝하다네
길게 울부짖으며
때를 기다리는 천마
구름 위로 비상하려고
날개 가다듬는 독수리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동오의 고계사를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장안 두릉의 늙은이를
그대가 나의 시와 고계사의
글씨를 싫어하지 않으면
그대 위해 시를 짓고
벽을 쓸어 글씨를 쓰리라
오늘 차가운 바람 불어
호수는 얼어붙고
烏蠻의 낙조가
적벽을 비치는 이 시절
얼큰한 술에 귀가 붉어져
늙음도 잊어버리고
그대의 의기에 반하여
아까울 것 없으니
노래를 한 곡 지어
주객을 찬송하리라

B

운동
C

-1
+1(+2)

+1

+2

+2

+2

+2

+3

+2

+3

+3

+3

+3

+2

+3

+3

-1
-1

-2

+2

+3

+2

+3

+3

+3

+3

-1
-1

+2

+2

+3
+3

C

+3

+2
+2

B

+1

+2
+2

A

+3(+4)

+3
8⇒10.6

+4

-2

+4(+5)

+3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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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의 계산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분석한 율시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다만 이 작품은
장편시여서 한 단락을 율시의 연과 같은 단위로 보았다. 따라서 한 단락 내부에서의 각 연은 최종적
단위가 아닌 중간단계로서 지수의 계산을 한 연의 내부와 같은 방식으로 하였다. 또한 이 작품은
총 3단락으로 나뉘어 4단락인 율시와 단락 수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최종적으로 4단락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이에 실제 정서지수는 8점이지만 4단락을 기준으로 하여 10. 6이 되었고 실제 운동지수
는 9점이지만 4단락을 기준으로 하여 12점이 되었다.
이 시는 766년 夔州를 빠져나와 江陵을 거쳐 公安縣에 도착하여 지은 작품이다. 당시 두보는
현위 安十의 접대를 받았는데 한번은 서예가인 顧戒奢와 함께 대접을 받았다. 고계사는 이전에
두보와 함께 여행한 일도 있고 서예로 현종의 칭찬을 받은 적도 있었던 인물이다. 두보는 암담하고
정처 없는 뱃길 여행을 하다 타지에서 그를 보고 십분 즐거워졌다. 더구나 이 귀한 모임에 술이
빠질 수 없었다. 뱃길 위에서 생사조차 가늠할 수 없었던 공포는 이 즐거운 만남에서 말끔히 사라졌
다. 비록 차가운 바람과 烏蠻의 낙조라는 구절이 녹록치 않은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오늘만
큼은 잠시 이러한 상황에 개의치 않기로 한다. 술의 힘으로 귀까지 붉어진 두보의 자화상은 잠시지
만 그가 느낀 기쁨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이 시는 상대방에 대한 칭송과 술에 의해 격앙된 어조
등에 의해 적극적이며 동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 작품마다 구절별로 정서와 운동성에 각각 고유의 지수를 부여하고
이를 한 연에서 단락을 거쳐 한편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지수들을 누적하여 최종 지수를
얻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이 결과 총 25수의 작품들이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좌표축의 제
1, 2, 3사분면에 위치하게 되었다.7) 도표에서 1사분면은 기쁨과 팽창을, 2사분면은 슬픔과 팽창을,
3사분면은 슬픔과 수축을 나타낸다. 제 4사분면은 기쁨과 수축의 영역인데 조사한 25수 가운데
해당 작품은 나타나지 않았다. 1사분면은 기쁨과 팽창의 영역으로 이 두종류의 결합은 상식적으로
가장 잘 이해된다. 우리는 보통 기쁨을 느낄 때 몸을 흔들거나, 어조가 고양되거나 하여 운동성이
올라가게 된다. 필자는 이를 팽창으로 보았으며 총 14수로 예상보다 많은 작품이 이 영역이 위치하
게 되었다.8) 아래에서 각 영역별로 작품들을 살펴보려 하는데 편의상 1사분면의 시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도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제 2사분면, 제3사분면의 시는 묶어서
함께 다루려 한다.

7) <부록> 참조
8) 물론 이 가운데 11, 14는 정서 영역에 0이므로 슬픔과 기쁨의 정확히 중간이라 할 수 있지만 따로 영역을 설정하기
애매해서 편의상 기쁨과 팽창의 영역에 편입시켰다. 이 2수를 제외한다 해도 기쁨과 팽창 영역의 시는 12수로 역시
많은 수를 차지한다. 두보의 시를 떠올리면 슬픔과 비참함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기쁨의 영역에 많은 시가
포진하게 되는 까닭은 연구 대상이 음주시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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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쁨의 영역 (1): 희비교집에서 미미한 기쁨까지
1사분면 영역의 시들은 기본적으로 기쁨과 팽창의 시들이다. 기쁨의 감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영역의 시들은 다음과 같이 네 개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쁨의 정도

지수

작품명
<奉濟驛重送嚴公四韻>
<贈衛八處士>

희비 교집,
0에서 +2까지

<戲簡鄭廣兼呈蘇司業>

혹은 미세한 기쁨
<發潭州>
<上巳日徐司錄林園宴集>
<九日藍田崔氏莊>
<曲江二首·제 2수>
작은 기쁨

+3에서 +6까지
<雨過蘇端>
<題張氏隱居二首>
<謝嚴中丞送青城山道士乳酒一瓶>

큰 기쁨

+7에서 +10까지

<書堂飲既，夜複邀李尚書下馬，月下賦絕句>
<醉歌行，贈公安顏少府請顧八題壁>
<遭田父泥飲美嚴中丞>

극도의 기쁨

+11이상
<聞官軍收河南河北>

이 가운데 여기서는 기쁨의 정도가 가장 적게 표현된 작품부터 다룬다. <奉濟驛重送嚴公四韻>
는 앞서 서술하며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먼저 <贈衛八處士> 부터 다루기로 한다.

人生不相見, 動如參與商. 今夕複何夕, 共此燈燭光.
少壯能幾時, 鬢發各已蒼. 訪舊半爲鬼, 驚呼熱中腸.
焉知二十載, 重上君子堂. 昔別君未婚, 兒女忽成行.
怡然敬父執, 問我來何方. 問答乃未已, 兒女羅酒漿.
夜雨翦春韭, 新炊間黃粱. 主稱會面難, 一舉累十觴.
十觴亦不醉, 感子故意長. 明日隔山嶽, 世事兩茫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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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락
인생살이 서로 만나보지 못하는 것은
따로 뜨는 삼성, 상성과 같네
오늘 저녁은 또 어떤 저녁인가
촛불 아래 그대와 마주하게 되었으니
2단락
젊은 시절은 얼마나 되는가
벌써 살쩍이 허옇게 세었다
옛 친구 찾아보아도 절반은 저승객이 되었으니
놀라 인사하면서 가슴속에 뜨겁다
3단락
어찌 알았으랴, 이십 년이 흘러 오늘
다시금 그대의 집에 오게 될 줄을
헤어질 때 그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어느새 줄을 지었구려
4단락
반가워하며 아비의 친구에게 인사하고
어디서 오셨느냐 묻는다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애들을 몰아 술상 차려오라 한다
5단락
밤비 내리는 이때 연한 봄 부추를 뜯고
수수를 섞어 새로 밥을 지었다
얼굴 보기 힘들다는 주인의 말에
연거푸 열 잔을 들이켰다
6단락
열 잔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 것은
그대의 오랜 우정 깊이 느껴서이지
그대가 나의 시와 고계사의 글씨를 싫어하지 않으면
내일 저 산을 사이로 멀리 헤어지면
총점

정서 점수
A
B
C
-2
-2
-2
+2
+2
+2
+1

운동 점수
A
B
C
0
+2
+2
0
+1
+1
+1

정서 지수
A
B
C
-2
-2
-2
-3
-3
-2
-2

운동 지수
A
B
C
0
0
0
+1
+2
+2
+2

정서 지수
A
B
C
-2
+2
+1
+2
+2
+2
+3

운동 지수
A
B
C
0
+2
+2
0
+2
+2
+2

정서 지수
A
B
C
+2
+2
+2
+2
+2
+2
+3

운동 지수
A
B
C
+2
+2
+2
+2
+2
+2
+2

정서 지수
A
B
C
+1
+1
+1
-2
-3
-3
-3

운동 지수
A
B
C
+2
+2
+2
+2
+4
+4
+4

정서 지수
A B
C
+3
+3 +3
-2
-2 -2
0
0

A
+4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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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지수
B
C
+3
+1

+1.5
12.5
⇒8.25

이 작품은 758년 늦겨울, 華州를 떠나 洛陽으로 가서 동생들을 만나보려 했으나 소식이 끊겨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뜻밖에 잊고 지낸 옛 친구를 만나 지은 작품이다. 감격적인 20년만의 상봉과 그 기쁨을
담담히 소탈하게 서술하고 있으나 지나간 시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사의 변화와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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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굴곡을 겪었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서도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아려온다. 이러한 심정을 열
잔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헤어질 내일을 상상하여 서글프
고 막막한 심정으로 끝을 맺었다. 만나자 이별인 상황을 순차적으로 노래하여 전반부는 만남의 기쁨
이 지배한다면 후반부는 헤어짐의 슬픔이 중심을 이루며 그 한가운데 술이 놓여 있다.
이 시의 정서는 최종적으로 0으로 표현되었지만 애초에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극한
평정의 세계를 보여주는 王維식의 화면과는 다르다. 너무 많은 일들이 얽혀 희비가 교집되어 슬픔과
기쁨은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팽팽한 긴장을 보여주는 것이 이 좌표축 0의 의미라 하겠다.
한편 운동면에서는 8.25로 꽤 높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시간
순으로 묘사하면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고 술 마시는 장면도 꽤 동적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지수로 나타나게 되었다. 아마도 이 작품이 속으로 깊게 삭힌 슬픔이 없는 상태였다면
정서면에서도 운동과 비슷하게 ±8 내외의 수치가 나와주어야 정서적으로 균형잡힌 상태가 될 것이
다. 그런데 이 시는 정서 축은 0인데 비해 운동의 수치만 높게 나왔다. 운동감은 정서적 팽창과
연결되고 이는 기쁨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0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다른 한쪽에서
기쁨을 저지하는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건과 소원명에게 드려(戲簡鄭廣兼呈蘇司業)>를 살펴본다.

廣文到官舍, 系馬堂階下. 醉則騎馬歸, 頗遭官長罵.
才名四十年, 坐客寒無氈. 賴有蘇司業, 時時與酒錢.

광문 선생은 관사에 이르면
섬돌 아래에 말을 매어 둔다네
취하면 말 타고 돌아가
자주 상관에게 꾸지람 듣는다지
삼십년 동안 재주로 이름났으나
가난하여 손님 앉을 방석도 없네
소원명에게 손을 벌려
때때로 술값을 타온다네
총점

정서
A
+1
+1
+2
-2
+3
-3
+1
+2

지수
B
+1
-1
-1
+2
+1

운동 지수
A
B
+2
+
+2
+3
-3
-1
+2
-2
-1
+2
+2
+2
+2

이 시의 창작 시기는 746년 십년의 유람을 마치고 장안으로 돌아와 서른다섯이 되었을 때이다.
이전까지 두보는 자기 자신과 시대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나 부친의 죽음으로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되었으며 어려운 처지에서 점차 번성한 당 제국의 어두운 뒷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 시기의 벗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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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源明과 廣文先生 鄭虔이 있었다. 두보는 정건의 행동을 놀리고 있지만 놀리는 그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는 않다. 이 시에는 광문선생 정건의 가난과 재주,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모습이 함께 어우러
져 있다. 내용의 흐름을 보면 어딘가 魏晉 시대의 풍도를 이어받은 듯하다. 이렇게 가난한데도
기를 쓰고 술을 마시는 것은 고통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이다. 다만 시를 짓는 태도를 보면 제목에
나타나듯, 일부러 유머러스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실상 내면의 정서는 슬픔이 깔려있겠지만
억지로라도 이를 가리고 어쩔 수 없다는 목소리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서의 축이 +1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의 미미한 기쁨이며 움직임 또한 크지 않은 편이다.

Ⅲ. 기쁨의 영역 (2): 작은 기쁨에서 극도의 기쁨까지
앞의 2장에서 喜悲交集, 혹은 미세한 기쁨을 다루었고 여기서는 나머지 작은 기쁨에서 극도의
기쁨까지를 다루려 한다.

1. 작은 기쁨

작은 기쁨을 다룬 시는 모두 4편이다. 먼저 <중양절에 남전의 최씨 집에서(九日藍田崔氏莊)>는
중양절의 모임에서 지은 작품이고 <곡강 2수(曲江二首)·제2수>는 파직을 예감하여 몹시 침통한
가운데서도 남은 봄을 즐겨야 한다며 자신을 다독이고 한편으로 세상사의 이치를 돌아보는 작품이
다. <빗속에 소단의 집을 들러(雨過蘇端)>는 <봄의 전망(春望)>이 지어지던 757년 늦은 봄, 장안에
억류된 채 생계를 이을 방법이 없어 자주 굶고 다닐 때 지은 것이다. 비 오는 날, 자신을 반겨
맞아주는 소단이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 한 끼 밥을 얻어먹는 과정을 사실적이고도 생기 넘치게
그렸다. 억류되어 가족과 떨어져 있었지만 소단의 대접이 두보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장개의
은거지에서(題張氏隱居二首)·제2수>를 지은 시기는 齊나라 趙나라 지역을 유람하던 736년에서
740년 사이로 추정된다. 兗州刺史로 있던 아버지를 찾아뵙고 일대를 유람하다 은사 張玠를 만나
지었는데 정서는 잔잔한 기쁨이 있는 가운데 약간의 해학이 엿보인다. 아직 큰 슬픔을 겪은 적이
없어 두보 특유의 비틀림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중양절에 남전의 최씨 집에서(九日藍田崔氏莊)>를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한다.9) 이
9) 이 시의 원문과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면 관계상 각 구절별 정서와 운동 지수를 계산하는 과정은 생략하였다.
老去悲秋強自寬,

늙어 가며 가을이 서글퍼 억지로 마음 다진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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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은 어렵게 얻은 벼슬에서 좌천되어 758년 6월, 華州에 도착하여 지은 작품이다. 이해 중양절을
두보는 남전의 최씨 집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최씨는 시인 王維의 처남이다. 48세의 두보는 심리적으
로 이미 지치고 늙어 있었지만 오랜만에 만난 지인 앞에서, 더구나 중양절을 맞아 슬픈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후반부에서 눌렀던 근심이 다시 세어 나오고는 있지만 전반부에서
억지로라도 쾌활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슬픔보다는 기쁨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작품은 이후 두보가 9월 9일 중양절에 지은 수많은 작품들에 비하면 그나마
행복한 편이다. 아직은 덜 늙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시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옆 사람에게 모자를 고쳐 달라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 이번의 중양절 모임은 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운동성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발생하여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는 정서와 운동의 영역이 각각 4와 6을 기록하고 있어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큰 기쁨에서 극도의 기쁨

큰 기쁨 영역에 구분된 작품 가운데 <엄 중승이 청성산의 도사가 빚은 유주 한 병을 보내 와
이에 감사드리며(謝嚴中丞送青城山道士乳酒一瓶)>는 嚴中丞, 즉 成都 草堂시절 두보의 재정적
지원자였던 嚴武가 맛좋은 술을 보내오자 기쁜 마음에 받은 즉시 바로 마셔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
는 한편, 오랜만에 호탕한 심정이 되어보는 기쁨을 표현한 작품이다. <서당에서 술 마시고 밤에
또 이상서와 말에 서 내려 달빛 아래 시를 지어(書堂飲既, 夜複邀李尚書下馬, 月下賦絕句)>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湖水林風相與清, 殘尊下馬復同傾.
久判野鶴如霜鬢, 遮莫鄰雞下五更.

興來今日盡君歡.
羞將短發還吹帽,
笑倩旁人爲正冠.
藍水遠從千澗落,
玉山高並兩峰寒.
明年此會知誰健,
醉把茱萸仔細看.

흥겨운 오늘은 그대와 마음껏 즐겨 볼까
머리숱 적어 또 바람에 모자 벗겨질까 부끄러워
웃으며 옆 사람에게 고쳐 달라 부탁하였지
남수는 멀리서 천 가닥 물줄기로 쏟아져 오고
옥산의 마주 솟은 두 봉우리 싸늘하구나
내년 이맘 때 누가 살아 있을지 아는가
취하여 수유라도 자세히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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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에 뜬 달과 숲에 부는 바람이 상쾌하구나
남은 술 말에서 내려 다시 기울이네
들의 학처럼 하얀 귀밑머리 내버려 두고
이웃집 닭 우는 새벽까지 마음껏 즐겨보세
총점

정서
+1
+2
+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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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성
+1
+2
+3
+4
+10

이 작품은 768년 夔州를 벗어나 江陵에서 늦봄에 지은 것이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체류하게 된
기주에서 속수무책으로 묶여 있는 현실에 답답해했고 늘 이곳을 떠나고 싶어 했다. 배를 준비하여
기주를 벗어나 강릉에 도착하자 잠깐이나마 그 동안의 고초와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심경이
되었다. 더구나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李尙書의 대접을 받자 흔쾌히 술을 즐길 수 있는 기분이
되었다.10) 제 3구의 “들의 학처럼 하얀 귀밑머리”는 객관적으로 수심을 불러오는 것이지만 오늘만큼
은 술기운에 취하여 상관하지 않기로 한다. 두보 시에 흔히 보이는 감춰진 우울은 드러나지 않으며
순간을 즐기는 느낌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위의 시는 절구로 4구뿐이어서 각 구절 지수의 총합이 최종 지수가 되었다. 이 작품은 정서영역,
운동성 영역 모두 10점으로 나타나는데 큰 기쁨과 쾌활한 운동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작품이라
하겠다.
또한 <술에 취해 시를 지어 안 소부에게 드리고 고 팔분에게 벽에 글씨를 쓰도록 청하며(醉歌行，
贈公安顏少府請顧八題壁)>는 기주를 빠져나와 公安縣의 연회 자리에서 쓴 작품이다. 오랜만에
예전에 알던 지인들을 만나 호탕한 심정이 되어 즐겁게 술을 마시는 정경을 묘사하였다. 한편 <술
권하며 엄무를 찬미하는 농부를 만나(遭田父泥飲美嚴中丞)>와 <관군이 하남과 하북을 수복했다는
소식을 듣고(聞官軍收河南河北)>는 조사대상 작품 가운데 가장 높은 정도의 기쁨을 표현한 작품이
다. 먼저 <遭田父泥飲美嚴中丞>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보가 길을 가다 어떤 농부를 만났는데 그는
성도 지역을 다스리는 엄무가 덕정을 베풀어 이에 깊이 감사한다는 뜻을 농민 특유의 투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이 농부는 엄무의 미덕을 찬양하는 동시에 더 못 마시겠다고 손사래 치는 두보를
억지로 잡아끌어 술을 더 권하고 있는데 그 생생한 모습은 마치 잘 알려진 ‘三離’·‘三別’의 또 다른

10) 李尙書는 당시 禮部尙書였던 李之芳을 말한다. 이지방은 두보가 745년 山東을 유람할 때 齊州太守를 지내고 있어
알게 되었다. 두보가 기주에 있을 때 이지방은 鄭審(두보의 친한 벗이었던 鄭虔의 조카)은 편지를 보내온 일이 있었다.
두보는 이에 감격하여 <秋日夔府詠懷奉寄鄭監審李賓客之芳一百韻>이라는 시를 답장으로 보낸 바 있다. 이 시는 무려
100韻의 장편 배율로 전체가 對句로 이루어졌으며, 기주의 경물과 이를 바라보는 심정, 일생의 포부와 좌절, 간절히
도움을 기다리는 마음 등을 곡진하게 서술한 작품이다. 이 시에서 그 간절한 호소의 대상이었던 이지방을 고생 끝에
만나게 되자 두보는 모처럼 마음을 위로받고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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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쌍을 보는 듯하다. 시의 정서는 거의 가장 기쁜 수치에 올라와 있고, 농부의 끝없는 이야기와
활달한 움직임으로 운동 면에서도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관군이 하남과 하북을 수복했다
는 소식을 듣고(聞官軍收河南河北)>는 763년 장장 8년을 끌던 安史의 난이 史朝義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반군에게 점령당했던 국토가 수복되어 기쁨에 겨워 쓴 작품이다. 전란에 쫓겨 다니던
그간의 고초가 한순간 날아가 없어질 만큼 두보는 살면서 흔치 않은 절정의 기쁨을 맛보았고 이를
감추지 않고 고스란히 드러냈다.

Ⅳ. 슬픔의 영역: 슬픔 속 팽창과 수축
이번에는 음주시 가운데 정서적으로 슬픔에 치우친 작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슬픈 정서를 표현
할 경우 상식적으로는 위축되어 운동성이 낮게 표현될 것 같지만 적어도 두보의 경우, 반드시 그렇지
는 않았다. 더욱이 조사 대상이 음주시였기 때문에 슬픈 가운데 술의 효능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격분되어 슬프면서도 팽팽한 긴장이 흐르거나 격분의 상태를 보인 작품들이 많았다. 따라서 팽창과
수축의 영역에 있어서 팽창 영역에 놓인 작품이 훨씬 많게 되었다. 아래에서 각각 나누어 살펴본다.

지수
슬픔 속 팽창

슬픔 속 수축

작품

1단계: –1~-3

<官定後戲贈>
<送路六侍御入朝>

2단계: –4~-6

<醉時歌>
<登高>
<酬孟雲卿>

3단계: –7이상

<九日>
<曲江二首·제1수>
<留別賈嚴二閣老兩院補闕>
<九日登梓州城>
<垂白>
<對雪>

1. 슬픔 속 팽창

슬프면서도 팽창하는 정서를 보이는 2사분면에 속한 작품들은 위의 도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총 8수이다. 먼저 1단계 작품을 살펴보자. <관직이 정해진 뒤에 재미 삼아(官定後戲贈)>는 7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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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 네 살의 나이에 작은 벼슬을 얻고 쓴 작품으로 정서지수는 –2, 운동지수는 +2이다.11) 나라의
동량이 되기 위한 10년의 공부와 장안에서의 고생스런 10년의 기다림 끝에 미관말직을 얻고 나니
과연 이러한 벼슬이나마 맡아야 하는지 회의가 생겼다. “술을 좋아하니 작은 봉록이나마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신을 위로해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마지막 구절에서 그는 “고개 돌려 거센 회오리
바람을 맞는다(回首向風飆)”라고 하고 있는데 차라리 벼슬에 대한 꿈을 접고 은거할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로 불가능하여 차선책으로 주어진 벼슬에 임하리라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다. 이 구절을 필자는 운동성의 부분에서 0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바람을
맞는 수동적 입장만 본다면 마이너스이지만, 한편으로 이 바람에 맞서 현실을 감내하는 적극적
의지의 부분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양자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개별
구절의 운동성은 0이다. 착잡하고 암울한 심정을 담은 이 시는 전체적으로 일말의 운동성을 보이며
정서면에서도 극한 슬픔이 아닌 작은 슬픔으로 나타났는데 그 까닭은 제목에 보이듯 시인이 “재미삼
아 [戱]”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시어의 입조를 전송하며(送路六侍御入朝)> 역시 정서지수 –2, 운동지수 +3으로 좌표에서
비슷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창작 시기는 763년 安史의 난이 종결된 이후로 당시 두보는 成都의
草堂에서 梓州로 거처를 옮겨 사교활동에 참가하며 수도로 돌아갈 노자를 마련해보려 애쓰는 중이었
다. 제목에 나오는 노시어는 어린 시절 알았던 사람으로 전란의 세월을 거친 뒤 외진 재주에서
만나게 되었다. 반가운 만남이기도 했지만 바로 이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슬픔을 면할
수 없었다. 앞의 시와 마찬가지로 일말의 슬픔과 약간의 운동감을 가진 시이다.
이번에는 2 단계의 작품으로 <醉時歌>· <登高>· <酬孟雲卿>를 차례로 살펴보려 한다. 이
세편의 정서지수는 각각 –4, -5, -6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비해, 운동지수는 +13, +7, +2로 많은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는 각 작품마다 감정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아울러 운동지수가 작품의 총체적
분위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논하려 한다. 먼저 <醉時歌>를 보자.

諸公袞袞登台省,

여러 선비 차례차례 요직에 등용되건만

11) 이 작품 역시 정서와 운동지수의 계산 과정은 생략한다. 시의 원문과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不作河西尉,
淒涼爲折腰.
老夫怕趨走,
率府且逍遙.
耽酒須微祿,
狂歌托聖朝.
故山歸興盡,
回首向風飆.

하서 현위가 되지 않은 것은
미관말직에 허리 굽히기 처량해서였지
늙은 몸이라 분주할까 두려웠건만
솔부의 직책은 한가할 수 있으리라
술 좋아하니 작은 봉록이나마 필요하지 않은가
성스런 조정에 기대어 미친 듯 노래하리
고향으로 돌아갈 흥도 이제는 다하여
고개 돌려 거센 회오리 바람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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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文先生官獨冷.

광문 선생의 직위 홀로 초라하구나

甲第紛紛厭粱肉,

즐비한 대저택에선 산해진미도 지겹다 하지만

廣文先生飯不足.

광문 선생은 밥 한그릇도 아쉽다네

先生有道出羲皇,

선생의 덕은 복희씨를 뛰어넘고

先生有才過屈宋.

선생의 재주 굴원이나 송옥보다 뛰어나건만

德尊一代常轗軻,

일대의 드높은 덕으로도 늘 불우하니

名垂萬古知何用.

만고에 드리운 명성 어디에나 쓸까?

杜陵野客人更嗤,

두릉의 이 야인 조롱받기 일쑤라

被褐短窄鬢如絲.

하얗게 센 머리에 짧고 헤진 베옷 한 벌뿐이구나

日糴太倉五升米,

하루하루 태창에서 쌀을 조금씩 사고

時赴鄭老同襟期.

때로 정 선생 찾아가 회포를 푼다

得錢即相覓,

돈이 생기면 서로 찾아와

沽酒不復疑.

조금도 망설임 없이 술을 산다네

忘形到爾汝,

취하면 허물없이 나나 불러대니

痛飲真吾師.

통쾌히 술 마시는 것이 바로 내 스승일세

清夜沈沈動春酌,

술잔 주고받는 사이 깊어가는 봄밤

燈前細雨簷花落.

등불 앞 처마에서 꽃잎처럼 지는 빗물

但覺高歌有鬼神,

신들린 듯 목청 높여 노래할 뿐 어찌 따지랴
굶어 죽어 골짜기에 묻힐 일을

焉知餓死填溝壑.

다만 소리 높여 노래하니 신이 들린 듯
어찌 굶어 죽어 구렁을 채울 줄 알겠는가?

相如逸才親滌器,

사마상여는 뛰어난 재주로 몸소 그릇을 닦았고

子雲識字終投閣.

양웅은 글을 알아 끝내 누각에서 투신했지

先生早賦歸去來,

선생께선 돌아가리라 노래를 빨리 부르시오

石田茅屋荒蒼苔.

돌밭에 띠집은 황폐하여 이끼가 끼었소

儒術於我何有哉,

유가의 법도가 내게 무엇이란 말인가

孔丘盜蹠俱塵埃.

공자나 도척이나 모두 먼지가 되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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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須聞此意慘愴,

이런 이야기에 참담해하지 말고

生前相遇且銜杯.

생전에 만났으니 그저 술잔이나 비웁시다.

A
+2
-2
+2
-2
+2
+2
-3
-3

A
-2
-2
-2
+2
+2
+3
+4
+4

A
+2
+2
+4
-4
+4
-4
-3
-4

A
-3
-3
-4
-4
+1
+1

1단락 정서
B

C

-1
-1

-1

+2

+2

-3

-2

2단락 정서
B

C

-2
+1

0

+3

+3

+4

+4

3단락 정서
B

C

+2
-1

0

-1

-1

-4

-4

4단락 정서
B

C

-3
-4

-4

+1
총점 -4

-2

A
+2
-1
+2
-1
+2
+2
+2
+3

A
+2
+2
+4
+4
+4
+4
+2
+4

A
+2
+2
+4
+4
+4
+4
+2
+4

A
+3
-2
+3
+3
+2
+2

1단락 운동
B

C

0
0

0

+2

+2

+3

+3

2단락 운동
B

C

+2
+4

+4

+4

+4

+4

+4

3단락 운동
B

C

+2
+4

+4

+4

+4

+4

+4

4단락 운동
B

C

0
+3

+3

+2
총점 +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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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醉時歌>의 정서 지수는 단락별로 -2·+4· –4· –2로 합산하면 –4이다. 운동지수는 단락별로
+3·+4·+4·+2로 합산하면 +13이다. 창작 시기는 750년으로 보인다. 당시 玄宗은 廣文館을 설치
하고 鄭虔을 박사로 삼았으나 이는 권세 없는 한직이라 봉록이 적었다. 정건은 두보와 뜻이 맞아
자주 그를 초대하였다. 취한 두보는 정건을 위해 고르지 못한 세상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물론
이 비판 속에는 동병상련의 감정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이 작품은 슬픔의 정도에서 첫 출발은 그리 슬프지 않은 듯하지만, 술과 벗이 함께 하며 감정이
고조되어 독자는 격한 슬픔을 느끼게 된다. 필자가 생각했을 때 실제 지표보다 이 시는 더욱 슬프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첫 번째는 감정의 편폭이 크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불란한 슬픔의 시 보다 슬픔과 기쁨의 흔들림, 그 격차가 크게 흔들리는 시일수록 큰
슬픔을 낳는다. 두 번째는 운동감이 클수록 슬픔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이 시는 단순한
정서계산에서는 슬픔의 정도가 –4이지만, 운동감에서 13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한마디로 이 시는
슬픔 속에 비틀리는 감정을 격한 상태로 그대로 토로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곳에 올라(登高)>를 보자.

風急天高猿嘯哀，渚清沙白鳥飛回。無邊落木蕭蕭下， 不盡長江袞袞來。
萬裏悲秋常作客，百年多病獨登台。 艱難苦恨繁霜鬢，潦倒新停濁酒杯。

정서
바람 거세고 하늘 높은데 원숭이 울음 구슬프구나
맑은 물가 새하얀 모래톱엔 새들이 빙빙 날고 있네
끝도 없이 낙엽은 우수수 떨어져 내리고
지칠 줄 모르는 장강은 도도히 흘러온다
만 리 바깥 슬픈 가을날 늘 떠도는 신세 되어
백년 인생에 병 많은 이 몸 홀로 누대에 올랐네
고생살이에 허연 머리털 어쩌자고 늘어만 가는가
노쇠한 몸은 탁주잔마저 다시 놓는다
총점

A
-1
+1
-2
+2
-3
-3
-4
-4

운동성
B
+1
+1
-3
-4
-5

A
+3
+3
+4
+4
+2
+2
-1
-2

B
+3
+4
+2
-2
+7

이 작품은 767년 가을, 夔州에서 지은 것이다. 두보의 대표적 음주시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마지막
구절에서는 노쇠하여 술조차 마시지 못하는 상황으로 종결되어 몹시 비통하다. 이 시는 배경 묘사가
매우 역동적이다. 다만 전체 흐름으로 보면 역동적 화면에서 시작하여 마지막은 거의 정지장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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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 시를 영상의 각도에서 보자면, 큰 배경화면에서 출발하여 영상은 점차 인물전체를 비추
고 다시 마지막 구절에서는 앉은 모습에서 인물을 클로즈업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 시는 비교적
초기에 지은 <醉時歌>와 슬픔의 정도 면에서는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다른 점은 운동성의
부분이다. <醉時歌>는 7언의 장편에 격정적 어조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廣文先生 鄭虔도 등장하고
다시 자기 자신으로 묘사의 초점을 옮겼다가 처마의 빗물로 옮기는 등, 시점의 이동들이 있어 화면이
다채롭고 시끌벅적하다. 이에 비해 <登高>는 만년 작으로 전반부는 역동적 배경을 사용하여 운동감
이 풍부한 화면을 만들어냈지만 후반부는 거의 정지된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 후반을 통합하면
운동성이 줄어들게 된다. <登高>의 미학은 역동적 배경과 靜的인 화자 사이의 비대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12)

다음으로 <酬孟雲卿>을 살펴보겠다.
樂極傷頭白，更長愛燭紅. 相逢難袞袞，告別莫匆匆.
但恐天河落，寧辭酒盞空. 明朝牽世務，揮淚各西東.

정서
기쁨이 극에 이르러 도리어 흰 머리에 가슴 아프고
밤이 깊을수록 붉은 촛불 더욱 안타깝네
앞으로 자주 만나기 어려우니
이별을 고할 때 너무 서두르지 말게
은하수 떨어져 날 밝은 것 두려우니
어찌 술잔 비우기를 사양하리오
내일 아침부턴 세상일에 끌려다니며
눈물 훔치고 제 갈 길로 가야 한다네
총점

A
-4
-4
-3
+1
-3
+2
-1
-1

운동
B
-4
-1
0
-1
-6

A
-1
-1
-1
-1
-1
+3
+1
+1

B
-1
-1
+3
+1
+2

이 작품은 758년 6월경에 지어졌다. 당시 두보는 華州로 좌천되어 떠나게 되었는데 출발하기
전날 밤 친하게 지냈던 孟雲卿이 찾아와 담소를 나누며 써준 시이다. 두 사람은 불을 밝히고 술을
마시며 서로 억울한 마음을 하소연하며 밤이 짧음을 애석해하였다. 이 시는 처음부터 거의 슬픔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특별한 움직임도 없이 실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깊은 슬픔이 유지되는 까닭은
첫 번째 구절의 ‘기쁨이 극에 이르러’ 때문이다. 사실 이 극도의 기쁨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12) 다만 이번의 논문에서는 정서와 운동지수를 구절과 단락의 총합으로만 알아보았기 때문에, 미세한 지점을 읽으려면
구절별, 단락별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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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좌천되는 우울한 상황에서 벗이 뜻밖에 찾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
로 비탄에 잠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서는 바로 급락하게 된다. 이렇게 슬픔과 기쁨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서로 부딪혀 더욱 커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첫 번째 구절에서 이미 보여준 깊은
슬픔은 후반부에서도 쉽사리 떨쳐지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슬픈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 시는 우리가 읽었을 때 <醉時歌>보다는 덜 슬픈듯한 인상을 느낄 수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그 까닭은 주로 시의 운동성과 상관이 있다고 보인다. 즉 <醉時歌>에서는 정서적으로도 단락별
편차가 크며, 운동감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더욱 격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슬픔도 크게
느껴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3단계의 작품은 <九日>·<曲江二首. 제1수>·<留別賈嚴二閣老兩院補闕>이다. 세편 모두 비
슷한 정도의 깊은 슬픔을 보이지만, <曲江二首. 제1수>는 높은 운동성을 보인데 비해, <九日>·<留
別賈嚴二閣老兩院補闕>은 운동성이 0이다. <九日>13)을 보면 시인은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고’,
‘괴롭고’, ‘부끄럽고’, ‘의지해있다’고 하여 수동적이며 위축된 상태를 나타내어 슬픔의 정도는 –7인데
비해, 운동성에서 0이 되었다. <留別賈嚴二閣老兩院補闕>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曲江二
首. 제1수>14)는 비슷한 정도의 슬픔이지만, 운동성 면에서 연속적으로 움직임이 발생하여 +8이
되었다. 이 시는 두보가 좌습유를 지내며 파직을 예감하던 시기에 지은 것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
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함을 속절없이 지는 봄날의 꽃잎에 기탁한 명작이다. 이 시는 “바람에
꽃잎 마구 떨어지니”, “술에 빠져 몸 상한들”과 같은 격한 움직임의 표현으로 높은 운동성을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醉時歌>에서 연속적 움직임이 슬픔의 정서를 더욱 강화했듯이 이 시의 운동성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는 정서표현과 운동성 모두 전후반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비대칭적 구조는 앞에서 살펴본 <登高>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 시가 깊은 슬픔을
13) 원문과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去年登高郪縣北
지난 해 처현 북쪽에서 중양절을 보냈건만
今日重在涪江濱
오늘 또다시 부강 가에 머물러 있네
苦遭白發不相放
백발이 날 놓아주지 앉아 괴롭구나
羞見黃花無數新
수없이 새로 피어나는 국화 보기 부끄럽다
世亂鬱鬱久爲客
어지러운 세상 답답하게 오래도록 나그네 신세
路難悠悠常傍人
갈 길이 어려워 걱정하며 늘 남에게 의지하누나
酒闌卻憶十年事
술 취해 십 년 전의 일 생각해보니
腸斷驪山清路塵
여산 아래 먼지 날리는 길에서 애가 끊어졌었지
14) 원문과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一片花飛減卻春,
風飄萬點正愁人.
且看欲盡花經眼,
莫厭傷多酒入唇.
江上小堂巢翡翠,
花邊高塚臥麒麟.
細推物理須行樂,
何用浮名絆此身.

한조각 꽃잎이 날려도 봄빛이 줄어들건만
바람에 꽃잎 마구 떨어지니 참으로 수심겹구나
눈앞을 스치며 스러지는 꽃 마주하니
술에 빠져 몸 상한들 어떠랴
강가의 초가집엔 비취새가 둥지 틀고
꽃 피어난 무덤가엔 기린 석상이 나뒹군다
사물의 이치 잘 살펴 즐겨야 마땅하리니
헛된 명성으로 이 몸을 속박할 필요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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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며 큰 감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슬픔을 나타내면서도 높은 운동성을 보이는 점, 그리고 전후반에
서 대조를 이루는 점을 들 수 있겠다.

2. 슬픔 속 수축

이제 슬픔 가운데 수축된 정서를 보이는 작품들을 살펴보려 한다. 먼저 <중양절에 재주성에
올라(九日登梓州城)>는 762년 가을, 成都시기에 지은 작품이다. 당시 두보는 조정에 소환된 嚴武를
綿州까지 전송하고 바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면주에 체류중이었다. 조정으로 돌아갈 희망은 점점
작아지고 게다가 국지전이 끊어지지 않아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는
불투명했다. 중양절을 맞아 높은 곳에 올랐지만 기력도 없고 근심이 많아 고달픈 상황을 노래했다.
한편 <백발이 드리워(垂白)>는 767년 夔州에 도착하여 이듬해 가을에 지은 것으로 생각된다.
제목처럼 그는 백발이 된 채로 異域에 체류하면서 불면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신의 신세를 비통해
하였다. 술이 있다면 천일이라도 취하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운동감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경직되거나 수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축의 모습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작품은
<눈은 내리고(對雪)>이다.

北雪犯長沙, 胡雲冷萬家. 隨風且間葉, 帶雨不成花.
金錯囊從罄, 銀壺酒易賒. 無人竭浮蟻, 有待至昏鴉.

북풍한설이 장사에 몰아닥치니
이역의 눈구름에 온 세상이 싸늘하구나
바람 따라 드문드문 눈발 날려도
비가 뿌려 눈꽃은 피지 못하네
돈주머니 텅 빈 채 늘어져
은 항아리의 술을 외상으로 사기도 쉽지 않구나
함께 술 마실 사람이 없어
저녁 까마귀 울 때까지 기다린다
총점

A
-2
-2
-1
-1
-2
-2
-3
-4

B
-2
-1
-2
-4
-9

A
-1
-2
+1
-1
-2
-2
-3
-4

B
-2
-2
-2
-4
-10

이 작품은 거의 죽기 얼마 전 작품으로 보인다. 당시 두보는 長沙를 떠나 荊州에 도착했다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 다시 長沙로 돌아와 지내며 이 시를 지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登高>에서 술을
못 마신 까닭은 질병 때문에 눈앞에 술을 두고도 억지로 자제하는 모습이었다면 이 시에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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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술 조차 살 형편이 못되어 누군가를 기다리는 춥고 궁핍하고 쪼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시의 화면은 슬프면서도 배경묘사에서 인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위축된 모습을 보여준다. 좌표상
으로 보았을 때 이 시는 관군의 수복소식을 듣고 미칠 듯 기뻐한 <관군이 하남과 하북을 수복했다는
소식을 듣고(聞官軍收河南河北)>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두보의 음주시를 중심으로 그 정서와 운동성을 작품별로 구분하고 정리해보았다. 이
논문의 소기의 목적은 두보의 시가 정감 표현의 측면에서 슬픔과 기쁨의 정서를 미미한 정도에서
격렬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로 보여준다는 점을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 과정에서 단순한 정감 뿐 아니라, 수축과 팽창의 느낌을 주는 운동성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양자를 결합하여 총 25수의 작품을 좌표위에 제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두보의 시가
감정의 스펙트럼을 넓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聞官軍收河南河北>과 <對雪>의 극명한
대조, 혹은 정감지수 0의 주변에 포진해있는 작품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서지수와 운동지수의 대조가 감동의 정도를 배가시킨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다만 한 작품을 총체
적 지수로 나타내어 결과만 본다면 그 안의 변화가 사상되어버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측정을 위해서 작품 내부 구조의 변화까지 담을 수 있는 또 다른 틀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두보 시의 정서표현 분석 –飮酒詩를 중심으로–_김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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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衣
あがころも

色取染

味酒

三室山

いろどりそめむ

☆ 味酒之

三毛侶乃山爾

うまさけ

みもろのやまに

黄葉為在

うまさけ

立月之

みむろのやまは

見我欲君我

たつつきの

(巻7・1094)

もみちしにけり

馬之音曾為

みがほしきみが

(巻11・2512)

うまのおとぞする

(내 옷을 그 색으로 물들이고 싶구나. 우마사케 미무로 산은 단풍들기 시작하였네.)
(우마사케노) 미모로 산에 떠오르는 달을 애타 기다리듯 보고픈 당신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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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마사케[味酒]와 미모로, 가무나비(甘南備山)山 노래
額田王下近江国時作歌井戸王即和歌
味酒 三輪乃山 青丹吉 奈良能山乃 山際 伊隠万代 道隈 伊積流万代爾 委曲毛
数〃毛 見放武八万雄 情無 雲乃 隠障倍之也

見管行武雄

(1・17)

(우마사케 미와산을, 아오니요시 나라산이 저쪽으로 숨을 때까지, 길 굽어진 모퉁이가 몇 겹이나
겹쳐질 때까지, 맘껏 계속 바라보며 가고 싶은데, 몇 번이라도 바라보고픈 산인데, 매정하게도 구름
이 감추어도 좋을까.)

1.1 미모로와 칸나비산
葦原笶 水穂之国丹 手向為跡 天降座兼 五百万 千万神之 神代従 云続來在 甘南 備乃 三諸山
者 春去者 春霞立 秋往者 紅丹穂経 甘嘗備乃 三諸乃神之 帯為 明日香之河之 水尾速 生多米難
石枕 蘿生左右二 新夜乃 好去通牟 事計 夢爾令見社 劔刀 斎祭 神二師座者

(13・3227)

反歌

神名備能 三諸之山丹 隠蔵杉 思将過哉 蘿生左右いはふすぎおもひすぎめや(3228)
こけむすまでに(가무나비의 미모로 산에 소중하게 지키는 신의 삼나무 그냥 지나칠 수 있으리오 이끼가 자라날
때까지 오래도록.)

五十串立 神酒座奉 神主部之 雲聚玉蔭 見者乏文

(13・3229)

いくしたて みわすゑまつる はふりべがうずのたまかげ (斎串1) 신대목을 세우고 御神酒를 바쳐 모시는 神官
들이 머리장식 하는 덩굴풀은 보기에도 그윽하다. 髪かずらは見るからにゆかしい｡

帛叨(刀→刂)楢従出而 水蓼 穂積至 鳥網張 坂手乎過 石走 甘南備山丹 朝宮 仕奉而 吉野部登
入座見者 古所念 みてぐらをならよりいでて みづたで (3230)
(幣帛을 나라 궁을 출발하여 미즈타데 호즈미에 이르러 도나미하루 사카테를 지나 이시바시의 칸나비산에서 아사미야
궁의 봉사를 받으시고 요시노로 드시는 것을 보니 옛날이 그리워진다.)

反歌
月日 摂友 久経流 三諸之山 砺津宮地 但或本歌曰 故王都跡津宮地也(13・3231)
つきはひは かはらひぬとも ひさにふる みもろのやまの とつみやところ ふるきみやこの とつみや

1) 《斎(い)み清められた串の意》비쭈기나무나 솜대 따위의 가지에 종이 오리를 달아 신에 바치는 물건. 神を招くときの依
代､

神への供物､

また災いを除ける祓いの道具などとして用いられた｡

fo/saikudani_photo/html)

(http://www.occpa.or.jp/ikou/naniwa_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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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ころ(세월은 변했어도 오래 해를 지나온 미모로 산의 離宮은 변할 리 없으리오.)

1.2 아오니요시 나라산
空見津 倭国 青丹吉 常山越而 山代之 管木之原 血速旧 于遅乃渡 滝屋之 阿後 尼之原尾 千歳
爾 闕事無 万歳爾 有通将得 山科之 石田之社之 須馬神爾 奴左取 向而 吾者越往 相坂山遠
(13・3236)/(13・3237)
王 命恐 雖見不飽 楢山越而 真木積 泉河乃 速瀬 竿刺渡 千速振 氏渡乃 多企 都瀬乎 見乍渡而
近江道乃 相坂山丹 手向為 吾越往者 樂浪乃 志我能韓埼 幸有者 又反見 道前 八十阿毎 嗟乍
吾過往者 弥遠丹 里離來奴 弥高二 山文越來奴 劔刀 鞘従抜出而 伊香胡山 如何吾将為 往邊不
知而

(13・3240)

反歌/ 天地乎 歎乞禱 なげきこひのみ 幸有者 又反見 思我能韓埼

(13・3241)

あめつちをさきくあらば 右二首 但此短歌者 或書云穂積朝臣老配於佐渡之時作歌者也

1.3 우마사케와 칸나비산 아스카강
春去者 花咲乎呼里 秋付者 丹之穂爾黄色 味酒乎 神名火山之 帯丹為留 明日香之 河乃 速瀬
爾 生玉藻之 打靡 情者因而 朝露之 消者可消 恋久毛 知久毛相 隠都 麻鴨あさつゆのけなばけぬべ
く こほしくもしるくもあへる こもりづまかも

(13・3266)

(봄이 되면 꽃이 흩어러지게 피고, 가을이 되면 새빨갛게 단풍드는 우마사케오 칸나비산이 띠로 하고 있는 아스카강의
빠른 여울에 무성하게 자란 玉水草와 같이 오로지 마음은 한쪽으로 휘어져 아침이슬이 사라져 들듯이 사랑에 애태우던
보람이 있어, 만날 수 있었던 나의 비밀스러운 아내여.)

反歌・明日香河 瀬湍之珠藻之 打靡 情者妹爾 因來鴨

(13・3267)

あすかがは せぜのたまもの うちなびき こころはいもに よりにけるかも
(아스카강의 여울마다 옥수초가 너울거리듯 마음은 오로지 사랑하는 여인에게 기울어버렸네.)

1.4 칸나비(神名備)와 明日香河의 地名：●神岳を歌いこんだ万葉歌2)
明日香를 神岳(가무오카)또는 神奈備(간나비)라고도 불린다. 이는 神이 降臨하는 聖스로운 山
이라는 뜻이다. 그 대표적인 노래로 덴무(天武)天皇이 붕어하였을 때 皇后였던 우노노사라라 皇女
(나중에 持統天皇)가 읊은 挽歌에 표기되어있다.
やすみしし わが大君の 夕されば 見し賜うふらし 明け来れば 問ひ賜ふらし 神岳の山のもみちを
2) 沢瀉久孝, 時代別国語大辞典・上代編, 1983年, 三省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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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もかも 問ひ給はまし 明日もかも 見し賜はまし その山を ふりさけ見つつ 夕されば あやにかな
しみ 明けくればうらさび暮らし(이하 생략)(２－１５９)텐무(天武)天皇은 生前에 ｢神岳의 山에 단풍｣을
매우 좋아하여 아침저녁으로 바라보았고, 皇后에게도 이야기를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天皇이 붕어한 뒤로는 더 이상
물어보시는 일도 없어지고 神岳인 그 山을 볼 때마다 슬프고 쓸쓸함이 몰려왔다.

고 노래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스카의 宮都가 平城京로 천도한 이후에 야마베노 아카히토(山部赤人)가 明日香의
景色을 바라보고 읊은 노래를 소개해보자. 여기에는 ｢神岳에 올라서…｣라고 하는 題詞가 붙어
있어, 明日香의 全景을 展望하는 노래임을 알 수 있다.
三諸の 神名備山に 五十枝さし 繁に生ひたる つがの木の いやつぎつぎに 玉かづら 絶ゆることな
く ありつつも 止まず通はむ 明日香の 旧き京師は 山高み 河とほしろし 春の日は 山し見がほし
秋の夜は 河しさやけし 朝雲に 鶴は乱れ 夕霧に かは づはさわく 見るごとに 哭のみし泣かゆ いに
しへ思へば

(巻3-324)

１)아스카가와＊古代帝都図(桜井満監修､ 桜楓社､ 245ｐ､ 昭和五一年､ 必携万葉集要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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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미와야마,후지와라쿄 萬葉集(伊藤博､ 集英社､ 昭和53年､ 図説日本の古典２)215ｐ

이는 키요미하라(浄御原宮)의 正殿跡에서부터 北西方向을 바라보면, 좌측에서 뻗어진 언덕이
아마카시언덕(甘橿丘)이고, 오른쪽 끝 작은 언덕이 이카즈치언덕(雷丘)이 있다.

1.5 아스카 지명을 중심으로 ●雷丘＝神岳説への疑問
明日香の神奈備については､ 雷丘にあてる説がじゅうらい有力であった｡ 雷丘は明日香のエリア
でも北方に位置して､ 山田道と飛鳥川が交錯する地点の近くにある小さな丘である｡ 人麻呂が､
持統天皇の雷丘行幸に際してつくった歌で有名である｡ 雷のことを鳴神ということも､ 雷丘＝神
岳という発想を支えたようだ｡ 雷丘の他にも甘橿丘や南淵山を神岳にあてる説もある｡

1.6 ミハ山を目前にする浄御原宮
ミハ山からは､ 北流する飛鳥川とその左右に広がる盆地が一望できる｡ 眼下には飛鳥京跡､ 真
北には飛鳥寺､ 遠くに香具山と耳成山を望めて､ 赤人の雄大な抒景歌にピッタリあ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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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마카시노오카 ＊아스카지방(1967､ 小学館 新版原色百科事典あ~え)70ｐ.

4)이와바시 칸나비 산 ＊(1995､ 小島憲之他３人校注訳､ 小学館 萬葉集)392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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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스카 공주 明日香皇女의 挽歌 예를 들어보자.(木缻殯宮之時柹本朝臣人麻呂作歌)
먼저 앞의 巻13의 3230번 노래에 ｢石走｣(이와바시루)에 주목하여보자. 人麻呂의 過近江荒都時
作歌(권1・29)(天離 夷者雖有 石走 淡海国乃いはばしる あふみのくにの)에도 똑같은 표기의 예를
관찰해 볼 수가 있는데, 다리를 건너다는 마쿠라고토바이다.
飛鳥 明日香乃河之 上瀬 石橋渡 [一云 石浪] 下瀬 打橋渡 石橋 [一云 石浪] (본문생략)
<本文解釈>明日香川の上流には石を並べて下流には材木を打って橋を渡す｡ 並べた石に生え靡く玉藻はなくなれば
再び生え育つ｡ 木の打橋に生え育った川藻は枯れれば再び芽生えてくる｡ (略)

(2・196)

위의, 아스카와 관련하여 아스카황녀 노래에 ｢돌다리(石橋/石走)｣와 ｢나무다리(打橋)｣를 건너다
(渡る)는 개념을 졸고3)(동북아문화연구제45집)를 통하여 정리해보면, 먼저 이 노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石橋渡｣와 ｢打橋渡｣의 歌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考古学的인 知見에서 考察해
보면, 东西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七夕神话伝説을 採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
로, 이 돌다리(石橋)의 표현에는 ｢牽牛｣를 본 딴 다리의 観念이 뿌리에 박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류의 神仙関連神話에도 人間의 生死를 이은 다리로서의 ｢仙界에 날아가기 쉽도록 하는
다리｣의 機能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는 마치｢祥瑞로운 宇宙観｣을 形象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当該歌(196)에 깃들어 있다.

Ⅱ. 被枕詞인 ｢三輪｣와 大物主神의 神話
[注1]─三輪山の祭神─
三輪山は山自体が御神体とされ､ 大物主神を祀る大神神社には今も拝殿のみで本殿がない｡ 日
本神話では､ 海を照らして来臨し､ 御諸山(三輪山)に鎮座したとされる｡ 大国主神との関係が深い
神で､ 国作りの場面などに登場する｡ ─祟り神─記紀の崇神天皇の条では､ 国に疫病をもたらす祟
り神として登場｡ 崇神天皇は､ 大物主神の子孫意富多々泥古を探して祀らせることによって､ 大物
主神の祟りを鎮めた｡ 大物主大神├──○──○──○──意富多々泥古│活玉依毘売(いくた
まよりびめ)
3) 졸고｢히토마로의 아스카황녀 노래에서의 돌다리와 나무다리를 건너다. 一考｣ 동북아문화연구제45집2015년 12월:
この挽歌における｢橋｣の観念とは､ 古代中国において天帝と自然神が住む天上世界､ 西王母などが住まう仙界､ 現実の人
間世界､ 死者の霊魂が住まう地下世界とが区別されて描かれているのが特徴と言えよう｡ 当該歌(2・196)は恰も昇仙思想
の示顕のような天上界に登仙する為の神仙橋の働きをする宇宙観と情緒を以て描き出されているに違いないと推考され
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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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しき蛇神─古代の蛇神は､ 雷神・水神など様々な農耕との関わりが深い｡ また､ 古事記で
は活玉依毘売､ 日本書紀では倭迹迹日百襲姫との神婚説話がある｡ 蛇神神話の実体とは？4)なぜ
蛇が信仰されてきたのか｡ 蛇が信仰されてきた背景には､ 一般的に以下のような理由が上げられ､
世界各地の原始信仰において｢豊穣と生命力の象徴｣として､ 信仰されてき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
◆巳の神杉(みのかみすぎ)◆巳の神杉
三輪の杉は古来より神聖な霊樹として尊ばれていたらしく､ 万葉集にも以下のような歌がみられる｡
味酒を 三輪の祝が 忌ふ杉 手觸し罪か 君に逢ひ難き

(巻四・七一二番)

三輪の神官が神木として崇めている杉に手を触れた罰でしょうか､ あなたに逢えないのは､ 写真
の杉は､ 拝殿前の｢巳の神杉｣で､ この杉には｢巳さん(蛇神)｣が宿るとされ､ 江戸時代には､ 雨乞い
の時に里の人々が集まり､ この杉を祈ったという｡ [注2]三輪山は､ 高さ467ｍ､ 周囲16ｋｍ､ 南は
初瀬川､ 北は巻向川の２つの川に囲まれている｡ 古代の昔から一切､ 斧をいれることをせず､ 大樹
に覆われた神の鎮座する山､ 神名備(かむなび)とされている｡ 山中には｢奥津磐座｣｢中津磐座｣｢辺
津磐座｣の磐座が鎮座し､ ｢大物主命｣ ｢大己貴命｣ ｢少彦名命｣が鎮まるといわれている｡
[注3]額田王 ｢三輪山｣歌をめぐって5)
はじめ｢神話｣として発生した物語が｢蛇婿入譚｣へと変じて行く過程で載録されたものであろう
としている｡ いわゆる天孫神話によって大己貴神の｢幸魂奇魂｣に結び付けられて､ 国魂神の代表
格に位置づけられる以前にも､ いく度かの神々や神話の習合のような過程を経ていると考えなけれ
ばならないと思う｡ (中略)さらにそれが祟神と結びつくのは､ 天皇家の祖としてのハツクニシラスス
メラミコト (崇神)物部連の祖伊香色雄は､ 旧事紀､ 天孫本紀によれば崇神の母の弟ということに
なる｡
[注４]大物主大神を厚く敬った崇神すじん天皇は神に捧げる御酒を造るために､ 高橋邑の活日
(いくひ)を掌酒(さかひと)に任じました｡ 活日いくひは酒造りの杜氏とうじの祖先にあたります｡ そ
して活日いくひは一夜にして美酒を醸かもしたと伝わります｡ 崇神すじん天皇8年冬12月卯の日に
大神への祭りが行われた後の酒宴で活日いくひは御酒を天皇に捧げて次の歌を詠みました｡
｢この神酒は 我が神酒ならず 倭なす 大物主の 醸みし神酒 幾久 幾久｣(書紀15歌)
崇神すじん天皇と群臣ぐんしんは夜もすがら酒を酌み交わし､ 祭りの宴を楽しみました｡ この故
実によりご祭神は酒造りの神として敬われるようになったとされます｡ 三輪の地は美酒を産み出す
酒どころとして人々によく知られていたのでしょう｡6)
4) 뱀 신화와 자연의 섭리. www.seibutsushi.net/blog/2013/01/1357.html
5) 額田王｢三輪山｣の歌をめぐって(寺田純子)：早稲田大学国文学会､ 20-Mar-1979､ 67
6) 三輪の枕詞は味酒で､ 額田王ぬかたのおおきみの歌をはじめ｢味酒うまさけの三輪｣は万葉集にも詠まれました｡ 酒の神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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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５][おだまきの糸] 古事記에 大物主大神와 活玉依姫(いくたまよりひめ)의 恋物語가 기록
되어있다. 美しい乙女､ 活玉依姫のもとに夜になるとたいそう麗しい若者が訪ねてきて､ 二人はた
ちまちに恋に落ち､ どれほども経たないうちに姫は身ごもる｡ (中略)さらに糸を辿ってゆくと三輪
山にたどり着きました｡ これによって若者の正体が大物主大神であり､ お腹の中の子が神の子と知
るのである｡ この時に糸巻きが三巻き(三勾)残っていたことから､ この地を美和(三輪)と名付けた
ということ｡ (中略)高橋活日(たかはしのいくひ)美酒を醸す 大物主大神(おおものぬしのおおかみ)
を厚く敬った崇神(すじん)天皇は神に捧げる御酒を造るために､

高橋邑の活日(いくひ)を掌酒(さ

かひと)に任じました｡ 活日(いくひ)は酒造りの杜氏(とうじ)の祖先にあたります｡ そして活日(いく
ひ)は一夜にして美酒を醸(かも)したと伝わります｡ 崇神(すじん)天皇8年冬12月卯の日に大神への
祭りが行われた後の酒宴で活日(いくひ)は御酒を天皇に捧げて次の歌を詠みました｡ ｢この神酒は~
｣｢崇神天皇八年冬十二月､ 丙申の朔にして乙卯の日(二十日)､ 天皇大田田根子(三輪氏の祖先)を
以ちて(三輪)大神(오호미와노카미)を祭らしめき｡ この日､ 活日(いくひ：人の名前)自ら神酒を捧
げて天皇に献り､ よりて歌ひしく､ (이 술은 나의 술이 아니옵니다. 야마토국을 지으신 오호모노누
시의 오호미와의 신이 주조하신 술입니다. 드시고, 오랫동안 번영하십시오.)여기에서 神酒(미와)는
신에게 바치는 술로서 倭名抄에 ｢日本書紀私記云､ 神酒､

｣라 기록하고 있다.

美和

かく歌ひて､ 神宮に宴しき｡ やがて宴をはりて､ 諸大夫歌ひしく､
｢味酒 三輪の殿の 朝戸にも 出でて行かな 三輪の殿戸を｣(書紀16歌)
ここに(崇神)天皇､ 歌ひたまひしく､ ｢味酒 三輪の殿の 朝戸にも 押し開かね 三輪の殿戸を｣(書
紀１７歌)やがて神の宮の門を開きて､ (天皇は)幸行でましき｣とある｡
この三輪殿酒宴歌の｢味酒｣この詞こそが歌のポイントになっており｢美味い酒だなあ｣の感嘆句
ような印象を受ける｡ また17歌の｢開く｣には､ ｢戸を開く｣と｢宴をお開きにする(終わりにする)｣と
が掛けられていると考えられる｡ 大物主とは､ 大国主(荒魂)に対する和魂､ 幸魂､ 奇魂｡ 大物のモ
ノは精霊を指す語で､ もろもろの精霊の首領｡ もともとは三輪山､ すなわち御諸の山にいた蛇体の
神｡ 大物主神を祀る大神氏の祖である大田田根子の出自の話は､ 活玉依毘売のもとに通った苧環
(おだまき)系統－蛇など異類が男性となり姫のもとに通い婿は蛇等であったという神話で､ そのも
とになるのが三輪山神話｡

ある大物主大神おおものぬしのおおかみの霊威れいいが宿る杉の枝を酒屋の看板とする風習が生まれ､
(杉玉)を吊るすようになりました｡ http://oomiwa.or.jp/jinja/kamigatari/

軒先に酒ばや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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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오니요시(青丹よし)
[注６]아오니【青丹】7)(｢に｣は土の意)①푸른색이 걸친 검은 흙(青みのかかった黒い土)②岩緑
青の古名｡ 染料や画料として用いる｡ ③染め色の名｡ 濃い青色に染めた上を､ さらに黄で染めたも
の｡ ④表裏ともに濃い青に黄を加えた色｡ あをによし:《｢に｣は土の意》
◎오우미의 황패한 도읍지를 지날 때 히토마로가 지은 노래.(過近江荒都歌)

(前略)天爾満 倭乎置而 青丹吉 平山乎超 或云 虚見 倭乎置 青丹吉 平山越而
何方 御念食可(以下略)百磯城之 (巻1・29)
(우네비<畝傍>山의 가시와라<橿原>의 聖天子의 시대부터 ＜中略＞宮殿은 이곳이라고 하지만, 봄 풀이 가득 자라있
네. 안개가 피어나는 봄날에 모모시키의 궁터<大宮所>를 보니 슬프도다.)

[注７]色深近黑的丹砂｡ ：西有王母之山…爰有甘华､ 甘柤､ 白柳､ 视肉､ 三骓､ 璇瑰､ 瑶碧､ 白
木､ 琅玕､ 白丹､ 青丹｡ 郭璞注：又有黑丹也｡ 《孝经援神契》云：王者德至山陵而黑丹出：德至
山陵,龙见,则景云出,芝草茂,陵出黑丹,：(黑色丹砂｡ 古时认为是祥瑞(しょんずいXiang-rui)之一｡ 5.
道家炼制的所谓长生不老药｡ 晋葛洪《抱朴子·金丹》《山海经·大荒西经》
[注７]江淹在诗中提到了“广成”和“淮南”，这是道教中的仙人广成子和炼丹家淮南王刘安，并
且通过庐山胜境的细致描写，展示了作者对成仙的渴望和仙人生活的向往｡ 从中表现出他羡慕
道教中仙人的超然生活态度以及对这种生活的向往，江淹爱道求仙､ 不愿追逐名利的生命哲学
思想正是受道教思想影响的重要表现｡
[注８]李白の親友､ 杜甫が詩にしています｡ ｢飲中八仙歌｣
李白は一斗､ 詩百篇長安市上､ 酒家に眠る｡ 天子呼び来れども船に上らず自ら称す､ 臣は是れ
酒中の仙､ と､ 最初の句は酒を一斗飲めば､ 詩が百でてくる､ という意味｡
[注９]東漢·張衡《東京賦》8)(中略)温液汤泉，黑丹石缁｡ (黒色の丹と黒石：また､ 河南の梁
県の地には､ 따뜻한 温泉이 용솟음치고､ 瑞祥로운 黒丹나 黒石이 産出되다｡ )

Ⅳ. 마쿠라고토바(枕詞)와 “술”의 상징적 의미 分析
丹波大女娘子歌三首/ 味酒呼 三輪之祝我 忌杉 手触之罪歟 君二遇難寸 (4・712)
7) 祝夫, 中田､ 利政, 和田 古語大辞典(小学館)1993/11より抜粋
8) 中島千秋 文選(賦篇)上明治書院,1977,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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うまさけを みわのはふりが いはふすぎ てふれしつみか きみにあひかたき
(우마사케오 미와의 神人이 소중하게 다루는 神木인 삼나무에 손을 댄 죄 일까. 당신을 만날 수 없는 것은.)

長屋王歌一首/ 味酒 三輪乃祝之 山照 秋乃黄葉乃 散莫惜毛

(8・1517)

うまさけ みわのはふりが やまてらす あきのもみちの ちらまくをしも
春去者 花咲乎呼里 秋付者 丹之穂爾黄色 味酒乎 神名火山之 帯丹為留 明日香之 河乃 速瀬
爾あすかのかはの はやきせに 生玉藻之 打靡 情者因而 朝露之 消者可消 恋久毛 知久毛相こほし
くも しるくもあへる こもりづまかも隠都麻鴨 (3266)
(봄이 되면 꽃이 어지럽게 피고, 가을이 되면 새빨갛게 단풍지는 우마사케오 칸나비산이 띠를
하고 있는 아스카강의 빠른 여울에 무성한 옥 수초와 같이 오로지 마음이 쏠려서 아침이슬이 사라져
없어지듯 사랑에 애타하는 그 보람이 있어 만날 수 있었던 나의 감추어놓은 아내여!)

Ⅴ. 記紀歌謡에서의 술 표현
5.1 此の御酒は：即位13年春2月8日｡ 武内宿禰に命じて太子(ヒツギノミコ＝応神天皇)を連れ
て角鹿(ツヌガ＝現在の福井県敦賀)の笥飯大神(ケヒノ)に参拝に行きました｡ 17日｡ 太子は角鹿か
ら帰りました｡ この日に皇太后は太子と大殿(オオトノ)で宴(トヨノアカリ＝宴会)をしました｡ 皇太
后は觴(ミサカズキ)を挙げて､ 太子に寿(サカホカイ＝酒祝い＝酒を飲み祝いあうこと)をしました｡
それで歌いました｡ [此の御酒(ミキ)は吾が神酒ならず]
<노래訳>このお酒は私だけの神酒ではありません｡ 神酒の司である常世の国にいる少名彦が､ 祝
いの言葉を述べながら､ 歌って踊り狂って､ 醸(カモ)したお酒です｡ さぁ､ この酒を残さず飲みなさ
い｡ さぁさぁ！(신의 술을 도맡은 도코요노쿠니에 있는 스쿠나히코나가 빚은 술입니다.)

5.2 堀書店発行｢祝詞範例全書｣9)
｢壽詞ﾎｷﾞｺﾞﾄ호기고토｣란,｢호가히고토｣라고도 하고, 普通, 天皇의 세대(御代)가 오래 번영하도
록 축원(祈りことほぐ)말로서, 広義의 노리토(祝詞)이다. その壽詞の一つに｢酒壽ｻｶﾎｶﾞﾋ｣がありま
す｡ 秋の収穫ﾄﾘｲﾚも終わり､ 奉賽ｶﾍﾘｺﾞﾄﾏｦｼの神祭りをすべき時季となったので､ 先ず活日に新穀を造らせたのです｡ 三

9) 延喜式 巻第八祝詞, 吉川弘文館, 1981. 大殿祭오호토노호가히 노리토祝詞에 있는 ｢言壽코토호기｣ 本註에, ｢古語에 許止保
企코토호기라 한다｡ 壽詞호기고토､ 지금의 壽觴사카호가히와 같다.｣로 되어 있고, 酒壽를 壽觴라고도 기록하고 있다.
｢觴｣는 ｢酒盃술잔｣으로, 술잔을 들어 祝福코토호기하는 것이 酒壽이기 때문에､ 壽觴을 같은 글자의 뜻으로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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輪の神は､ 造酒の神としても信仰せられていました｡ そこで活日の酒壽の歌となったのです｡
노래의 뜻은､ 神徳에 의하여 만들어진 神酒를 칭송하고(讃え)､ 이 술을 마심으로､ 오랫동안 번영할 것이다. 고 祝福한
것이다. また重臣たちの歌は､ この朝､ 三輪の宮殿へ早く参ろう､ と酒宴に向かう心勇みを詠んだものであり､ 天皇の御
歌は､ 早く三輪の宮殿を開いてくれよ､ 今行こう､ との意のものです｡
神主ｶﾝﾇｼ인 大田田根子, 大神神ｵﾎﾐﾜﾉｶﾐ(大物主神)에 新酒를 바쳐서 제사가 끝난 아침에､ 이 宴会､ 즉 나호라히直会ﾅ
ﾎﾗﾋ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三首의 노래는､ 어떤 것이나 神徳을 앙망하는 마음을背景으로하여 神酒를 찬양하는 노래이다.

Ⅵ. 漢詩文에 있어서 ｢旨酒우마사케｣
6.1 詩經．小雅．鹿鳴(旨酒 ㄓㄧˇ ㄐㄧㄨˇ 美酒)
술이란 小雅 鹿鳴(녹명)편10) 시처럼, 아름다운 손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잔치하면(我有旨酒
以燕樂嘉賓之心) 좋으나, 賓之初筵(빈지초연)의 시처럼 처음 취하지...① 鹿鳴(2장)呦呦鹿鳴이여
食野之蒿로다 我有嘉賓하니 德音孔昭하여 視民不恌니 君子是則是傚로다 我有旨酒하니 嘉賓式
燕以敖로다 (유유히 우는 사슴 울음이여, 들의 제비쑥을 뜯도다. 내게 아름다운 손이 있으니 덕음이
심히 밝아 백성에게 박절하지 않음을 보이니 군자가 이렇다면 이를 본받을지어다. 내게 맛좋은
술이 있으니 아름다운 손이 잔치하여 즐거워하도다.)
(3장)呦呦鹿鳴이여 食野之芩이로다 我有嘉賓하여 鼓瑟鼓琴하니 鼓瑟鼓琴이여 和樂且湛이로
다 我有旨酒이로다 以燕樂嘉賓之心이로다 (들의 황금초를 뜯도다. 내게 아름다운 손이 있어 비파
를 뜯고 거문고를 타니, 비파를 뜯고 거문고를 탐이여, 화락하고 또한 즐거워하도다. 내게 맛좋은
술이 있으니 아름다운 손님의 마음을 즐겁게 잔치하도다.)○이 詩는､ 正小雅로､ 人君이 群臣이나
外国使臣의 賓客 등을 모아서､ 雍雍和楽の有様を歌ったもの｡ 野鹿の楽しく鳴き集う様を以って
群臣賓客을 연회를 여는 것으로 周時代에 善行을 잊지 않는 道徳의 모습面影을髣髴케한다.湛(담:
술에 빠지다. 즐기다. 탐닉하다.) 즐거움이 오래가고ㅡ燕､ 安んずるなり｡

6.2 文選．班固《東都賦》11)：(有徳の餐宴)-皇儀【こうぎ】を究めて帝容を展ぶ｡ 千品あ
り，旨酒【ししゅ】萬鍾【ばんしょう】あり｡ 金罍【きんらい】を列ね，玉觴【ぎょくしょう】
を班【わか】つ｡
10) 李元燮 역해, 詩經, 修文書館, 1983, 210~211쪽
11) 中島千秋, 文選(賦篇)上, 明治書院, 1977,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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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徳の饗宴)百官を次々に配置して､ 万国の君主をみちびかせて引見なさり､ 天子は盛大な礼義
のきわみを尽くして､ 帝王の威容を示される｡ この時､ 庭一面に陳列する責物の品は千という数､
美酒の鋼壺は万という数である｡ 黄金の酒樽をずらりとならべ､ 玉の杯を一人一人に分けられる｡
八種の珍味が出される｡

6.3 飲中八仙歌 杜甫・李白

6.4

陶淵明과 飮酒

淵明은 人生의 有限性을 痛切하게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야말로, 나날을 마음껏 살고, 人生을
충실히 사는 것을 무엇보다 重要視하였다. ｢높은 境地｣에 도달할 때 술을 마시는 心境은, 다음과
같이 表現하고 있다｡
故老贈余酒､ 乃言飮得仙

故老 余に酒を贈り､ 乃ち言う 飲まば仙を得んと｡

試酌百情遠､ 重觴忽忘天 試みに酌めば百情遠く､ 觴を重ぬれば､ 忽ち天を忘る｡ (이하생략)
長老が酒を贈ってくれた｡ 이것을 마시면 仙人이 될 수 있다고 한다｡ ためしに飲んでみると､ わず
らわしさの数々が遠く去ったような気がし､ 더욱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곧 도취해서 忘我의 境地
가 된다. 아니､ 仙人이 사는 天界에도 이러한 境地로부터 그렇게 벌어진 것을 아닐 것이다. (中略)
世俗의 価値観이라는 굴레로부터 自由로와져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行動한다｡ 이렇게 묘사한
陶淵明은 술 속에서야 말로 人生의 깊은 맛이 있다. 고 말했다.

6.5 우선､ 詩経의 時代에는, 主로 神霊을 숭배하고, 神霊의 힘에 感謝함을 나타내는 祭礼儀
式이 동반되어 마시는 술을 묘사하고 있다. ｢小雅｣鹿鳴之什｢鹿鳴｣には､ ｢我に旨酒有り､ 以て嘉
賓の心を燕樂せしめん｣とある｡ 여기에서 嘉賓이란 祖霊神을 가리키며､ 사람들이 준비한 술을 조
상의 霊에 바치려고 한 趣向이 엿 보인다. 이러한 祭祀儀礼와 관련된 술의 特徴､ 威儀를 갖추고
바르게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술을 마시고 즐기는 것은 神이 아니면 안 되고, 사람들이 흩어져
소란을 피우는 것은 부끄럽게 여겨 훈계하였다. ｢賓之初筵｣(｢小雅｣甫田之什저 큰 밭에서:土地를
가진 公卿이 농사에 힘쓰고 土地의 신을 제사하는 노래)12) 술 취하지 않은 善人을 말려들게 하여
祭祀의 연회(宴)를 망그러지게 하는 描写는 비꼬는 의미이며､ 술에 자신을 망각한 사람에 대한
痛烈한 批判이된다. 이와 같이 詩経에 登場하는 飲酒表現에는､ 거의 祭礼儀式과 関連시켜
12) 전게서 주10)와 같은 책. 296, 302쪽: 桑戶/높고 낮게 날도다.(天子가 諸侯와 잔치하는 노래)~兕觥其觩 旨酒思柔(잔은
굽은 쇠뿔 잔, 찰찰 넘치는 그 술의 꿀 같은 맛, 그 부드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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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Ⅶ. 맺음말
우선, 枕詞｢味酒｣의 先例라고 할 수 있는 日本書紀의 崇神天皇八年12月条에 실려 있는 16·17번
歌謠에 주목하여 보자. (이 노래는 ｢미와노 토노(三輪殿)酒宴歌｣라고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실제로
마쿠라고토바(枕詞)의 起源은 잘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17번 누카타노오호키미 노래에서 ｢아오니
요시｣와 함께 쓰인 것을 보면, 적어도 지명을 修飾하여 상징성을 부여하려는 의미로 작용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마쿠라고토바가 보통의 회화나 평서문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관점에
서 살펴본다면, 歌謡에서 그 発祥의 유래를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가요란 일반
민중에 귀로 전래되는 文芸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고대 일본어 시가에 등장하는 마쿠라고토바의
원형도 이러한 청각적인 요소와 무관하지 만은 않을 것이며, 게다가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 伝授된
선진문화의 유입에 힘입어, 시어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시어로서 慣用句처럼 쓰이고 있는 마쿠라고토바 속의 술 표현이 가지는 本来의 모습을
해명해 보기 위하여 히토마로 노래의 歌謡的에인 내용이 결부되어 전승된 술과 마쿠라고토바 의미
를 파악해 보기로 하였다.
아마도 우마사케(味酒)란 말(詞)의 発祥은 이 미와노 토노(三輪殿)酒宴歌에 由来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作歌의 順序로 생각해보면 三輪殿酒宴歌(書紀)→三輪山惜別歌(万葉)로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額田王가 先行하는 酒宴歌를 먼저 알고 있었기에 三輪山惜別歌를
만들었던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歌謡에서 ｢三輪の殿戸~｣의 노래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愛唱歌적인 의미로 회자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三輪山惜別歌(万葉17歌)에서 우마사케 ｢味酒｣는 단지 ｢맛있는 술이로다.｣로 감탄할
만한 의미만 내포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味酒의 由来와 그 깊은 뜻은, 상징어로서 枕詞에
내표되어 있는 문화사적 의미를 해독해보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三輪山説話｣는
記紀의 大物主神과 관련된 神婚説話이며 異類婚姻譚이다. 이는 데라다(寺田)氏의 앞 논문을 참고
해보면, 어떤 때는 ｢天皇霊이기도 하겠지만, 때때로 守護神으로서 土着의 国魂神的性格을 나타내
기도 하였고, 이들이 体系化되어｢天皇｣語가 成立되어진 段階에서, 天皇霊으로 格이 매겨지게 되
었다.｣고 논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山路平四郎氏 ｢미모로(ミモロ)는 先住民과의 関係를 暗示하는 것으로, 御諸山가 先住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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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信仰의 対象이었다.｣가 논한 것을 참고해보면, 崇神紀説話群와 결부되기 以前부터의 三輪山에
대한 信仰伝説이 存在하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우마사케｣의 술 표현에는 注７에서와 같이 (술의 神인 大物主大神의 신비스러운 위력(霊
威)이 깃드는 삼나무 가지(杉の枝)를 술집의 看板으로 내거는 風習이 생겨나 처마 끝에(軒先) 사카
바야시(酒ばやし, 杉玉:スギの葉(穂先)を集めてボール状にした造形物｡ ) 매달은 것을 볼 수 있듯
이, 이 또한 三輪山의 신에게 제사지내려는 전승의 의미(言壽ｺﾄﾎｷﾞ壽觴ｻｶﾎｶﾞﾋ酒壽)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60
■참고문헌■

陶淵明のテキスト､ 松枝茂夫・和田武司, 陶淵明全集(上)(下)(岩波文庫､ 1990.2)
沢瀉久孝, 時代別国語大辞典・上代編, 1983, 三省堂.
沢瀉久孝, 万葉集注釈, 中央公論者, 1973, 255~263쪽.
福永光司, ｢陶淵明の｢真｣について｣(東方学報､ 京都第33冊､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1963.5)
渡部英喜, ｢酒中有深味｣(中国文学論考第4号､ 二松学舎大学中国文学刊行会､ 1976)菊の霊酒
を飲み七百歳を保つ少年が帝の治世を寿ぎ｢楽｣を舞う｡ □周の穆王に仕える少年､ 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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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飮酒 認識과 관련하여
술은 익힌 곡물이나 과일 등을 발효시켜 만든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마시면 사람을 취하게 하는
음료의 총칭을 가리킨다. 그러한 술의 기원이나 효능에 대해서는 익히 알려진 바 있다. 특히 술의
효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지목하는 측면으로 나뉘어진다. 가령
李瀷은 酒齊의 노인을 봉양하고 제사를 받드는 데에 술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1) 李德懋는
“술은 氣血을 순환시키고 감정을 펴고 禮를 행하는 세 가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마셔
정신이 혼미한 지경에 이르면 인간의 도리를 해친다”2)고 했다. 물론 李德懋는 술의 부정적인 측면도
언급하였다. 그렇지만 지나쳤을 때라는 전제하에서였다. 그러므로 李瀷이나 李德懋 모두 술을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긍정하는 입장이었다. 사실 『聖經』 집회서에도 “술을 알맞게 마시면 사람들에
게 생기를 준다. 술 없는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술은 처음부터 흥을 위해 창조되었다. 제때에
1) 『星湖僿說』 권 5, 萬物門.
2) 『靑莊館全書』 권 50, 耳目口心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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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절제 있게 마시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분이 유쾌해진다(31장)”고 했다.
반면 飮酒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도 있다. 인류의 발명품인 술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야
있겠지만 飮用한 이들을 醉하게 한다. 취함으로써 이성의 통제가 무뎌진 관계로 실수가 빚어져
逸脫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자주 드러나고 있다. 그러한 때문에 술을 마신다거나 술에 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닌 이미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다. 더욱이 익히 지적되고 있듯이 지속적인 음주는
방향감각의 상실‧기억장애 등이 나타나 인격 결함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도 『聖經』
집회서는 “술을 지나치게 마신 자는 기분이 상하고 흥분하여 남들과 싸우게 된다. 만취는 미련한
자의 화를 돋우어 넘어뜨리고 기운을 떨어뜨려 그에게 상처를 입힌다. 술자리에서 남을 꾸짖지
말고 흥에 젖은 그를 무시하지 마라. 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이것저것 요구하여 그를
괴롭히지 마라(31장)”라고 하였다.
물론 사회 공동체에서 술이 지닌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일단 술을 마시면 기분이 들뜨는
관계로 과거의 불쾌했던 기억이나 불편한 심사를 잊거나 누그러뜨리는 기능도 있다. 술 좌석에
함께한 이들과의 소통이나 일체감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기제로 작동한다. 그럼으로써 미래를 걸고
있는 협상이나 提議가 순순히 수용되게 하거나 동질감이 조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술은 祭需로서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祭祀 儀禮가 많았던 전통시대에는 정결한 祭酒를
빚어서 올리는 일이 중요하였다. 그리고 史書의 기록을 놓고 보면 사회적으로 술은 여러 가지 기능을
했다. 가령 소통의 수단이면서도 政敵에 대한 誘因 수단이나 賂物 등 다방면에서 所用되었다. 그리고
술은 잔치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소재였다. 이는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a. 37년 봄 2월에 큰 잔치를 3일 동안 베풀고 술과 음식을 내려 주었다.3)

농경사회에서 穀物을 재료로 하여 제조하는 술에는 국가 권력이 손길이 미쳤다. 일례로 『삼국사
기』를 보면 “가을에 곡식이 잘 익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사로이 술 빚는 것을 금하였다(다루왕
11년)”고 한 기사가 암시해 준다. 흉년으로 인해 釀造에 대한 국가적 통제가 시행되었음을 알려준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빈번하게 密酒 단속이 있었다. 그렇듯이
釀造 통제는 식량 自給自足이 어려운 사회에서는 피할 수 없었다. 고구려는 평양성 천도 3년 전인
424년(장수왕 12)에 "가을 9월에 크게 풍년이 들었으므로 왕이 宮에서 群臣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4)라고 했다. 이 때는 곡물로 빚은 술로 연회 분위기를 돋우었을 것으로 보인다. 세조가
3)『三國史記』권 4, 진평왕 37년 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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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叔舟에게 燒酒 5병과 술잔을 하사한 바 있다.5) 이와 마찬가지로 술은 다음의 『삼국사기』 기사에서
도 보듯이 하사품이기도 했다.

b. 가을 8월에 [왕이] 노인들에게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다(성덕왕 4년).

c. 노인들에게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다(성덕왕 31년).

위에서 인용한 b와 c는 앞서 『星湖僿說』에서 언급했듯이 노인을 봉양하는 사례이다. 아울러 잔치
의 주재자가 왕인 경우가 많았다. 이 역시 술을 매개로 좌중을 장악하면서 政局을 주도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았다. 술의 정치적 기능이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국 고대사회에서의 술이 지닌 기능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로써 술을 이용한 정치 및 사회적 의도에 대한 파악과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Ⅱ. 祭儀 공동체 속에서의 술
祭儀는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듯이 조직화된 사회에서 그 정치적 통합과 체제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출현과 그 운영에 필요한 정치조직이나 체계는 祭儀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마련이다. 三韓의 경우 그 풍속은 상호 유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의의 경우에는鬼神을
제사지내는데 차이가 있다6)라고 하였듯이 상이한 제의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제의체계
의 차이는 그와 관련 깊은 분묘의 입지선정에도 잘 나타난다. 加耶諸國의 고분이 구릉의 정상에서
그 기슭에 걸쳐 조영된데 반하여, 같은 시기 신라의 고분은 저습지에 자리잡고 있다.7) 삼한연맹의
제의 공동체적인 성격은, 春秋時代 列國의 경우국가의 大事는 祀와 戎에 있다8)라고 하여 군사와
제사를 집단적 과제로 공유하는 이른바 戎祀共同體였던 점과 견주어지기도 한다.
삼국 가운데 백제의 경우만 살펴 보도록 하자. 백제는 집단의 통합과 결속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종교적 통일을 시도하였다. 즉 東明廟의 설치라든지 天地神에 대한 제의와 더불어 국가적
5)
6)
7)
8)

『世祖實錄』 7년 6월 癸酉 條.
『三國志』 권 30, 韓 條. 祠祭鬼神有異
井上秀雄, 『實證 古代朝鮮』, 1992, 34쪽.
『春秋左傳』 권 11, 成公 13년 조. 國之大事 在祀與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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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을 설정하여 국가 권력의 지방 확산과 더불어 지방 토착세력의 정신적 기반이었던 소도신앙과
같은 이념 기반을 흡수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소임을 담당하였을 국가적 산악으로서 크게 가물어
禾苗가 말라 죽으므로 王이 친히 橫岳에서 제사를 지내니 곧 비가 내렸다라는 기사에 보이는 橫岳을
지목할 수 있다. 후대 기록이지만 크게 가물어 王이 漆岳寺에 가서 비를 빌었다라는 기사의 漆岳寺
가 있던 漆岳도 祭儀山岳으로 보아 좋을 것 같다. 물론 이들 산악은 국왕이 親祭한 곳인 만큼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제의산악의 존재가 확인된 이상 이러한 산악이
도성 인근에만 몰려 있었다기 보다는 백제 중앙권력의 영향력 확대와 맞물려 늘어만 갔으리라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관련해 “丙子에 사신을 보내어 渤海郡의 信物을 山陵 6개 소에 봉헌하도록 하였다”· “庚戌에
사신을 보내어 渤海의 信物을 諸國의 名神社에 바쳤다”라는 기사가 상기된다. 즉, 발해 사신이 보내온
信物을 山陵이나 神社 등에 봉헌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에만 국한된 현상이라기 보다는 그
문화의 모태격인 백제에서도 외국으로부터의 珍物을 祭儀山岳에 봉헌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천안과 원주에서 東晋製 靑磁와 鐎斗가 출토될 수 있었던 배경은, 이들 지역은
백제가 호남과 영서 방면으로 진출하는 루트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지역적 비중을 헤아린 결과
이들 호족에게 賜與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놓칠 수 없는 사실은 신라의 예를 원용한
다면, 백제 역시 이러한 지역에 鎭護山岳이 설정되고는 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백제 영역으로서의
천안의 聖居山이나 원주의 雉岳山은 제의산악으로 설정되었을 법하다. 그와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祭需로서의 珍物 봉헌이 뒤따랐음은 의심할 나위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천안과 원주 지역의
고분에서 출토된 東晋製 물품은, 扶安 竹幕洞 제사유적에서 六朝時代의 중국 靑磁片이 출토된 바처럼
당초에는 성거산이나 치악산의 사당에 바쳐졌던 것이 飮福式으로 그 지역 호족들에게 分與되었고
종국에는 각자의 墳墓에 副葬된 것으로 생각되어지기도 한다.9) 淨潔한 술이 담겨진 靑磁盞은 제의처
에 올려졌을 것이다.
공동체 사회에서 술의 기원과 관련해 빼 놓을 수 없는 素材가 祭需였다. 기록에서는 구체적으로
摘示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러하듯이 始祖廟를 비롯한 왕릉 제의 등등에서 술이
소용되었을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술은 정결하게 빚었을 것임은 재언이 필요 없을 것
같다. 부여에서는 “犧牲을 잘 길렀다”10)고 했다. 祭需에 사용할 짐승들을 특별히 관장했음을 알려준
다. 이는 부여에서 기원한 고구려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가령 고구려 산상왕대에 郊豕가 달아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犧牲의 존재가 보인다. 이와 관련해 祭酒의 경우도 犧牲처럼 특별히 관리되었을
9) 李道學, 『백제고대국가연구』, 일지사, 1995, 208쪽. 220~221쪽.
10) 『三國志』 권 30, 동이전 부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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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풍속과 관련해 “그 나라 사람들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며, 술을 잘 빚는
다”11)고 했다. 정결한 祭酒의 존재를 상기할 수 있다.
祭儀와 관련한 飮酒 사례는 울진봉평신라비에서도 확인된다. 즉 정월 대보름에 신라 6部가 모여
얼룩소를 잡고 술을 빚어 제사를 지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의와 관련한
飮酒는 다음 기사에서도 보인다.

d.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낮밤으로 술을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12)

e. 해마다 5월에 씨뿌리기가 끝나면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
며 술을 마시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13)

위의 인용에 보이는 동예의 飮酒는 추수감사제 때가 되겠다. 마한의 경우는 播種祭 때 해당한다.
모두 농경과 관련한 제의가 끝나면 飮酒歌舞가 이어지는 것이다. 天神이나 地神에게 올려졌던 술을
제의에 참여했던 成員들이 飮福式으로 마셨다. 그리고는 흥에 겨워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다. 飮酒에
관한 구체적인 기사는 보이지 않지만 부여의 경우도 다음에서 보듯이 祭儀 후 飮酒가 따랐다.

f. 殷正月에는 하늘에 祭祀하며 國中大會에는 연일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는데 <이
祭祀를> 이름하여 迎鼓라고 한다.14)

위의 기사는 “以殷正月祭天 國中大會 連日飮食歌舞 名曰迎鼓”라는 구절이다. 여기서 ‘飮食’은 대상
인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그러나 앞의 동예나 마한의 제의 기사에 비추어 볼 때 ‘飮’은 飮酒를 가리킨
다. 결국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 제의 때는 飮酒가 수반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
12)
13)
14)

『三國志』
『三國志』
『三國志』
『三國志』

권
권
권
권

30,
30,
30,
30,

동이전
동이전
동이전
동이전

고구려 조.
동예 조.
한 조 마한 項.
부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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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잔치에서의 술
1. 興을 돋우는 기능

삼한에서는 “풍속은 노래하고 춤추며 술 마시기를 좋아한다”15)고 했다. 이는 변진에만 국한되었다
기 보다는 삼한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아진다. 그러한 飮酒 문화는 잔치와도 연계되어 있다. 일반
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주인이 손님을 접대하는 방식이 보통 이상이면 잔치라고 한다. 잔치는 축하할
일이 발생했을 때 음식을 장만해서 손님을 초대하여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흥겹게 즐기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킨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듯이 잔치 속에서 술은 빠뜨릴 수 없다.
잔치에서의 술은 즐거움을 고조시키는 목적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의 度數는 높지 않았던 것
같다. 이는 고려의 풍속을 담고 있는 『高麗圖經』을 통해서도 헤아려진다. 즉 “고려에는 찹쌀은
없고 멥쌀에 누룩을 섞어서 술을 만드는데, 빛깔이 짙고 맛이 독해 쉽게 취하고 속히 깬다.…대체로
고려인들은 술을 좋아하지만 좋은 술은 얻기가 어렵다. 서민의 집에서 마시는 것은 맛은 싱겁고
빛깔은 진한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마시고 다들 맛 있게 여긴다”고 했다. 그리고 “燕飮의 예에
쓰이는 장식과 장막 등속은 다 광채가 나고 화려하다. 대청 위에 비단 보료를 펴 놓았고 양쪽 행랑에
는 단을 두른 자리를 깔았다. 그 술은 맛이 달고 빛깔이 진한데, 사람을 취하게 하지는 못한다”16)
등으로 고려의 술을 평하였다. 여기서 燕飮 즉 잔치 때 마시는 술은 고려뿐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도
毒酒는 아니었다고 본다. 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을 취하게만 하기 보다는 興을 돋우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소용된 술이 도수가 낮은 포도주인데서도 확인된
다. 혼인 잔치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사에서 보듯이 신라의 婚需에서도 술이 보인다. 그리고 잔치와
관련하여 술이 등장하는 기사를 『삼국사기』에서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g. 一吉湌 金欽運의 어린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고자 하여 먼저 伊湌 文穎과 波珍湌 三光을
보내어 날짜를 정하고 大阿湌 智常에게 納采하게 하였다. 폐백이 15수레, 쌀·술·기
름·꿀·醬·메주·脯·식초가 135수레, 租가 150수레였다(신문왕 3년).

h. 왕이 육부를 모두 정하고 이를 둘로 갈라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기 部內의 여자를 거느리
고 무리를 나누게 했다. 가을 7월 16일부터 매일 일찍 큰 部의 뜰에 모여 麻布를 짜고 밤 10시에
15) 『三國志』 권 30, 동이전 한 조 변진 項.
16) 『高麗圖經』 권 26, 燕禮, 燕儀 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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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했다. 8월 15일에 이르러 그 공의 많고 적음을 가려진 편에서는 술과 음식을 내어 이긴 편에
사례했다(유리니사금 9년).

i. 8월 2일에 酒宴을 크게 베풀고 장병들을 위로하였다. 왕과 蘇定方 및 여러 장수들은
대청마루의 위에 앉고, 義慈王과 그 아들 隆은 마루의 아래에 앉혀서 때로 의자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하니, 백제의 佐平 등 여러 신하들이 목이 메어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태
종 무열왕 7년).

술은 노고를 치하하는 접대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지녔다. 이는 다음의 기사에서 확인되어진다.

j. 46년 봄 3월에 왕이 동쪽으로 柵城을 돌아보았다. 책성의 서쪽 罽山에 이르러서는 흰
사슴을 잡았다. 책성에 이르자 여러 신하와 더불어 잔치를 열어 마시고, 책성을 지키는
관리들에게 물건을 하사했는데 차등이 있었다. 마침내 바위에 공적을 기록하고 돌아왔다
(태조왕 46년).

k. 왕께서는 사신을 보내 서로 묻지도 않고 소를 잡고 술을 빚어 우리 군사를 먹이지도
않으며, 마침내 낮은 언덕에 군사를 숨기고 강어귀에 무기를 감추어 벌레처럼 숲 사이에
서 다니고 무성한 언덕에서 숨차게 기어올라 몰래 후회할 칼날을 내었지만(문무왕 11년)

l. 총관께서 풍파를 무릅쓰고 멀리 해외에 온 것을 알았습니다. 이치로 보아 마땅히 사신을
보내 교외에서 영접하고 고기와 술을 보내 대접하여야 할 것이지만,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살기에 예를 다하지 못하고 때에 미처 영접을 못하였으니 부디 괴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문무왕 11년 답설인귀서)

고구려 태조왕은 東邊의 책성에 순수하여 잔치를 열었다. 왕은 戍兵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
서 하사도 하고 잔치도 열어 주었다. k와 l에서 보듯이 한반도에 進駐한 唐軍에 대한 문무왕의
접대와 관련해 套語로 등장한 ‘고기와 술’이 보인다. 그리고 잔치에서의 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기능을 지녔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잔치는 단순히 遊戲 기능 뿐 아니라 인간 관계를
정립하고 풀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잔치에 초대된 이들은 주재자에게 마음의 부채를 지게
된다. 더욱이 잔치에서 주재자는 賞給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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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나아가 구성원들간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잔치의 장소는 잔치의 성격과 결부된 경우가 많다. 잔치의 장소가 풍광이 수려한 곳인데다가
주재자가 歌舞를 先導한다면 風流가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風流處로서는 20里 바깥에서 물을 뜰여
들여 조성한 백제의 궁남지나 부여의 大王浦를 비롯하여 경주의 鮑石亭을 꼽을 수 있다. 포석정은
중국의 流觴曲水宴을 본받은 것으로, 직경 17~8尺 안팎의 범위에 鮑魚 모양으로 화강석 돌홈을
짜고 물을 흘리고서 물 위로 술잔을 흘려 보내면서 화려한 잔치를 하던 곳이다. 延長 아홉 칸 반이나
되는 돌홈의 굽이굽이 뒤틀린 곡선의 아름다움이란 아담하고 절묘하고 천연스러움이 동양의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운치를 품고 있다. 더구나 곡수유상의 자리가 남아 있는 것도 동양에서
여기뿐이요, 소규모로서 이러한 형식을 창안한 것도 신라뿐이다.17) 그리고 국왕의 안정적인 풍류를
위해 지은 건물로서는 백제 동성왕대의 臨流閣, 의자왕대의 望海亭, 신라 문무왕대의 경주 月池와
臨海殿을 지목할 수 있다. 모두 물가에 소재한 風流處인 것이다. 실제 월지에서 출토된 주사위에는
罰酒를 부과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왕과 귀족들이 놀이 배를 타고 흥겹게 술 마시는 장면이
충분히 연상된다.

2. 享樂

궁전에서 잔치를 베풀게 되면 그 주재자는 국왕이다. 잔치에 참여하게 된 신하들은 일종의 施惠
대상이 된다. 흥겨운 잔치 속에서 국왕의 下賜品이 따름으로써 일종의 충성심을 다잡게 된다. 다음은
『삼국사기』에서 국왕이 주재한 잔치 사례들이다.

m. 7년 봄 3월에 왕이 여러 신하들과 임해전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술이 무르익자 왕은
거문고를 두드리고 좌우에서는 각각 노래와 시를 불러 올리면서 마음껏 즐기고서 파하
였다(헌강왕 7년).

n. 대나마 李純은 왕이 총애하는 신하였는데, 갑자기 하루 아침에 세상을 피해 산 속으로
들어갔다. 왕이 여러 번 불렀으나 나오지 않고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왕을 위해
斷俗寺를 세우고 거기에서 살았다. 후에 왕이 풍악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곧 궁궐문에
나아가 간언하는 말을 아뢰었다. “신이 듣건대 옛날 桀과 紂가 술과 여자에 빠져 음탕한
음악을 그치지 않다가, 이로 말미암아 정치가 쇠퇴하게 되고 나라가 망했다고 합니다.
17) 金瑢俊,『朝鮮美術大要』乙酉文化社, 1949; 열화당, 2001, 89~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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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엎어진 수레가 있으면 뒷 수레는 마땅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왕께서는 허물을 고치시고 자신을 새롭게 하여 나라의 수명을 길게 하소서.” 왕이
이 말을 듣고 감탄하여 풍악을 그치고는 곧 그를 방으로 인도해 불교의 오묘한 이치와
나라를 다스리는 방책을 며칠 동안 듣다가 그쳤다(경덕왕 22년).

o. 5월에 가물었으나 왕은 측근의 신하들과 임류각에서 잔치를 베풀어 밤새도록 즐겼다(동
성왕 22년).

p. 3월에 왕이 측근 신하들을 데리고 泗沘河 북쪽 포구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포구의 양쪽
언덕에 기암괴석이 서있고, 그 사이에 진기한 화초가 있어 마치 그림 같았다. 왕이
술을 마시고 몹시 즐거워 하여, 거문고를 켜면서 노래를 부르자 수행한 자들도 여러
번 춤을 추었다. 당시 사람들이 그곳을 大王浦라고 불렀다(무왕 37년).

q. 가을 8월에 많은 신하들에게 望海樓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무왕 37년).

r. 16년 봄 3월에 왕이 宮人들과 더불어 음란과 향락에 빠져서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았다.
좌평 成忠[혹은 淨忠이라고도 한다]이 적극 말렸다. 왕이 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었다.
이로 말미암아 감히 간하려는 자가 없었다. 성충은 옥에서 굶주려 죽었다. 그가 죽을
때 왕에게 글을 올려 말했다. “충신은 죽어도 임금을 잊지 않는 것이니 한 마디 말만
하고 죽겠습니다. 제가 항상 형세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전쟁은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
니다. 무릇 전쟁에는 반드시 지형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 상류에서 적을 맞아야만 군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나라 군사가 오거든 육로로는 沈峴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伎伐浦의 언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험준한 곳에 의거하여 방어
해야만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를 명심하지 않았다(의자왕 16년).

위에서 인용한 기사들은 국왕을 중심으로 한 饗宴 즉 잔치 관련 내용들이다. 동성왕(o)과 무왕대
(p)의 잔치 기사에는 비록 술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술이 수반되었음이 분명하다.
h는 시합에서 이긴 편에게 베푸는 상급으로서의 잔치이다. i는 승전과 관련한 잔치 속의 술이 언급되
어 있다. 이러한 사례는 후대에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문제는 경덕왕 22년 조의 기사처럼 후대의
鑑誡로서 언급된 기사들이다. 세종이 일찍이 “옛날 신라가 鮑石亭에서 敗하고, 백제가 落花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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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망한 것이 술 때문이 아닌 것이 없다”18)라고 했듯이 鑑誡의 表象이 되었다.19) 실제『標題音註東國史
略』과 『동사강목』에 의하면 경애왕은 매양 미인들과 함께 이곳에서 「繁華之曲」을 연주했다고 한다.
경애왕이 봄놀이하면서 지은 노래인 「번화지곡」의 노래말은 다음과 같다.

기원과 실제사/ 두 절의 동쪽에 祇園實際兮二寺東
두 그루 소나무 기대 선/ 蘿井 골짜기 가운데 兩松相倚兮蘿洞中
머리 돌려 바라보면/ 꽃은 언덕 가득한데 回首一望兮花滿塢
엷은 안개 실구름에/ 희미하게 가렸어라(鄭珉 譯) 細霧輕雲兮並濛矓

경애왕이 즐겨 연주했던 「번화지곡」을, 당시 사람들은 중국 陳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즐겨 듣다가
나라를 망하게 한 「後庭花」라는 노래에 견주었다. 결국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
람』에 의하면 포석정은 “경주부의 남쪽 7리, 금오산의 서쪽 기슭에 소재하였다”고 기술했다. 아울러
“돌을 다듬어 鮑魚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流觴曲水의 遺跡이
완연히 남아 있다”고 한 그 유구가 되겠다. 남산 계곡에서 끌어들인 물이 홈을 따라 흘러가면 그곳에
잔을 띄워 자기 앞에 이르면 시를 읊었다. 東晋시대에 유행했던 ‘유상곡수’ 詩會를 연상시키는 장소였
다. 물론 이 유적은 현재 전복 모양의 돌 유구만 보전되어 있다.20)
문제는 r에서 “왕이 궁녀인들과 함께 음란과 향락에 빠져서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으므로”라는
구절에 대한 의미 부여가 되겠다. 이와 관련해 백제 의자왕이 胃癌으로 추정되는 질병(反胃)으로
고난을 겪었으며 길고 긴 투병생활이 통수권의 약화를 불러 백제의 사령탑과 전투 의지를 와해시켰
다는 해석이다. 이 주장은『文館詞林』에 수록된「貞觀年中撫慰百濟王詔一首」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의자왕이 자신의 신병 치료를 위해 唐에 사신을 보내 蔣元昌이라는 醫師를 찾았다고 했다.
그 때가 644년 말로 추정되고, 장원창은 反胃 치료의 專門醫였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의자왕은 적어도 643년 이전부터 胃 질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당 태종은
백제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기에 의자왕의 胃 질환은 완치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긴 투병생

18) 『世宗實錄』15년 10월 28일 丁丑.
19) 落花巖이라는 이름의 등장을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았을 때 낙화암의 본래 명칭은 墮死巖으로 추정된다. 이후『신증
동국여지승람』등의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에 들어와 낙화암이라고 명명된 것이라고 보인다(국립부여박물관,『扶蘇山』
2016)”고 했다. 그러나 1287년에 간행된『帝王韻紀』에서 “百濟紀: 落花巖 聳大王浦 浦以王常遊得名 巖以宮女墮死得名
臣因出按親遊其處”라고 하여 이미 보인다. 그리고 李穀(1298∼1351)의 『稼亭集』‘舟行記’에도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李存吾(1341~1371)의 글귀에도 “落花巖下波浩蕩”라고 하여 보인다. 따라서 국립부여박물관 책자의 落花巖에 대한 글귀
는 허위임이 드러났다.
20) 李道學,『후백제 진훤대왕』 주류성, 201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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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이 통수권의 약화를 불렀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주장을 검증해 보도록 하자. 일단 위암에 걸리면 상복부 불쾌감·상복부 통증·소
화불량·팽만감·식욕부진 등이 있다. 이러한 증상은 위염이나 위궤양의 증세와 유사하다고 한다.
문제는 의자왕이 胃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어떻게 즉위 초부터 몸소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하여 40여개 성을 일거에 공취하는 혁혁한 武勳을 세울 수 있었는지 의아하다. 이후로도
의자왕의 신라에 대한 공세는 줄기차게 이어졌다. 위암 환자 치고는 특이 사례로 기록되어야할
의학계의 새로운 報告 자료감이다. 게다가 ‘길고 긴 투병 생활’ 중이라던 의자왕이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할 정도의 체력과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의아하다. 내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술 마시며 흥청거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정력적으로 의자왕이 신라를 압박할 수 있었을까?
더구나 집권 초기부터 胃癌에 걸렸다는 의자왕은 胃癌患者 치고는 너무 오래 산 것이다. 胃癌에
걸린 지 대략 20년을 누렸으니, 이 역시 의학계의 보고 사안이 아닐까 싶다.
의자왕은 무왕의 소행을 이어받아 향락과 술에 빠졌다는 인식도 나왔다.21) 실제 의자왕의 향락은
반경이 논산에서도 확인된다. 즉 “皇華山 市津에 있는데, 지금 縣의 治所와는 서쪽으로 10리 떨어져
있다. 산에 큰 돌이 펀펀하고 널찍하여 시진의 물을 굽어보고 있으니 이를 皇華臺라 부른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백제 義慈王이 그 위에서 잔치하고 놀았다 한다”22)고 했다.『삼국유사』에서는 “정관
15년 辛丑에 즉위한 후로는 酒色에 빠져 정사가 거칠고 나라가 위태하였다”23)고 했다. 그러나 실제
의자왕의 酒色은 통치 후반기에 그것도 기록상으르는 단 한 차례 등장한다. 그러나 r 기사의 문맥을
놓고 볼 때 의자왕의 음주는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이 때 백제는 君臣이 사치하고 淫逸하여
國事를 돌보지 않으니 백성이 원망하고 신령이 노하여 災變怪異가 여러 번 나타났다. 유신이 왕에게
告하기를 ‘백제가 無道하여 그 罪가 桀紂보다 더하니, 참으로 하늘의 뜻에 따라 백성을 弔問하고
죄를 칠 때입니다’고 했다”24)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정림사지 오층탑비명」에서 “더구나 밖으로
는 곧은 신하를 버리고 안으로는 요사한 계집을 믿어, 형벌이 미치는 바는 오직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였고, 총애가 가해지는 바는 반드시 간사한 아첨꾼이었다”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의자왕이
성충이나 흥수의 忠言을 듣지 않는 이면에는 大夫人 은고의 전횡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신라 헌강왕(m)과 백제 무왕(p)이 흥에 취해 몸소 거문고를 뜯으면서 좌중을 장악하자 同席한
신하들이 그에 맞춰 노래하고 춤 추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君臣이 일체가 되는 장면이다. 술을
통해 왕이 좌중을 장악하는 동시에 결국 국정에서의 일체감을 도모하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21) 『無名子集』 제6책, 시고, 詠東史, “其二百三十四 “義慈繼述武王爲 耽樂酗淫白日遲”
2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18, 恩津縣 산천 조.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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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개의 方便

잔치는 정략적 수단으로서 접대 기능을 지녔다. 초청한 상대방의 기분을 고조시킨 후에 의도했던
목적을 관철시키는 경우가 보인다. 『삼국사기』에 수록된 다음의 기사를 살펴 보도록 한다.

s. 祇摩尼師今이 즉위했다. 혹은 祗味라고 한다. 婆娑王의 嫡子이며 어머니는 史省夫人이다.
비는 金氏愛禮夫人으로서 葛文王 摩帝의 딸이다. 처음에 파사왕이 楡湌의 못[澤]에서 사냥
했는데 태자가 이를 따라갔다. 사냥이 끝난 뒤 漢歧部를 지날 때 이찬 許婁가 향응을
베풀었다. 술기운이 얼큰해지자 허루의 처는 어린 딸을 데리고 나와 춤을 추었다. 摩帝
이찬의 처도 딸을 데리고 나오니, 태자가 보고서 기뻐했다. 허루가 기뻐하지 않으니
왕이 허루에게 말했다. “이곳의 지명은 大庖이다. 공이 이곳에서 풍성한 음식과 잘 빚은
술을 차려 잔치를 즐기게 해주었으니, 마땅히 酒多의 位를 주어 이찬의 위[上]에 있게
하겠다”고 하고서 마제의 딸을 태자의 배필로 삼았다. 주다는 뒤에 角干이라 불리었다(지
마니사금 즉위년).

t. 文武王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法敏으로, 太宗王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김씨 文明王后
로, 蘇判舒玄의 막내딸이며 分信의 누이이다. 언니가 西兄山 꼭대기에 올라가 앉고는
오줌을 누어 온 나라 안에 가득 퍼진 꿈을 꾸었다. 꿈에서 깨어나 동생에게 꿈을 말하니,
동생은 웃으면서 “내가 언니의 이 꿈을 사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비단치마를 주고
서 꿈 값을 치뤘다. 며칠 뒤 유신이 春秋公과 蹴鞠을 하다가 춘추의 옷고름을 밟아 떨어뜨
렸다. 유신은 “우리 집이 다행히 가까이 있으니 가서 옷고름을 꿰맵시다”라 청하고는
함께 집으로 갔다. 술상을 차려 놓고 조용히 寶姬를 불러서 바늘과 실을 가지고 [옷고름
을] 꿰매게 하였다. 언니는 일이 있어 나오지 못하고, 동생이 나와서 그 앞에서 꿰매어
주었다. 옅은 화장과 가벼운 옷차림을 하였는데, 빛이 곱게 사람을 비추는 모습이었다.
춘추가 보고 기뻐하여 바로 혼인하자고 요청하고는 곧 예식을 치렀다(문무왕 즉위년).

w. 25일에 왕이 나라로 돌아오면서 褥突驛에 도착하였는데, 國原의 仕臣인 大阿湌 龍長이
사사로이 잔치를 벌여 왕과 여러 시종하는 사람들을 대접하였다. 음악이 시작되자 奈麻
緊周의 아들 能晏이 15살인데 가야의 춤을 추어 바쳤다. 왕이 용모와 거동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앞에 불러서 등을 어루만지며 금으로 만든 술잔에 술을 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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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을 자못 후하게 내려 주었다(문무왕 8년).

x. 신라인 沙湌 𦷧永의 아들 玉寶高가 地理山 雲上院에 들어가 50년 동안 금을 공부하였다.
스스로 새로운 가락 30곡을 지어 이를 續命得에게 전하였고, 속명득은 이를 貴金先生에게
전했고, 先生도 역시 地理山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신라 왕이 금의 도리가 단절될까
두려워하여, 伊湌 允興에게 일러 방법을 찾아서 그 音을 전수받도록 하면서, 마침내 南原
의 公事를 맡겼다. 允興이 官에 도착하여 총명한 소년 두 명, 安長과 淸長을 선발하여
산중에 가서 배워 전수받게 하였다. 선생은 이들을 가르쳤으나 그 미묘하고 섬세한 부분
은 전수해주지 않았다. 윤흥과 그 처가 함께 나아가 말하기를 ‘우리 왕이 나를 남원으로
보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생의 재주를 잇고자 함인데, 지금 3년이 되었으나 선생이
숨기고 전수해주지 않는 바가 있어, 나는 명령을 완수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윤흥은
술을 받들고 그의 처는 잔을 잡고 무릎걸음으로 가서 예의와 정성을 다하니, 그런 연후에
야 그 감추었던 飄風 등 세 곡을 전수해 주었다. 安長은 그의 아들 克相과 克宗에게
전하였고, 克宗은 일곱 곡을 지었으며, 극종의 뒤에는 금으로써 스스로 업을 삼은 자가
한 둘이 아니었다” 하였다. 지은 음률에는 두 調가 있어 첫째는 平調이고 둘째는 羽調로,
모두 187곡이다. 그 남은 곡 중 전해져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없고, 나머지는 모두
흩어지고 없어져 여기에 갖추어 싣지 못한다(樂).

y. 때마침 한가윗날 왕이 月城의 언덕 위에 올라 주변 경치를 바라보며 侍從官들과 함께 술자리
를 벌여놓고 즐기다가 [김]윤중을 불러오라고 명하였다. [이때] 간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宗室과 인척들 가운데 어찌 좋은 사람이 없어 유독 疏遠한 신하를 부르시옵니까? [그것이]
어찌 이른바 친한 이를 친히 하는 것이겠사옵니까?”라고 말하였다(김유신전 부록).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술판이 무르 익어 기분이 고조되었을 때를 틈 탔다. 이때 목적을
지니고 접근시켜서 성공하였거나 그러한 상황을 이용한 사례가 된다.

4. 마음을 열게 하는 수단

술 한잔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자는 말이 있다. 술을 매개로 하여 본심을 들여다
보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聖經』 집회서에도 “거만한 자들이 말다툼할 때 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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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마음을 드러내게 한다(31장)”라고 적혀 있다. 실제 唐에서 곤궁하게 지내던 鄭年이 신라로
돌아가 張保皐에게 의탁하려고 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였다. 정연이 장보고에게 죽을까
우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연은 귀국하여 장보고를 찾아갔다. 장보고는 우려와는 달리 정연을
歡待했다. 둘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민애왕이 시해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장보고는 즉각 예하 병력
5천 명을 鄭年에게 딸려보내 國都로 진격하게 했다.25) 이 사실은 장보고의 도량과 더불어 라이벌이
었던 두 사람을 화해시킨 기제가 술이었음을 말해준다.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기제로서 술과
관련한 내용이 다음에 보인다.

z. 이전에 미사흔이 돌아올 때, [왕은] 六部에 명령하여 멀리까지 나가 그를 맞이하게 하였
다. 곧 만나게 되자 손을 잡고 서로 울었다. 마침 형제들이 술자리를 마련하고 즐거움이
최고였을 때 왕은 스스로 노래를 짓고 춤을 추어 자신의 뜻을 나타냈다. 지금 향악의
憂息曲이 그것이다(박제상).

A. 4년 가을 9월에 왕이 臨海殿에 여러 신하들을 모이게 했는데, 왕족 膺廉이 나이 15세로
자리에 참석하였다. 왕은 그의 뜻을 알고자 문득 묻기를 “그대는 한동안 돌아다니면서
배우는 동안 배울 만한 사람을 만난 것이 없었더냐?”라고 하였다. 응렴이 대답하기를
“신은 일찍이 세 사람을 보았는데, 자못 착한 행실이 있다고 여겼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어떤 것인가?”라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한 사람은 고귀한 가문의 자제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귐에 있어 자기를 먼저 내세우려 하지 않고 남의 아래에 자리하였습니
다. 한 사람은 부잣집 사람으로서 가히 사치스런 옷을 입을 수 있는데도 항시 삼베옷만
입으며 스스로 즐거워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권세와 영화를 누리면서도 그 힘으로
사람을 억누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신이 본 바는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듣고 말없이 있다가 왕후에게 궛속말로 “내가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응렴만한 이는
없었다”하고는, 그를 사위로 삼을 생각으로 돌아보고 이르기를 “바라건대 그대는 몸을
아끼라. 나에게 딸 자식이 있으니 그대의 배필로 삼게 하리라”라고 하였다. 다시 함께
술을 마시며 조용히 말하기를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큰 아이는 올해 스물 살이고
작은 아이는 열아홉 살이다. 그대 마음에 드는 대로 장가를 들라.”라고 하였다. 응렴은
사양하다가 마침내 일어나 감사의 절을 드리고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알렸다. 부모가
말하기를 “듣건대 왕의 두 딸의 얼굴은 언니가 동생만 못하다고 하니, 만약 부득이하다
25) 『三國史記』 권 44, 張保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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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동생에게 장가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응렴은 여전히 망설이며
결정을 하지 못하다가 興輪寺의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이 말하기를 “언니에게 장가들면
세 가지 이로움이있을 것이고, 동생에게 장가들면 반대로 세 가지 손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응렴이 곧 왕에게 아뢰기를 “신은 감히 결정하지 못하겠으니, 왕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큰 딸을 그에게 출가시켰다(헌안왕 4년).

B. 5년 봄 2월에 태조가 50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경기에 와서 만나 뵙기를 청하였다.
왕이 百官과 교외에서 맞이하여, 입궁하하여 서로를 대면하고 정성과 예의를 곡진히
하였다. 臨海殿에 연회 자리를 마련하고 잔치가 무르익자 왕이 말하기를, “나는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해 점차 禍亂을 불러들였고, 甄萱은 의롭지 못한 일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서 우리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니,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하며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었다. 좌우에서 목메어 울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태조 역시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였다(경순왕 5년).

C. [김]유신은 비령자가 힘써 싸우고 [적진] 깊숙이 들어갈 뜻이 있음을 알고, 불러서 이르기
를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낙엽짐을 알 수 있는데, 오늘의
일이 급하다. 그대가 아니면 누가 용기를 내고 기이함을 보여 뭇 사람의 마음을 분발시
키겠는가?”라고 하였다. 인하여 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간절함을 보였다. 비령자가
두 번 절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일을 저에게 맡기시니, 저를 알아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마땅히 죽음으로써 보답하겠습니다”고 하였다(비녕자).

『삼국유사』에 보면 눌지왕이 신하들과 國中의 豪俠들을 불러 御宴을 베풀 때였다. 술이 3번 돌아
가자 눌지왕은 눈물을 흘리며 倭에 인질로 간 아들과 고구려에 인질로 간 아우를 그리워했다. 이들을
구출하고자 한 속내를 술기운을 빌어 토로한 것이다.26)

5. 賂物

어떠한 목적을 지니고 접근했을 때 매개 역할을 하는 게 뇌물이다. 뇌물로서 가장 무난한 것이
술이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뽑아 보았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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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1년 가을 7월에 한의 요동태수가 병력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다. 왕이 여러 신하를 모아
싸우고 지키는 계책을 물었다. 우보 송옥구가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덕을 믿는 자는
번창하고, 힘을 믿는 자는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중국이 흉년이 들어서 도적이
봉기하였는데도 명분이 없이 병력을 출동시켰습니다. 이는 임금과 신하들이 결정한
책략이 아니라 필시 변방 장수가 이익을 노려 멋대로 우리 나라를 침략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거역하고 인심에 어긋나니 군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험한 곳에 의지하
여 기발한 계책을 내면 반드시 깰 수 있습니다.” 하였다. 좌보 을두지가 말하기를 “작은
敵이 강해도, 큰 적에게 잡히는 법입니다. 신은 대왕의 병력과 한나라의 병력을 비교하
여 어느 쪽이 더 많을지 헤아려 보건대 계책으로는 정벌할 수 있지만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였다. 왕이 “계책으로 정벌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지금 한의 병력이 멀리 와서 싸우므로 그 날카로운 기세를 당할 수 없습니
다. 대왕께서는 성을 닫고 굳게 지키다가 저들의 군대가 피로해지기를 기다려서 나가
공격하면 될 것입니다”고 하였다. 왕은 그렇게 여기고 위나암성으로 들어가 수십일
동안 굳게 지켰는데 한의 병력이 포위하여 풀어주지 않았다. 왕은 힘이 다하고 병사들이
피로하므로 을두지에게 일러 말하기를 “형편이 지킬 수 없게 되어가니 어찌하면 좋은
가?” 하였다. 두지가 말하기를 “한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돌로 된 땅이어서 물이 나는
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오래 포위하여 우리가 어려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연못의 잉어를 잡아 수초에 싸서 맛있는 술 약간과 함께 한의 군대에 보내어 군사를
위로하십시오”고 하였다. 왕이 그 말을 따랐다. 글을 주어 말하기를 “과인이 우매하여서
上國에 죄를 얻어, 장군으로 하여금 백만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국경에서 이슬을 맞게
하였습니다. 후의를 감당할 길이 없어 보잘 것 없는 물건을 보내 부하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고 하였다. 이에 한의 장수가 성 안에 물이 있어 갑자기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답하기를 “우리 황제가 나를 둔하다고 여기지 않고 영을 내려 군대를 출동시켜
대왕의 죄를 묻게 하였는데, 국경에 다다른 지 열흘이 지나도록 요령을 얻지 못하였습니
다. 이제 보내온 글을 보니 말이 도리를 따르고 또 공순하니 감히 핑계를 대지 않고
황제에게 보고하겠습니다”고 하였다. 마침내 군사를 이끌고 물러갔다(대무신왕 11년).

E. 20년 겨울 12월에 晋의 평주자사 崔毖가 도망쳐 왔다. 처음에 최비가 비밀리에 우리와
段氏·宇文氏에게 말하여 함께 모용외를 공격하게 하였다. 세 나라가 棘城을 공격해
나가자 모용외가 성문을 닫고 지키며 오직 우문씨에게만 소고기와 술을 보내 대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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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나라는 우문씨와 모용외가 계략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각기 병력을 이끌고
돌아갔다. 우문씨의 大人 悉獨官이 말하기를 “두 나라는 비록 돌아갔지만 나는 홀로
이를 빼앗겠다.”고 하였다. 모용외가 그 아들 皝과 長史 裵嶷로 하여금 정예 병력을
거느리고 선봉에 서게 하고, 자신은 대군을 거느리고 그를 따랐다. 실독관이 크게 패하
고 겨우 몸을 빼어 도망하였다. 최비가 이를 듣고 그 형의 아들 燾로 하여금 棘城으로
가서 거짓으로 축하하게 하였다. 모용외가 군사를 이끌고 맞이하니, 최도가 두려워서
자복하였다. 모용외가 최도를 돌려보내고 최비에게 말하기를 “항복하는 것이 상책이고,
달아나는 것이 하책이다”라고 하고, 병력을 이끌고 그를 따라갔다. 최비는 수십 기의
기병과 함께 집을 버리고 달아나 오고, 그 무리는 모두 모용외에게 항복하였다. 모용외
가 그 아들 仁으로 하여금 요동을 진정시키게 하니 관부와 장터가 예전과 같이 평온해졌
다. 우리의 장수 如奴는 河城에 웅거하고 있었는데, 모용외가 장군 張統을 보내 습격해서
그를 사로잡고, 그 무리 천여 가를 포로로 잡아 극성으로 돌아갔다. 왕이 자주 병력을
보내 요동을 침략하였다. 모용외가 慕容翰과 慕容仁을 보내 이를 쳤다. 왕이 화해를
청하니 모용한과 모용인이 돌아갔다(미천왕 20년).

F. [김]춘추가 靑布 3백 보를 [고구려] 왕이 총애하는 신하 先道解에게 몰래 주었다. [선]도해
가 음식을 차려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무르익자 농담하듯 말하였다. “그대는
또한 일찍이 거북이와 토끼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소? 옛날 동해 용왕의 딸이 심장에
병이 났는데 의원이 ‘토끼의 간을 얻어 약을 지으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소.
하지만 바다 속에는 토끼가 없으니 어찌하지 못하였소(김유신전 상).

E에 보면 모용외가 우문씨에게 酒肉을 보내주었다. 그러자 고구려와 단부는 우문부를 의심하여
철군함에 따라 3국 연합은 자동 해체되었다. 酒肉이라는 뇌물을 통한 모용외의 이간책이 성공한
것이다. 굳이 뇌물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여름 4월에 隋 文帝가 대흥전에서 우리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평원왕 26년 조)”는 경우도 뇌물성 향응에 속한다. 당 태종이 귀국하는 김춘추에게
베푼 잔치를 비롯하여 외국 사신에 대한 접대는, 단순한 접대 차원을 넘어 정치적인 고려가 작동한
게 분명하다.

80
6. 誘因이나 奇襲을 위한 媒介體

술 만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음식은 없을 것이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혹하는 수단으로
유인해서 뜻을 이루는 경우도 보인다. 고구려 시조 추모왕의 부모로 전해지는 해모수와 柳花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음의 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G. 비단 자리를 눈부시게 깔아 놓고 / 금술잔에 맛있는 술 차려 놓았다 / 과연 스스로
돌아들어와서 / 서로 마시고 이내 곧 취하였다[그 여자들이 왕을 보자 곧 물로 들어갔다.
좌우가 “대왕은 왜 궁전을 지어서 여자들이 방에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못 나가게
문을 가로막지 않으십니까?”하였다. 왕이 그렇게 여겨 말채찍으로 땅에 긋자 구리집이
갑자기 이루어졌는데 壯麗하였다. 방 안에 세 자리를 베풀고 술상을 차려 놓았다. 그
여자들이 각각 그 자리에 앉아 서로 권하며 마셔 술이 크게 취하였다]. 왕이 그때 나가
가로막으니 / 놀라 달아나다 미끄러져 자빠졌다 / 왕이 세 여자가 크게 취할 것을 기다려
급히 나가 막으니 여자들이 놀라 달아나다가 맏딸 柳花가 왕에게 붙잡혔다]. 맏딸이
유화인데 / 이 여자가 왕에게 붙잡혔다 /27)

G는 상대방을 불러 술에 취하게 한 후 목적을 이루는 경우이다. 후백제 진훤왕이 금산사에 유폐되
었을 때이다. 술을 빚어 지키던 이들에게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 후 탈출한 바 있다.28) 그리고
政敵들을 살해할 의도로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술 만큼 무난한 것은 없어 보인다. 왜인들에게
죽은 남편 于老에 대한 복수를 준비했던 이가 그 아내였다. 우로의 아내는 국왕에게 청하여 사사로이
왜국 사신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 우로의 아내는 이때 왜국 사신이 몹시 취하자 장사들을 시켜
마당에 끌어내려 불태워 죽임으로써 남편의 원수를 갚았다.29) 역시 유인 수단으로서 술을 이용한
사례가 『삼국사기』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H. 37년 봄에 처음으로 源花를 받들었다. 일찍이 임금과 신하들이 인물을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걱정하다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놀게 하고 그 행동을 살펴본 후에 발탁해서
쓰려고 하였다. 마침내 미녀 두 사람 즉 南毛와 俊貞을 뽑고 무리 3백여 명을 모았다.
두 여인이 아름다움을 다투어 서로질투하였는데,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하여
27) 『東國李相國集』 권 3, 東明王篇, 幷序.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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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술을 권하여 취하게 되자 끌고 가 강물에 던져서 죽였다. 준정이 사형에 처해지
자 무리들은 화목을 잃고 흩어졌다(진흥왕 37년).

I. 이때 [김]유신은 압량주 군주로 있었는데, 마치 군사 일에는 뜻이 없는 듯 술을 마시고
풍류를 즐기며 몇 달을 보냈다. [압량]주의 사람들이 [김]유신을 어리석은 장수로 여겨
그를 비방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낸 날이 오래인지라 힘이 남아 한 번 싸워볼
만한데도 장군께서는 게으르니 어이할꼬”라고 말하였다(김유신전 상).

J. 여러 사인들이 술자리를 차려 놓고 용서를 빌면서 몰래 약을 음식에 섞었다. 검군이
알고서도 억지로 먹고 죽었다(검군).

K. 蓋蘇文[혹은 蓋金이라고도 한다]은 姓은 泉氏이며, 자신이 물 속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사람들을 迷惑시켰다. 그는 儀表가 雄偉하고 意氣가 豪放하였다. 그의 父인 東部[혹은
西部라고 한다] 大人 大對盧가 죽자 蓋蘇文이 마땅히 位를 이어 받아야 했다. 그러나
國人들이 (그의) 성품이 잔인하고 난폭하다고 하여 그를 미워하였기에 이어 받을 수
없었다. 이에 蘇文이 머리를 조아려 많은 이들에게 사죄하고 攝職을 청하면서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廢해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드디어 허락하였다. 직위를 계승하더니 흉악하고 잔인하며 無道하였다. 여러 大人들이
왕과 더불어 몰래 죽이기로 의논하였다. (그러나) 일이 누설되어 蘇文이 部兵을 모두
모아 놓고 마치 사열하는 것처럼 하였다. 동시에 城 남쪽에 술과 음식을 성대하게 차려
놓고 여러 大臣들을 불러서 함께 보기로 하였다. 손님들이 오자 죄다 그들을 살해하니
무릇 100여 인이었다. 宮으로 달려 가서 왕을 시해하고는 몇 토막으로 잘라서 시체를
구덩이 가운데 버렸다. 王弟의 아들인 藏을 왕으로 삼았다. 스스로 막리지가 되니, 그
관직은 唐의 兵部尙書 겸 中書令에 해당하는 職이다(연개소문).

L. (貞觀) 16년(642)에 西部 大人 蓋蘇文이 攝職하며 (왕을) 犯하려 하자 여러 大臣들이 建武와
의논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일이 누설되자 이에 蘇文은 部兵을 모두 불러 모아 軍兵
을 사열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城의 남쪽에다가 酒饌을 성대히 베풀어 놓았다. 여러 大臣
들이 모두 와서 보게 되었는데, 蘇文이 군사를 정비하여 大臣을 죄다 죽이니, 죽은 자가
백여 명이나 되었다. 이어서 창고를 불사르고 王宮으로 달려 들어가 建武를 죽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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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武의 아우인 大陽의 아들 藏을 세워 王으로 삼았다. 스스로 莫離支가 되었다. (이는)
중국의 兵部尙書 겸 中書令에 해당하는 職이다. 이로부터 國政을 마음대로 하였다.30)

연개소문이 주연장을 덮친 사건은 이슬람 압바스 왕조의 초대 칼리프였던 아브르 압바스측에서
전 왕족인 우마이야家 사람들과 화해하고 싶다고 초청하여 주연을 베푼 후 덮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살해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가죽으로 된 깔개를 그 시체들 위에 덮고 거기 올라 앉아 주연을
계속했다는데, 깔개 밑에서 아직도 숨이 남아 있는 자들의 신음 소리가 들려 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伴奏로 하여 우마이야家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까지 술잔을 주고 받으면서 즐겼다는
것이다.31) 술을 매개로 한 연개소문의 정변은 성공한 쿠데타로 기록되어 있다.32)
항일전쟁에 승리한 국민당 정부가 1945년 9월부터 본격적인 친일파 숙청 작업을 시작할 때였다.
화베이[華北] 지역의 한간(漢奸; 매국노)들을 체포하기 위해 이들을 만찬에 초청하였다. 연회가 시작
되고 술이 몇 순배 돌 무렵 얼굴이 말[馬]처럼 생긴 사람이 건배를 제의하면서 “한간죄로 모두 체포한
다”고 선언했다. 저녁 얻어먹으러 왔다가 일망타진된 화베이 일대의 한간들은 통째로 감옥으로
직행하였다. 유명한 문호 루신[魯迅]의 바로 밑의 동생인 저우쭤런[周作人]도 이때 붙잡혀서 압송되었
다.33) 술을 이용한 정적 살해의 사례로서 소정방이 唐橋에서 피살되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삼국유사』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M. 또『新羅古傳』에는 이런 말이 있다. "소정방이 이미 고구려 백제 두 나라를 치고 또
신라를 치려고 머물러 있었다. 유신은 그 음모를 알고 唐軍을 초대하여 짐새의 독을
먹여 모두 죽이고 구덩이에 묻었다." 지금 尙州 지경에 唐橋가 있는데 이것이 그때 묻은
땅이라고 한다[『唐史』를 살펴보면 그 죽은 까닭은 말하지 않고 다만 죽었다고만 했으니
무슨 까닭일까? 감추기 위한 것일까? 혹은 신라의 속설이 근거가 없음일까? 만약 임술년
에 고구려를 치는 싸움에 신라 사람이 소정방의 군사를 죽였다고 한다면, 후일 총장
원년 무진년에 어찌 당나라에 군사를 청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일이 있겠는가? 이로써
『신라고전』이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무진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당나라
에 신하로서 섬기지 않고 고구려의 땅을 마음대로 차지했을 뿐 소정방과 李勣 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일은 없었다].34)
30)『舊唐書』권 199, 東夷傳 高麗 條.
31) 李道學,「충천하는 카리스마 연개소문」『꿈이 담긴 한국 고대사 노트(상)』 일지사, 1996, 28쪽.
32) 李道學, 「高句麗의 內紛과 內戰」『高句麗硏究』 24, 2006, 9~40쪽.
33) 김명호,『김명호의 중국인 이야기』 한길사, 2014, 378~380쪽.
34) 『三國遺事』 권 1, 紀異 太宗春秋公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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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新羅古傳』을 인용하여 소정방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이제는 신라마저 병탄하려고
신라 땅에 머물러 있다가 김유신의 계략에 빠져 독살되고 말았다는 기록을 소개했다.35) 그리고
다음의 기사는 앞서와는 달리 술 취해서 방심한 틈을 타고 기습한 사례가 된다.

N. 겨울 10월에 태조가 군사를 출동시켜 도와주려고 하였는데, 진훤이 갑자기 신라 왕도에
들어갔다. 그때 왕은 부인과 후궁들과 함께 포석정에 나가서 놀면서 술자리를 벌여
즐기고 있었는데, 賊兵이 이르자 낭패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진훤전).

위의 기사는 경애왕이 포석정에서 잔치를 하느라고 술에 취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전격적으
로 기습한 사실을 말해준다. 술로 인해 방심해서 살해된 경우로는 장보고가 있다. 장보고는 찾아온
염장을 上客으로 대접하고 함께 술 마시다 피살된 것이다.36)

Ⅳ. 맺음말
한국 고대사회에서 술의 다양한 기능을 살펴 보았다. 술에는 정치·종교·사회적 기능이 수반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祭儀 공동체 속에서 술은 빠질 수 없었다. 농경 사회에서 播種과 收穫期의
祭天 儀禮 속에서 술은 구성원들을 묶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이것도 일종의 잔치 속에서의
술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잔치 때 마시는 술은 고려 뿐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도 毒酒는 아니었다.
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을 취하게 하기 보다는 興을 돋우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잔치에서의 술은 마음의 벽을 허무는 기능을 지녔다. 그랬기에 잔치는 단순히 遊戲 기능 뿐
아니라 인간 관계를 정립하고 풀어내는 역할을 했다. 잔치에 초대된 이들은 주재자에게 마음의
부채를 지게 된다. 더욱이 잔치에서 주재자는 상급을 하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속성을 지니다. 그럼에 따라 구성원들간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리고 잔치의
장소는 잔치의 성격과 결부된 경우가 많았다. 가령 잔치의 장소가 전승 현장이면 勝戰宴이 되는
것이다. 풍광이 수려한 곳인데다가 주재자가 거문고를 뜯으며 歌舞를 先導한다면 風流가 된다.
잔치는 勝戰이나 길쌈짜기 競走와 같은 競技 뒷풀이 행사, 享樂의 수단으로서 飮酒가 붙는 饗宴이
이어졌다. 후자의 경우는 국왕과 신하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응집력을 촉발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35) 李道學,「羅唐同盟의 性格과 蘇定方被殺說」『新羅文化』 2, 1985,19~33쪽.
36) 『三國史記』 권 11, 문성왕 8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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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치적 긴장 상황에서 해방시켜주는 기능도 했다. 그러나 의자왕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飮酒
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飮酒 중독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구성원들간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강력한 왕권을 유지
하고자 한 것이다. 의자왕이 성충이나 흥수의 諫言을 배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었던 요인도 술에
기반하고 있다. 술의 힘을 빌어 단호하게 政敵들을 제거할 수 있었다. 의자왕은 신라와 唐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대비라는 피곤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 자신은 신라와 당의 연합 침공 가능
성을 희박하게 보았다. 그럼에도 경고의 비상 나팔을 불러대자 짜증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랬기에
의자왕은 현실을 잊거나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서 술을 이용한 측면도 배제하기 어렵다.
술이 들어가서 흥겨운 잔치 속에서 자신의 딸을 국왕와 태자에게 선을 보임으로써 간택받도록
하기도 했다. 김유신이 의도적으로 김춘추에 접근하여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후 술상을 차린
후 여동생을 접근시켰다. 술판이 무르익어 기분이 고조되었을 때 목적을 지니고 접근시켜서 이용한
사례가 된다.
胸襟을 털어 놓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기 위한 촉매제로 술이 기능하고는 한다. 상대방의 인품이
나 됨됨이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술을 나누는 경우가 보인다. 경문왕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경우가 著例가 된다. 김유신이 어려운 상황을 뚫기 위해 용약 적진에 突進할 수 있는 勇士로서
비녕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도 다름 아닌 술이었다. 경순왕이 慶州에 온 왕건에게 흉금을 털어
놓았다. 비록 진훤이 옹립한 경순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간의 진정성과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 있었다. 그러한 선상에서 千年社稷에 대한 移讓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어떤 意圖를 지니고 접근할 때 양자간의 隔意를 허물어주는 수단이 술이다. 정략적으로 술을
뇌물로 이용한 경우가 포착된다. 가령 고구려 대무신왕대에 침공해 온 漢軍을 퇴군시키는 기제로서
旨酒라고 하는 맛있는 술이 이용되었다. 그리고 “먹은 물이 다르다”는 속담이 연상되는 사례가 있다.
즉 청포 300보를 뇌물로 받은 고구려 보장왕의 寵臣 선도해가 옥중의 김춘추를 데리고 나와 술상을
차려서 대접했다. 그러면서 토끼의 肝 이야기를 빌어 자신의 의중을 넌지시 흘리고 있다. 술을
매개로 경계심을 늦추게 한 후 자신의 본심을 전달하는 것이다.
술은 인간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잔치의 기본 소재가 술이기도 하다. 마음
먹은 대상이나 政敵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술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소재이기도 하다. 더욱이 상대를
만취하게 한 다음 자신의 의도대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보였다. 연개소문의 정변이야 말로 술을
매개로 한 잔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킨 사례가 된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이 만취한 사실을
알고 기습에 성공한 경우도 보인다. 거짓 항복한 염장에 의한 장보고의 피살이 되겠다. 對酌을
통한 신뢰감을 역이용한 사례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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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국 고대사회에서 술은 祭儀의 필수품이라는 종교적 기능에서부터 단순
한 향락의 수단뿐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지니고 다방면에서 이용되어 왔었다. 이 점을 포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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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참고문헌
貝原浩, 『世界手づくり酒(手製술)寶典』, 農文協, 1998

Ⅱ. 술 만드는 방법
1. 시즈오카(靜岡)縣의 아무개씨와 동료들

1) 포도주(wine)
① 포도를 그릇에 넣고 2~3일 지나 짠다.
② 포도 무게의 3~5%의 흰설탕을 넣고 7~10일 정도 지나면 포도주가 된다.(포도 무게의
절반 약간 넘게 포도주를 얻게 됨)
③ 그릇에서 끓는 동안 불순물을 걷어낸다.
④ 다시 흰설탕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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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탁주 : ‘도부로쿠’, ‘니고리자케’라고 부름
① 찐쌀 한 되, 누룩 한 되. 포도주 1~2잔을 넣어 4~5일 지나면 끓기 시작한다.
② 이것을 넣고, 누룩 3~4 되. 찐쌀 4 되, 끓는 정도를 보아 흰설탕 100~200그램 정도를
넣고, 온도가 올라가 있을 때 pet병에다 찬물을 넣어 붓는다.
3) 감술(柿酒)
① 빨갛게 잘 익은 떫은 감을 꼭지 및 씨를 발라내어 나무통 속에서 잘 부순다.
② 감 4kg, 설탕 1kg에다 물을 찰랑찰랑하게 넣은 뒤 막걸리 한 홉을 넣는다.
하루 한 번 잘 휘저어준다.
③ 한 週가 지나 발표가 약해지면, 다시 설탕 500그램을 더하여준다. 대개 40일 정도면
감술이 된다.

2. 야마가타(山形)현 오오하라씨

1) 탁주
①쌀 세 되를 잘 씻어서 누룩 두 홉과 밥 한 공기를 넣고, 샘물을 가득차게 넣는다.
②물이 신맛이 날 때까지 방안의 따뜻한 곳에 사흘 정도 놓아둔다. 물을 빼고 쌀을 딱딱할
정도로 찐다.
③이것에다가 누룩 2 되, 앞서 빼놓은 물과 길어온 물을 가득 붓는다.
④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매일 한 번씩 저어주면서 맛을 본다. (맛을 너무 많이 보면 정착
술 마실 즈음에는 술이 없게되니 주의!)
⑤ 탁주를 무명주머니에 부어 구멍 뚫린 壓搾그릇에다 넣고는 무거운 돌을 올려놓아 하룻
밤 동안 천천히 술을 눌러내린다. 이 압착그릇을 더 큰 그릇에 나무를 걸쳐서 올려두면
탁주가 아래로 새어나와서 고인다.
(* 용수를 쓰지 않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마음에 드는 표주박으로 막걸리를 담아 술잔에
부어 천천히 마신다.
2) 燒酎
① 위의 탁주를 솥에 넣고 끓이는데, 김이 비닐호스를 통해 나오게 하며, 호스의 끝부분은
알루미늄 호스로 연결하여 이것을 물속에다 통과시키면 액체가 되어 소주가 나온다.
(소주 만들 때는 막걸리를 짜지 않고 그대로 가마솥에 넣어 증류시킨다.
② 술지개미에 담근 오이지 맛이 최고라 하시는 할머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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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막걸리를 넣은 술떡은 향기롭다는 엄마. (기지떡, 기정)
④ 세 시경의 간식으로 ‘도벤’(술에서 나오는 음료인 듯)을 마신다는 아이들.

3. 아오모리현의 하타나카(畑中)씨 夫婦

1) 탁주
① 멥쌀 한 말과 찹쌀 두 되를 아침에 씻어서 물에 담가놓아 저녁 때 삶는다. (지난날의
가마솥도 지금은 쌀 삶을 때만 쓴다.)
② 식힌 쌀을 통(桶)에 넣고 물을 더하여, 미지근하게 식히고 여섯 되의 누룩을 넣고 잘
섞는다. (물은 쌀, 누룩과 같은 量으로 넣는 것이 基準)
물은 손목까지 잠기게 넣되, 여름은 약간 적게 하고 겨울에는 약간 많게.
③ 이렇게 섞은 것을 여름에는 땅속에 묻고, 겨울에는 짚 바구니에 넣어 담요로 싼다.
중간에 휘젓지 말고 20일간 그대로 놓아둔다.
④ 술이 잘 되었을 때는 신맛이 알맞게 입안에 도는 정도다. (자루에 넣어 짠다)
2) 시레기지 담기
① 말린 무잎을 넣은 된장국에 지게미를 한 줌 넣는다. 몸이 따끈따끈해짐을 보장한다.
3) 오이(지게미)지: 소금에 절여둔 오이를 지게미에 다시 절인다.
① 설탕 조금과 소금 조금을 더한 지게미를 오이와 교대로 차례차례 재여 2~3일 두면
오이지게미지를 먹을 수 있다.
② 유명한 나라즈케(奈良漬け)도 이런 것의 한 가지.

4. 도오쿄오 李幸子씨의 사과막걸리는 시원한 맛이 앉을뱅이 술이다.

① 찹쌀 한 되를 쪄서 식기 전에 통에 넣는다. / 누룩 한 되를 잘 풀어서 넣는다. / 이스트를
중간 숟깔로 한 컵 넣는다. /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부어 섞어주면서 가득찰 때까지
부어준다.
② 통을 담뇨에 싸서 식지 않도록 하여 사흘간 그대로 둔다.
③ 사과를 잘게 썰어 넣고 저어준다.
④ 담뇨에 둔 상태에서 하루에 한 번 잘 저어주다가 사나흘 지나면 마실 수 있게 된다.
⑤ 술을 거르기 전에 술에 떠 있는 거품이나 사과는 덜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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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거를 때는 손잡이 달린 소쿠리 [ざる」를 사용한다.

5. 물은 빗물 받아서, 쌀은 절에서 얻어와 만든 태국의 달디단 막걸리 ‘사-토’

넓은 논에 비해 수리시설이 별로 없는 타이랜드 ‘이-산’ 지방은 빗물로 벼 모종을 한다.
숲을 개간한 때문인지 물이 모자라는 해가 많다고 한다. 찹쌀 농사만 하는 이 지방의 양조방법
에 대해 알아보자! 일상생활에 뿌리 내린 불교 습속에 따라 아침이 되면 쌀·죽·생선·과
일·채소 등을 들고 모두 절에 간다. 독경이 끝나면 스님의 진지를 차려드린 뒤 마을 사람들은
둘러 앉아 아침을 먹는다. 그러고도 남은 음식은 집으로 들고 와서 그 밥으로 술을 만든다.
① ⅰ: 냄비에 물을 넣어 곤로에 올려놓아 찹쌀밥을 찐다.
ⅱ : 식힌 쌀에 물을 부어가면서 잘 비벼둔다.
② ⅰ: ‘파엔’이라 부르는 누룩덩어리 세 개를 숯불에서 약간 굽는다.
ⅱ : ‘파엔’을 숟깔등으로 잘게 부순다.
③ ①과 ②를 섞어 단지에 넣고 물 한 사발 정도로 손에 붙은 쌀을 씻어 내리면서 잘
섞는다(물은 이것만)
④ 헝겊으로 뚜껑을 하여 사흘 정도 부엌에 두면 조금씩 달아지고, 한 주가 지나면 ‘사-토’라
는 막걸리가 된다. 헝겊으로 걸러 짜서 마신다. 맛은 단맛이 많지만 알콜 도수는 낮은
것 같다. (코쿤 카프씨 口述)
⑤ 물은 처마물을 양철로 받아 독에 두고 쓴다.

6. 히말라야 ‘龍의 나라’ 부-탄에는 ‘창’이라는 막걸리가 있다. 이를 증류한 증류주는 ‘아라’라
고 함. *아래기

① 보리 10kg을 약 1 시간 정도 삶는다.
② 삶아진 보리를 헝겊 위에 넓게 펴서 이틀간 놓아둔다.
③ ‘페쿠테리’라고 부르는 보리누룩 100g을 잘게 부수어 삶은 보리 넣어둔 큰그릇에 고루
비벼 넣는다. (그것을)
④ 여름에는 일주일 정도, 겨울에는 20일 정도 부엌에 놓아둔다. (비닐부대에 넣어 발효시
키는 방법도 있는데 역시 일주일~20일간 놓아두면 훌륭한 술이 된다)
⑤ 큰그릇 안에 대나무통을 넣어 새나오는 ‘창’을 떠서 마신다. *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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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술 담글 때 잡귀 물러나라고 빨간고추와 숯을 넣는 네팔의 ‘톤’

① 벽돌을 쌓아올려 간이아궁이를 만들고 물을 끓인다. 그 사이 항아리에다 찔 준비를
한다.
② 쌀 4kg을 하룻밤 물에 재워 둔다.
③ 소쿠리에 쌀을 넣고 물을 잘 뿌린다.
④ 가마솥에 항아리를 올리고, 항아리 바닥의 구멍을 짚으로 막고, 그 위에 쌀을 놓고
30~40분 되게 찐다.
⑤ 찐 쌀을 물에 넣어 식힌다. 그것을 소쿠리에 담아 물을 잘 뿌린 뒤 다시 찐다.
(두 번 찜)
⑥ 찐 다음 체온 정도로 식힌 뒤, 잘게 부순 (밀로 만든) 누룩과 ‘츄라(찐쌀을 납작하게
말린 것)’를 비(箒)에 올려놓고 골고루 뿌리고 잘 비빈다.
⑦ 다시 항아리에 넣고 그 위에 빨간고추 하나와 숯 두 개를 얹는다. 다시 그 위에 층층이
나뭇잎, 짚방석, 담요를 덮는다. 차고 어두운 곳에다 여름에는3~4일, 겨울에는 담요를
덮어서 따뜻이 하여 6~7일 두는 것이 표준이다.
⑧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먹을 만큼 적은 그릇에 옮겨다가 소쿠리로 걸러서 마신다. (용수)
⑨ 술 분량보다 물을 4~5배 타면 마시기 좋다.

Ⅲ. 맺음말 - 提言
1. ‘술’이 없어지는 세상에 ‘술박물관’ 이름 좋다.
참고) 마사박물관 → 말박물관, 하지만 전북 부안의 ‘뽕주’→‘뽕술’ ?

2. ‘술막’을 살리자! – 땅이름(地名)에만 남아 있다. 酒幕? (‘四거리’ 같은 例)
움막, 오막살이, 농막, 토막, - - - ‘막’은 한자 ‘幕’이 아님.
‘동막골’의 ‘막’도 그러하지만 ‘동’도 ‘東(쪽)’과는 무관하다. ‘서막골’·‘남막골’이란 지명은 없다.
한자문화권의 술집은 이자카야(居酒屋, 駅亭) / 커띠엔(客店)。커짠(客栈)
全州에서부터 ‘술막’이라 간판을 걸고 우리문화와 우리말로 운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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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곡자(麯▽子/曲子)조합= 누룩, 콩나물=豆彩組合, 배상면주가(株價?)

4. 소주 이름에 ‘아래기’라는 말을 넣고[상품이름], 고유어를 살리자! 빌린말[借用語] 燒酒가 있기
전에도 우리민족은 소주를 만들어 마셨고, 당연히 그 이름도 있었다.

5. 1) ‘아라’-아래기의 연관성에서 술문화 전파 또는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2) 용수 vs 자루(袋) 문화권을 조사해보자 !

6. 네팔에서 술단지에 빨간고추와 숯을 넣는 것은 우리나라 간장단지에 그런 것을 넣는 것과
흡사하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흥미 있는 테마다.

7. 한국의 전통주도 여느 나라 못지않게 고급스럽다는 것을 나라 안팎에 알리고 보여주자! 그리고
상품은 고급스럽게, 가격도 ‘그럴만하다!’할 정도로 비싸게!
예) 충주시 : 세계술문화박물관, 발효교육과학관, 충북 무형문화재 2호 충주 청명주, 전통주
및 도자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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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종교문화에 나타난 술의 역할과 의미
–유교문화적 요소와 강증산 전승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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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술은 예로부터 신성한 의미로 사용되어졌다. 술을 뜻하는 주(酒)자는 일반적으로 술을 올려 드리
는 제사를 의미하며, 종교문화와의 관계는 긴밀하다. 세계 수 많은 민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음식
문화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왔고 그 가운데 술 문화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술의 기원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특이한 신화나 전설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술은 자연적으로 과일이나 곡물
들로부터 발효에 의해 알코올이 만들어 졌고 이를 인류가 섭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기호에
의해 인류는 다양한 종류의 술을 만들어 마시게 되었고 이는 지역적으로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음식물들을 바탕으로 나라와 민족에 맞게 환경을 따라 생성 발전되어온 것이다.
알코올 음료는 삶의 새로운 상징 방식을 윤택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술은 뇌의 잠재의식에 접근하기위한 중요한 매체의 역할을 해왔을 것이다. 술은 환각을
유도해서 주술사로 하여금 다른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은 질병을 다스리는 약초
를 처방하는 의사였고, 조상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불러내는 사제이자, 공동체의 성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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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속(永續)을 보증하는 의식을 단속하는 감독관이었다.1) 술은 마시면 취하게 하는 음료의 총칭이다.
우리나라의 술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동명왕 이야기에 나온다. 천제의 아들 해모수가 압록강에서
놀고 있던 하백의 세 딸을 보고 미모에 반하여 새로 웅장한 궁궐을 지어 그들을 초대하였고 세
처녀가 술대접을 받고 만취한다. 큰 딸 유화는 해모수에게 정이 들고 말았고 유화가 낳은 아이가
주몽이며 술은 한 여자가 사랑에 빠지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인느 한 국가의 건국으로
이어진다. 공후인은 술에 미친 남편을 둔 슬픈 아내의 노래이다. 술은 슬픈 이야기만이 아니라
고대의 축제에도 빠짐없이 등장한다.2) 부여의 영고나 고구려의 동맹, 마한의 농업 시절제 등 행사에
서 술로서 즐겼다고 하는 것을 보면 농업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술을 빚어 마셨던 것으로 추정된다.
누룩이 사용되기 전에는 곡류가 스스로 상하여 술을 만들거나 침으로 당화시켜 빚었거나 물에
담궈 싹을 틔워 으깨어 당화하여 발효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술의 종류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우리나라 고유술은 막걸리, 청주(淸酒), 소주(燒酒, 고려 때 원나라에서 들어옴) 계통
으로 분류된다.3)
조선 말기에 와서 전북 고부에 탄강한 강증산은 신종교문화를 한국사회에 전파한 인물이다. 증산은
유불선 삼교를 포함하여 조선말기의 다양한 종교적 행위를 종합하고 당시 유행하던 서교까지 수용하
여 자신의 독특한 종교를 창시하여 이상세계를 대중들에게 제시하였다. 증산은 이상세계인 후천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 의례를 31세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화천하기 바로 전까지 9년간 행하였는데 이는
천지공사(天地公事, 1901-1909)라는 용어로 대표된다. 그런데 이 천지공사는 일반적으로는 모두 다
이해하기 어려운 면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 및 방법으로 행해진 종교적 행적들로 점철되어 있다.
증산은 천지공사에서 다양한 문화적 재료들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술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술을 팔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장소인 주막을 중심으로 천지공사를 하였으
며 주막은 신과 신,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기 위한 신명풀이의 장소로 사용되어졌다.
연구사를 보면 술의 동서양에서의 유래와 관계를 찾아 본 연구가 있고4), 한국 술의 유래와 종류에
대한 연구가 있다.5) 또 문학작품에 나타난 술에 대한 연구가 있고6) 비교민속학적 연구도 있었다.7)
아울러 유교 문헌에 나타난 술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8),한국 종교의례에서 술에대해 현실적 의미에
1)
2)
3)
4)
5)

패드릭 E.맥거번 지음/김형근 옮김, 『술의 세계사』, 글항아리, 2016, 65-66쪽.
정혜경 김미혜 지음, 『한국인에게 막걸리는 무엇인가』, 교문사, 2012, 3-4쪽.
김용덕, 『한국민속문화대사전』 상권, 창솔, 2004, 1089-1090쪽.
패드릭 E.맥거번 지음/김형근 옮김, 『술의 세계사』, 글항아리, 2016.
이효지 지음, 『한국전통민속주』, 한양대출판부, 2009. 정혜경 김미혜 지음, 『한국인에게 막걸리는 무엇인가』, 교문사,

2012. 고경희, 「한국 술의 음식문화적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4,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09.
6) 윤석우, 『음주시에 나타난 중국시인의 정신세계』, 연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임재욱, 「애정시조에 활용된
술의 의미」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7) 노성환, 「술의 비교민속학적 연구」 『비교민속학』 13, 비교민속학회, 1996.
8) 고영희, 「시경과 서경을 통해본 음주문화」,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3, 원불교사상연구원, 2015. 진성수, 「유교경전

동아시아 종교문화에 나타난 술의 역할과 의미_고남식

95

서 찾아 본 연구도 있었다.9)
이글은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며 특히 동아시아 종교문화에서 유교적 요소에 나타난 술의 의미를
찾아보고 이와 같은 술의 역할과 의미가 조선말기 종교문화적 현상인 증산에 관한 전승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고찰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 술의 역할과 의미를 유교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Ⅲ장에서는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강증산
전승에 나타난 술의 역할과 의미를 찾아보고 유교적 요소와의 비교를 표로 작성해 보았다.
이를 통해 고대 문화로부터 전해 내려온 술의 역할과 의미가 어떻게 조선말기 근대에 전승되며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 종교문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일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Ⅱ. 유교문화에 나타난 술의 역할과 의미
초기의 술은 주로 당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과실이나 꿀에서 만들어졌다고 추정된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각기 주변의 자연환경에 맞추어 독특한 술들을 다양하게 빚어 왔고, 이렇게 형성된
전통주들이 나라마다 특색 있는 술 문화로 정착 발전되어 그 민족 나름대로의 멋과 맛을 이루고
있다.10)
불교에서는 시식(施食)의례가 있는데 관음(觀音)시식, 화엄(華嚴)시식, 전(奠)시식, 구병(救病)시
식 등이 있다. 불교식 제사라는 데서 제물을 차리되 계율에서 벗어나는 육류, 생선, 주류 등을
제외하고 파, 마늘 등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제사의 목적이 단순히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은 법식으로 변한 음식을 대접함에 의하여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게 되고 그렇게 함에 의하여
비로소 제사의 목적을 다한다는 것이다.11) 이를 보면 불교문화와 술의 관계는 많은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장에서는 유교문화에 나타난 술의 역할과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종교에서 술이 등장하는 의례는 무교의 경우 모든 거리에서 등장하고 유교는 제례에서, 천주교
는 영성체, 기독교는 성찬식에서 보인다. 원불교에서는 1962년(원기) 2월의 『정전』 계문에서 최종적
으로 ‘연고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로 확정되었다. 이 계문의 성립과정에서 볼 때 연고의 범위가
매우 중요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과음은 범계(犯戒)이다. 연고있는 음주는 약용이나 중노동자의 피로
에서 술의 상징체계 연구」 『양명학』 37, 한국양명학회, 2014.
9) 허연실, 『한국종교의 의례와 술』, 한양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6.
10) 이효지 지음, 『한국전통민속주』, 한양대출판부, 2009, 12쪽.
1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민속의 세계』10, 2001,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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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과 기한(飢寒)방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제할 때 등으로 본다.12)
종교문화는 신과 관련된 면이 주를 이루면서 각 종교의 문화가 인간사회에 작용하여 세상에
그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천(山川)에 제(祭)를 올리고 조상에
대해 신종추원(愼終追遠)하며, 『대학(大學)』의 「삼강령(三綱領)」과 「팔조목(八條目)」을 바탕으로
하는 유교문화와 관련해서 술을 살펴보면 그것은 크게 신과 연관된 면, 인간과 연관된 면의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신(神)과 관련된 술

신과 관련해서 술을 보면 무엇보다도 그것은 제의(祭儀)와 연관된 면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고대
로부터 형성된 제의적 요소는 유교문화에 전해지게 된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이후 샤머니즘에서
무(巫)에 의해 접신을 하는 형태로 의식으로 발전되었으며 무의 예술적 활동에서 신과 관련되게
되었다. 이때 강신 및 접신의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물이 술이 되었다. 처음 천신에게 바쳤던 것은
물이었는데 이 물이 술로 대체되고 웅덩이는 청동존(靑銅尊)으로 대체되고 손으로 움켜지어 마셨던
것도 주기(酒器)로 작헌(酌獻)으로 바뀌었다.13) 대(臺)는 적어도 춘추기까지 제정일치적 성소(聖所)
밀 성고(聖庫)로 기능했는데 좌전 애공 14년에 제(齊)의 간공(簡公)이 부인과 더불어 단대(檀臺)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14)은 제의행위에 술이 사용되어지고 이를 마신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도 술의 중요성은 마찬가지이다. 가령 토신제의 경우 지금은 가제(家祭)를 지낸 다음 그
제물을 조금씩 한 그릇에 담아 북쪽 정원에다 묻는 것으로 끝내지만, 옛날에는 술만 땅에 세 번
붓는 것으로 이를 치루었다 한다.15) 우리나라에서도 지신에게 술을 올리는 고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지신제(地神祭)는 매년 사계절마다 행한다. 이것도 보통 알고 지내는 노파 또는 직업무당
을 불러다가 주부를 비롯한 여성 가족이 모여서 행하는 여제(女祭)이다. 경성 지방의 텃고사(基告祀)
에 해당하는 안택굿(安宅祭)이다. 경성 근교에 터주가리가 있는 집에서는 매월 삭망(朔望) 때 이곳에
탁주 한잔을 붓고 소위 술고사(酒告祀)를 행한다16)는 말처럼 지신제에 술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제사의 절차에서 술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초헌에서 제주(祭主)가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끓어 앉아
집사자가 따른 술을 올리며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에서도 제주가 아닌 이가 올리고 첨작(添酌)을
유식(侑食)이라 하는데 이는 제주가 다른 잔에 술을 따라 우집사자나 좌집사자에게 술을 채우도록
12)
13)
14)
15)
16)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원불교대사전』,2013,634쪽
진성수,「유교경전에서 술의 상징체계 연구」『양명학』 37,한국양명학회,2014,278쪽.
이성구,『중국고대의 주술적 사유와 제왕통치』,일조각,1997, 50쪽.
노성환,「술의 비교민속학적 연구」『비교민속학』 13,비교민속학회,1996,525쪽.
秋葉隆, 沈雨晟 옮김, 『朝鮮民俗誌』 동문선문예신서 25,1993,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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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17) 이처럼 술은 신과 인간, 조상과 자손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였다.
제례에서 술이 사용되는 이유는 술의 신비한 속성에 기인한다. 왜냐하면 사람을 몽롱하게 하고
신비한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술은 조상과 후손을 이어주는 제사의식에서 신비감을 더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술을 바친다는 것은 풍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일종의 보답이다. 술과 안주는
초월적 존재를 경배하는 제물인 동시에 실재하는 통치자를 기쁘게 하는 중요한 음식물이기 때문이
다. 술잔과 술이란 가족의 범위에서는 부모자식의 도리를 의미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상하 구별의
예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8) 아울러 술이 신과 관련된 제사에만 쓰고자하여 빚어졌음을
다음의 글에서도 볼 수 있다.

왕(무왕)이 대략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큰 명을 매방에 밝히노라.” 네 목고이신 문왕이
처음 나라를 창건하여 서토(西土)에 계실적에 서방(庶邦)의 여러 선비들과 소정(少正)과 어사
(御事)들을 가르치고 경계하시어 아침 저녁으로 당부하시기를 ‘제사에만 이 술을 쓸 것이니
하늘이 명을 내리시어 우리 백성들에게 처음 술을 만들게 하신 것은 오직 큰 제사에 쓰게
하려 하신 것이다.’하셨다.19)

문왕이 소자(小子)와 벼슬을 맡고 일을 맡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되, ‘술에 항상 하지 말라.
여러 나라가 술을 마시되오직 제사 때에만 할 것이니 덕(德)으로 이어가 취하지 말라’하셨
다.20)

위의 「주고」의 글은 인간들에게 술에 대해서 크게 경계하기위해서 쓰여진 글이다. 여기에서
문왕의 말대로 술은 하늘의 명으로 큰 제사에 사용하고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술은 민간에서
의료적 음식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였는데 술이 인간에게 귀가 밝아지는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은
신과의 교감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술을 데우지 않고 찬술로
마시면 그해 귀가 밝다는 귀밝기 술도 귓 병에 대한 중요한 예방책의 하나이다.21)
17)
18)
19)
20)
21)

최상수, 『한국 민속문화의 연구』, 성문각, 1988, 62-63쪽.
진성수, 앞의 논문, 280-288쪽.
성백효 역주, 앞의 책, 152쪽.
성백효 역주, 위의 책, 154쪽.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1994, 300쪽. 상원일에 온가족 남녀노소가 한자리에 둘러 앉아 맑은 술(淸酒)을
마시는 데 이 때 어린이들로부터 먼저 마시게 한다. 관습적인 주도법과는 다르다. 애들이 귀가 밝아야만 어른이
부르면 얼른 ‘예’하고 대답하고 뛰어 오라는 뜻에서이다. 귀밝이 술의 연원은 잘 모르나 중국인이 쓴 『해록쇄사(海錄碎
事)』란 책에는 춘사일(春社日)에 치롱주(癡聾酒)를 마셨다고 하는데 이런 풍속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는 보름에 마시
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상원일은 가정 행사가 많은 명절이기 때문에 명일주(名日酒)가 있으니 편리하게 치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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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과 관련된 술

고대 중국 하(夏)나라 때 우(禹)임금의 딸이 의적(儀狄)에게 명하여 술을 최초로 만들어 올렸다는
전설이 있다.

옛날 우임금의 딸이 의적에게 명하여 술을 빚게 했는데, 술이 너무 아름다워(美) 우임금에
게 바쳤다. 술을 맛 본 우임금은 감탄하였으나 의적을 멀리하고 술을 금지하며 말하기를
‘후세에 반드시 이 술 때문에 나라를 망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22)

이처럼 술은 인간에게 크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夏)나라 우임금의 말처럼
망국(亡國)에 빠지게 하는 음식임을 알 수 있다. 인간과 관련해서 술은 개인수양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술은 구성원간의 화합을 이루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개인수양을 전제로 하는 술의 의미
와 역할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서경』 「오자지가(五子之歌)」에는 여색, 음악, 집을 높게 함,
담장 장식하는 것과 함께 술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게 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주범이 됨을 밝혔으며
희화(羲和)가 자신의 직무를 폐(廢)하고 술에 빠져 고을을 황폐(荒弊)하게 하자 천기(天紀)가 어지럽
혀졌으며 이에 선왕(先王)이 죽게 했다는 내용이 있다. 개인수양과 관련해서 보면 정치 지도자의
술에 대한 경계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일반적으로 술은 정치를 하는데 경계해야 될 음식물로 되어 있다. 술에 빠져 정치를 망친 주(紂)가
대표적이며 이에 주대(周代)에는 술에 대해 알린다는 뜻의 「주고(酒誥)」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주고」에서는 주왕(紂王)을 예로 오직 제사에만 술을 사용하고, 술을 자주 마시지 말고, 여러 사람이
술마시는 것을 금지하며, 과도한 음주행위를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 주고를 지은 이유가 음주
에 대한 덕에 있음을 다음에서 볼 수 있다.

상왕 수(受)가 술주정을 하자 천하가 교화되니 매토(妹土)는 상나라의 도읍으로 악(惡)에
물듦이 더욱 심하였다. 무왕이 이 땅을 강숙(康叔,문왕의 아들이며 무왕의 아우)에게 봉하였
으므로 글을 지어 가르쳤다.23)

상나라 주(紂) 임금의 술을 통한 백성들에 대한 피해가 막심했음을 천하가 술에 감화되고 상나라
있는 의속(醫俗)으로 귀는 밝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규창, 『전라민속논고』, 집문당, 1994, 234쪽.)
22) 『전국책(全國策)』, 「위책(衛策)」
23) 성백효 역주, 앞의 책,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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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읍을 악(惡)에 물들게 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문왕이 제사에만 술을 쓰라고 하였으며
백성들에게도 ‘우리 백성들이 소자(小子)를 인도하되 오직 토물(土物)을 사랑하게 하면 그 마음이
선(善)해 질 것이니, 조고(祖考)의 떳떳한 가르침을 잘 들어서 작은 덕과 큰 덕을 소자들은 한결같이
여기도록 하라.’한 것은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술을 삼가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4)
무왕은 이러한 문왕의 가르침을 전하며, 매토의 사람들에게 농사에 힘쓰고 부모와 어른을 잘
섬기고 장사를 해서 효도(孝道)를 하는데 부모 봉양에 부모가 기뻐하면 술을 쓸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무왕은 매토의 신하들을 가르쳤는데 부모가 기뻐하고, 노인을 봉양하고, 궤사(饋祀)를 올리면
술을 마실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서경』에서는 중정(中正)한 덕을 유지하지 못한 지도자의 음주는
결국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혼란하게 만들거나 멸망하게 하는 주된 원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음주에 관해서는 지도자의 솔선수범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가 정치이론의 오랜
전통인 정명(正名)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25) 술의 사용을 국가의 제사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방탕한 음주의 처벌이 국정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한 것은 정치를 안정시키는
책임이 우선 왕·신하와 같은 국가지도자들에게 있으며, 동시에 나라 전체가 음주의 폐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함을 강조한 말이다. 이와 같이 정치 지도자의 술에 대한 경계를 토대로 백성들
에게 임하여 지도자의 중덕(中德)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왕은 강숙(康叔)에게 경계한다.

옛날 은나라의 선철왕(先哲王)이 하늘의 밝은 명과 소민(小民)들을 두려워하여 덕을 떳떳이
간직하고 밝음을 잡아서 성탕으로부터 다 제을에 이르기까지 왕의 덕을 이루고 보상을 공경
하였음으로 어사들이 도움에 공손함을 두어 감히 스스로 한가하고 스스로 안일하지 못하였으
니, 감히 술마심을 숭상한다 하겠는가.(중략) 백성과 마을에 거주하는 자에 이르기까지 감히
술에 빠진 이가 없었으니, 다만 감히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할 겨를이 없었고 오직
왕의 덕을 이루어 드러나게 하며 백관과 제후의 우두머리들이 임금을 공경함을 도왔다.26)

위의 내용도 은나라의 탕 임금으로 부터 여러 명철한 제왕들이 하늘과 백성을 두려워하며 덕으로
임하고 음주를 경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백성들도 감화되었고 높은 관직에 있는 관리들
도 역시 술 마심을 조심하며 왕의 가르침을 덕으로 잘 지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왕(武王)은 아우인
강숙이지만 자신의 가르침을 행해나가지 못할 시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며, ‘봉(封)아 너는
나의 경계를 떳떳이 들어라. 너의 관리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백성들이 술에 빠질 것이다’27)라고
24) 성백효 역주, 위의 책, 155쪽.
25) 고영희, 「시경과 서경을 통해본 음주문화」,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3, 원불교사상연구원, 2015, 270쪽.
26) 성백효 역주, 앞의 책, 158-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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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술에 대한 위정자의 책임이 큰 것이며, 결국 스스로 중정(中正)한
덕(德)으로 음주에 임하여 모범을 보이고 이를 토대로 관리들을 잘 통솔해야한다는 것이 된다.
아울러 개인 수양의 관점에서 음주가 개인의 덕을 평가하는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앞의 『서경』 「주고」의 내용처럼 술은 개인의 수양인 덕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람의 내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술을 먹어보아야 한다
는 생각이 존재해 왔다.28) 『시경(詩經)』 「소아(小雅)」 ‘빈지초정(賓之初筳)’에는 술에 취하기 전
모습에서 술에 취해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할 수 있는 차원까지를 자세히 기술하여 음주에 대한
경계를 보이고 있다. 『명심보감』에서도 ‘술 취한 가운데도 말하지 않는 것은 참다운 군자이다’29),
‘도(度)에 지나친 술을 경계하라’30)라고 하였으며, 또한 무왕이 열가지 도둑을 물어 본 것에 대해
강태공이 그 하나로 ‘술을 탐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31)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적 수양과 관련해서 음주행위가 인간의 덕을 보여주는 중요한 덕목임을 말해준다.

Ⅲ. 강증산 전승에 나타난 술의 역할과 의미
앞 장에서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술에 대해 신과 관련된 면과 인간과 연관된 면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것처럼 강증산 전승에 대해서도 술을 신, 인간과 연관된 면으로 보기로 한다. 이는 상고(上古)
유교 문화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강증산 전승에 나타난 술의 역할과 의미가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일반적이며 강증산은 유불선 음양참위의 정수를 취한 후에 이를 바탕한
위에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여 사상을 펼쳐나갔기 때문이다. 강증산은 많은 종교적 행적을 조선후기
서민문화와 연관된 주막(酒幕)을 중심으로 행하였음을 볼 수 있다.32) 사람들의 이동은 전문적인
숙박과 외식업을 성립시켰다. 이런 면에서 조선시대 주막은 18세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양상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선의 모습으로 정착된 때는 19세기 중엽 이후라고
보아야한다. 이 주막거리가 19세기 중엽 이후 점차 장시의 중심지가 되었고, 개항이후 근대적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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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書經)』, 「주서(周書), 주고(酒誥)」
진성수, 위의 논문, 294-295쪽.
성백효 역주, 『명심보감』, 전통문화연구회, 2008, 25쪽.
성백효 역주, 위의 책, 59쪽.
성백효 역주, 위의 책, 72쪽.
몇 달 동안 객망리 앞 주막에서 천지공사를 행하시니 종도가 많아지니라.(교법 1-17), 상제께서 四월 어느날 정 괴산의
주막에서 상을 받고 계셨는데(행록 4-16), 차경석이 정읍에서 전주로 가던 길에 점심을 먹으려고 용암리 주막에 들렀는
데 이 때 상제께서도 김 자현(金自賢)과 몇 종도를 데리고 이 주막에 들르셨도다.(행록 3-37), 상제께서 기유년 어느
날 원평 시장 김 경집(金京執)의 음식점에 사관을 정하시고 오랫동안 왕래하셨도다.(행록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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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33) 주막에서 기거를 하고 제자들을 만나며 민중들과 함께
주식(酒食)을 함께 나누었기에 주막은 강증산에게 있어 조선의 일반 민중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중요한 장소였다. 이 주막에는 밥과 술이 있었기에 술과 음주문화는 자연스럽게 증산 종교문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먼저 술에 대해 신과 관련된 면을 보기로 한다.

1. 신(神)과 관련된 술

강증산의 종교문화는 강증산이 9년간 보여 주었던 종교적 행적인 「천지공사(1901-1909)」로서
표출되었으며, 이 「천지공사」는 대부분이 제의적(祭儀的) 형태를 갖고 있다. 자신의 종교적 행적에
관련된 신을 강신(降神)해서 의도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데 음식을 준비하고 의례적 행위를 하였고
여기에 술이 중요한 음식으로 사용되어 졌다. 이처럼 강증산은 술과 여타 음식물들을 준비하고
제의적 형태의 「천지공사」라고 명명된 종교적 형태의 의례를 통하여 해원(解冤)과 보은(報恩)을
바탕으로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어나갔다.
천지공사라는 종교적 의례에 신을 대접하고 문제를 풀기위해 소통하는 의미로 술이 사용되어짐을
다음에서 볼 수 있다.

삼계의 대권(大權)을 수시수의로 행하셨느니라. 쏟아지는 큰 비를 걷히게 하시려면 종도들
에 명하여 화로에 불덩이를 두르게도 하시고 술잔을 두르게도 하시며 말씀으로도 하시고34)

공사에 때로는 주육(酒肉)과 단술이 쓰이고 상제께서 여러 종도들과 함께 그것을 잡수시기
도 하셨도다.35)

주술은 인간이 초자연적인 힘을 조작하여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기술로 주문, 주구, 주적행
위로 구성되어 있는데36) 위에서 술이 주술적 요소로 쓰여 지고 있는 것이다. 술은 신과 소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33) 주영하, 「주막의 근대적 지속과 분화: 한국음식점의 근대성에 대한 일고」, 『실천민속학』 11, 실천민속학회, 2008,
15-16쪽.
34) 공사 1-4.
35) 공사 1-6.
3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1996, 8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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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에 소주를 넣어서 우물에 담구었다가 가져오게 하셨도다. 그 수박을 앞에 놓고 가라사
대 내가 이 수박을 먹으면 곧 죽으리라. 죽은 후에는 묶지도 말고 널 속에 그대로 넣어두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도다. 상제께서 약방 대청에 앉아 형렬에게 꿀물 한 그릇을 청하여 마시고
형렬에게 기대어 가는 소리로 태을주를 읽고 누우시니라. 이날 몹시 무더워 형렬과 종도들이
모두 뒤 대밭가에 나가 있었도다. 응종이 상제께서 계신 방이 너무 조용하기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 방을 들여다보니 상제께서 조용히 누워 계시는데 가까이 가서 자기의 뺨을 상제의 용안
에 대어보니 이미 싸늘히 화천(化天)하신지라.

37)

위에서 증산의 화천(化天, 죽음)과 관련해서 술이 주술성을 갖고 있음이 나타난다. 수박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주술적인데, 우물에 담구었던 수박을 먹으면 죽는데 그 수박 속에는 소주라는 술이
들어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논리적 의미로만 풀 수 없는 주술과 상징이 술 속에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적 논리만으로는 풀 수 없는 신적 세계와의 어떤 교감이 있음을 암시한다. 연이어 등장하는
꿀 물 한 그릇과 태을주 등도 술과 함께 주술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다음으로 술이 신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질적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장흥해는 분노에 못 이겨 몽둥이를 들고 와서 상제를 난타하니 상제께서 유혈이 낭자하니
라. (중략) 김 형렬은 흥해의 부친의 행패를 전혀 모르고 상제의 소식을 듣고자 화정리에
왔도다. 그를 흥해의 가족들이 결박하여 서 원규의 집에 끌고 가서 상제가 계신 곳을 대라고
족치는지라. 서 원규 ‧ 김 형렬은 상제께서 가신 곳을 몰라 그 가족들로부터 구타만 당하였도
다. 이로 인하여 상제의 가족은 화를 피하여 태인 굴치로 가고 형렬은 밤중에 피하고 원규는
매일 그들의 행패에 견디다 못 견디어 약국을 폐쇄하고 가족과 함께 익산(益山)으로 피하였도
다. 상제께서는 장 흥해의 변에 제하여 부친의 소실인 천원장씨(川原張氏)에게 「술을 빚으라」
이르시고 「누구든지 술을 먼저 맛보지 말라」고 당부하시니라. 어느날 상제의 부친이 오시자
장씨는 상제께서 하신 말씀을 잊고 웃 술을 먼저 떠서 드리니라. 얼마 후에 상제께서 돌아오셔
서 술에 먼저 손댄 것을 꾸짖으시고 「가족들이 급히 피하여야 화를 면하리라」 말씀하시고
나가셨도다. 흥해 가족들이 달려와 장씨에게 「상제의 모친이냐」고 추궁하자 장씨가 당황하
여 「내가 바로 모친이라」하니 흥해 가족들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강제로 모친을 앞세우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수없이 구타하니(중략) 어느날 종도들이 상제를 뵈옵고 「상제의 권능
으로 어찌 장 효순의 난을 당하였나이까」고 물으니라. 상제께서 「교중(敎中)이나 가중(家中)
37) 행록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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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분쟁이 일어나면 신정(神政)이 문란하여지나니 그것을 그대로 두면 세상에 큰 재앙이
이르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기운을 받아서 재앙을 해소하였노라」고 이르셨도다.38)

위의 이야기는 「장효순의 난」이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전승이다. 이 이야기는 종국적으로는 「교
중(敎中)이나 가중(家中)에 분쟁이 일어나면 신정(神政)이 문란하여지나니 그것을 그대로 두면 세상
에 큰 재앙이 이르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기운을 받아서 재앙을 해소하였노라」는 증산의
말처럼 인간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신계의 신정(神政)까지도 문제가 생기므로
인간의 문제, 신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증산이 공사(公事)를 본 것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문제해결을 하는 중심에 새로이 술을 빚었으며 이 술이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신과 인간의 문제들이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이 술은 신성한 의미를 갖고 주술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풀고 화해를 이루어야할 술에 범인(凡人)이 이를 잊고
손을 대게 되자 큰 화를 겪게 된다. 술은 갈등과 대립을 풀고 신의 세계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요소로 사용되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술이 예언적 의미를 갖고 신과 관련해서 주술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요소로 사용되어 지고 있음을 다음에서 볼 수 있다.

어느 날 상제께서 문 공신(文公信)에게 돈 서른 냥을 지니게 하시고 피노리를 떠나 태인
행단(杏壇) 앞에 이르셨도다. 주막에 들러 술을 찾으시니 주모가 술이 없다고 대답하기에
상제께서 「이런 주막에 어찌 술이 없으리요」라고 하시니 주모가 「물을 붓지 아니한 새 독의
술이 있나이다」고 대답하기에 상제께서 「술은 새 독의 술이 좋으니라. 술에 안주가 있어야
하리니 돼지 한 마리를 잡으라」 분부하시고 글을 써서 주모에게 주어 돼지 막 앞에서 불사르
라고 이르시니 주모가 그대로 행한 바 돼지가 스스로 죽으니라. 또 상제께서 주모에게 「돼지
를 삶아 먼저 맛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죽으리라」 분부하셨도다. 상제께서 삶은 돼지를 그릇
에 담아 뜰 가운데 술을 전주로 걸러서 마루위에 놓게 하시고 글을 써서 주인을 시켜 뜰
한가운데서 불사르게 하신 후에 공신과 주인과 참관한 마을 사람과 행인들과 함께 술과 고기
를 잡수셨도다. 이 때 상제께서 큰 소리로 「무엇을 더 구하느뇨. 글자 한자에 하나씩만 찾아가
면 족하리라」고 외치셨도다.39) 그 이튿날 아침에 공신이 술과 고기 값으로 서른 석 냥을
몽땅 갚은 뒤에 상제께서 공신을 데리시고 행단을 떠나 솔밭 속으로 지나시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이놈이 여기에 있도다」 하시는도다. 공신이 놀라서 옆을 보니 동자석(童子石) 만이
38) 행록 3-1~8.
39) 행록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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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있도다. 그곳에서 원평으로 행하시는 도중에 공신에게 「훗날 보라. 일본 군사가 그곳에
매복하였다가 여러 천명을 상하게 할 곳이니라. 그러나 글자 한자에 하나씩 밖에 죽지 않게
하였으니 저희들이 알면 나를 은인으로 여기련만 누가 능히 알리요」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
도다. 그 후에 일진회원 수 천명이 떼를 지어 그곳을 지나다가 일본 군사가 의병인 줄 알고
총을 쏘니 스물 한명이 죽었도다.40)

위의 이야기는 일본군이 수 천명의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일을 막기 위해 증산이 미리 제의를
행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술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 일본군이 일진회원을 의병으로 오인해서 21명을
죽인 것은 증산이 주막에서 술과 고기를 준비하고 글을 써서 소지(燒紙)한 후 「무엇을 더 구하느뇨.
글자 한자에 하나씩만 찾아가면 족하리라」고 말한 제의적 행위에 기인한다. 증산이 주모에게 「돼지
를 삶아 먼저 맛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죽으리라」 고 한 것은 위의 「장효순의 난」이야기에서 천원장
씨(川原張氏)에게 「술을 빚으라」하고 「누구든지 술을 먼저 맛보지 말라」고 당부한 것과 상통한다.
「장효순의 난」에서는 술이, 위의 태인 행단의 주막에서의 이야기는 술과 함께 삶은 돼지가 신성한
의미를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음이다. 「장효순의 난」이야기에서는 신성한 역할을
할 술을 인간이 마심으로 인해 큰 화를 당하는 화소가 등장하는 것이 다르다. 위에서 인명을 구하는
데 주막의 주모(酒母)는 술을 파는 주인으로서 제의에 소지를 하고 제물을 준비하는 매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간 세상의 인륜을 바로 잡기위해 증산이 신을 움직여 공사를 보는데 술이 신을 대접하
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상제께서 이곳에서 형렬을 만나 그를 데리시고 한산(韓山) 객주 집에 좌정하시고 원일을
부르셨도다. 상제께서 원일에게 「술을 가져오라. 내가 오늘 벽력을 쓰리라」 하시니 그는
말씀에 좇아 술을 올렸더니 상제께서 잔을 받으시고 한참 동안 계시다가 술을 드시니 여태까
지 맑았던 날씨가 갑자기 음풍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며 벽력이 크게 일어나니 집에 돌아
가지 못하고 태인에 유숙하는 사람이 많았도다. 상제께서 이 일에 대하여 형렬과 원일에게
설명하시기를 「내가 이제 아침에 객망리 주막 앞을 지날 때에 한 소부가 길가의 풀에 내린
이슬을 떨며 지나가기에 그 연유를 물으니 그 소부가 친정의 부음을 듣고 가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그 뒤를 한 노구가 지팡이를 짚고 가며 소부의 자취를 묻는도다. 내가 그 연유를
따져 물었더니 그 노구가 앞에 간 소부는 나의 며느리이나 가운이 불행하여 어제 밤에 자식을
40) 행록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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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었는데 며느리가 장사를 치루기 전에 오늘 새벽에 도망갔나이다. 며느리는 저희끼리 좋아
서 정한 작배이니다고 대답하더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들에게 「대저 부모가 정하여
준 배필은 인연이오. 저희끼리 작배한 것은 천연이라. 천연을 무시하여 인도를 패하려 하니
어찌 천노를 받지 아니하랴. 그러므로 오늘 내가 벽력으로써 응징하였노라」고 하셨도다.
그 며느리는 벽력에 죽었노라고 전하는 도다.41)

위에서 증산이 인륜사를 바로 잡기위해 벽력을 쓰는데 술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 지팡이를 짚은
노구(老軀)는 며느리의 시어머니이며, 소부(少婦)가 친정의 부음을 듣고 가는 것은 노구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가운(家運)이 불행하여 어제 밤에 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가 장사를 치루기 전에
오늘 새벽에 도망을 간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서로 좋아 짝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남편의 장사(葬事)
도 치루지 않고 친정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라고 나타난다. 이에 증산은 술을 써서 「대저 부모가
정하여 준 배필은 인연이오. 저희끼리 작배한 것은 천연이라. 천연을 무시하여 인도를 패하려 하니
어찌 천노를 받지 아니하랴」고 하며 공사를 본 것이다. 또 술이 제의에 쓰여 현실에 일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함을 다음에서 볼 수 있다.

무신년 七월에 이르러 상제께서 원일을 이끄시고 부안 변산 우금암(遇金岩) 아래에 있는
개암사(開岩寺)에 가시니라. 그때 상제께서 원일에게 삶은 쇠머리 한 개와 술 한 병과 청수
한 그릇을 방안에 차리고 쇠머리를 청수 앞에 진설하게 하신 후에 원일을 그 앞에 꿇어앉히고
성냥 세 개비를 그 청수에 넣으시니라. 이때 갑자기 풍우가 크게 일어나고 홍수가 창일하는도
다. 상제께서 원일에게 「이제 청수 한 동이에 성냥 한 갑을 넣으면 천지가 수국(水國)이
될지니라. 개벽이란 이렇게 쉬우니 그리 알지어다. 만일 이것을 때가 이르기 전에 쓰면 재해만
끼칠 뿐이니 그렇게 믿고 기다려라.」고 일러주시고 진설케 하신 것을 모두 거두니 곧 풍우가
그쳤도다.42)

원일은 증산을 따르던 신원일을 말한다. 그는 증산에게 신통력으로 당시 세상이 무도(無道)하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이 뜻은 증산과 같았으나 증산은 세상에 큰 피해를 주지
않기위해 인간 생명을 중시하는 인존(人尊)주의에 맞춰 때에 맞추어 개벽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달랐
다. 이에 증산은 신원일에게 제의를 통해 개벽의 일 단면을 현실 세계에 보여주었다. 이 제의에
41) 행록 3-36.
42) 공사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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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술은 쇠머리, 청수, 성냥개비 등과 함께 신을 작용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아울러 의료적 의미로 술이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강증산 전승에서 술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물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병의 치료에 있어 신이한 신적 능력이 작용해서 가능한 것이다.

차 경석의 소실이 바늘에 손가락이 찔린 것이 팔까지 쑤시다가 마침내 반신불수가 된
것을 상 제께서 육십 간지를 써서 주시고 그녀의 상한 손가락으로 한 자씩 힘 있게 짚어
내려가며 읽게 하고 다시 술잔을 들고 거닐게 하시니라. 이로부터 혈기가 유통하여 곧 완쾌하
였도다.43)

위에서 반신불수가 된 병자의 병을 치료하는데, 증산이 행한 일은 병자에게 갑자부터 계해까지의
육십 간지를 써서 주고 상한 손가락으로 힘을 주어 짚으며 읽게 한 것과 함께 술을 담은 술잔을
들고 걷게 한 것이다.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이 일로 팔이 아프다가 결국 반신을 못 쓰게 되었음으로
차경석의 소실을 글을 써서 바늘에 찔렸던 손가락 힘을 주어 짚게 하고 반신불수가 된 것은 술잔을
써서 걸어 다니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육십 간지의 글 내용이 병을 고치게 하고 술잔의
술이 치료의 의미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술은 주술성을 갖고 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증산 전승에는 병을 치료하고 완치된 것에 대한 화해를 위해 술이 사용되어
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용두치에 교자를 타고 다니는 김 모란 앉은뱅이가 살고 있었도다. 그가 하루 상제를 찾아
뵈옵고 편히 걸어다니게 하여주시기를 애원하니라. 상제께서 그를 앞에 앉히고 담뱃대에
따라 일어서라고 이르고 그가 담뱃대가 높아짐에 따라 점점 높이 일어서려고 애를 쓰게 하시
고 형렬에게 ｢예고신 예팽신 석란신 동서남북 중앙신장 조화조화 운오명령훔(曳鼓神曳彭神
石蘭神東西南北中央神將造化造化云吾命令吽｣을 읽게 하시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다시 그를
뜰에 세우고 걷게 하시며 광찬으로 하여금 그의 종아리를 쳐서 빨리 걷게 하시니라. 그는
교자를 버리고 걸어서 돌아갔도다. 그 후에 그는 걷게 된 인사로 상제께 삼십 냥을 공양하니
상제께서 그것으로 행인들에게 주식을 베풀어주고 그 사람은 행인들 앞에서 상제께서 다리를
펴주셨다고 고마운 인사를 하니라.44)
43) 제생 27.
44) 제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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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의 치료는 과학적인 면만으로 볼 수 없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신계와의 교감 하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위에서 병자가 앉은뱅이 였던 병이 나은 후에 그 사례로 삼십 냥의
돈을 증산에게 주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증산이 술과 먹을 것을 준비해 일반 행인들에게 먹게
해준 것은 병자의 병이 나은 것이 주술성을 갖고 신적(神的)인 신이한 요소가 작용하여 낫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병을 낫게 해준 신을 대접하고 또한 사람들과 화합의 의미로 쾌유를 함께 하고자한
것임을 볼 수 있다. 이는 치료과정에서 주문(呪文)을 읽은 것에서 알 수 있다.

2. 인간과 관련된 술

이 장에서는 술에 대해 인간과 관련된 면을 보기로 한다. 강증산 전승에는 술이 신을 대접하기
위한 요소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을 대접하기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짐을 볼 수 있다. 먼저 음주에
대해 인간이 지켜야 될 주도(酒道)와 예의를 밝히고 있다.

정해(丁亥)년 어느 날 외가에 행하셨도다. 어떤 술 주정꾼이 까닭없이 상제께 욕설을 퍼붓
도다. 그러나 상제께서 아무 대항도 하지 아니하시니 난데없이 큰 돌 절구통이 떠 와서 그의
머리 위를 덮어씌우니 그는 절구통 속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니 상제께서 몸을 돌리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도다.45)

위에서 어디에선가 절구통이 날아와 노상(路上)에서 술 주정을 하는 사람의 머리를 덮어 씌웠다는
것은 음주를 하고 주정을 했기 때문이다. 술을 마시고 사람이 지녀야 될 도의적 부분에 대한 경계가
실려 있다할 수 있다. 절구통이 날아왔다고 하는데 이는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타인에 대해 가져야 될 덕성이 아님을 크게 경계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음주 문화에
있어 개인 예절을 보면 증산을 따르던 종도와 관련된 가르침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공우가 항상 술을 과음하여 주정이 심하거늘 하루는 상제께서 공우를 불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술을 비교하리라.」하시고 상제께서 술을 많이 권하시다가 갑자기 「너는 한 잔 술밖에
못된다」하시니 그 뒤로는 공우가 한 잔만 마셔도 바로 취하여 더 마시지 못하였도다.46)

45) 행록 1-18.
46) 행록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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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야기는 증산을 따르던 종도(從徒) 가운데 박공우라는 이가 술을 마시고 주정이 심하여
증산이 그를 훈계한 것이다. 이후 박공우가 한 잔 술밖에 못 마시게 되었다는 것은 신이한 요소를
담고 있는 전승이다. 여러 잔의 술을 마실 수는 있으나 그것이 개인의 도에 지나쳐 타인에게 주정을
부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기에 앞의 돌 절구통을 머리에 쓴 술주정꾼 이야기처럼 증산의 단호한
제재(制裁)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주문화에 있어 개인이 지녀야 될 덕성의 면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정태문이 토질로 신고하여 고쳐주시기를 청하니 상제께서 허락만 하시고 고쳐주시지 아니
하시더니 어느날 태문에게 ｢네가 병을 고치려하느뇨｣ 물으시기에 태문이 소원임을 아뢰니
상제께서 ｢내가 이틀 후에 정읍으로 가리니 이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고 글을 써 주시면서
｢이 글을 네 침실의 베개 위에 두고 자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방문을 열라. 그러면
개가 방문을 향하여 두 앞발을 모으고 혈담을 토하리라. 곧 네 병을 개에게 옮겼느니라｣
이르셨도다. 태문은 이르신대로 결과가 나타난 것에 새삼 경탄하니라. 태문이 상제를 술집에
모시고 술을 올리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술을 마시고 술값을 바로 갚지 않으면 먹지
아니함만 못하리라.｣ 태문이 ｢내일 틀림없이 갚으려 하나이다｣고 여쭈니라. 술값은 일곱냥이
었도다. 이튿날 상제께서 정읍으로 떠나신 뒤에 태문이 술값을 천천히 치르려고 생각하더니
별안간 복통을 일으키는지라. 그제서야 마음을 돌리고 꼭 갚으리라 결심하니라. 복통도 가라
앉아 술값을 바로 갚았도다.47)

위의 이야기는 증산이 정태문이라는 사람의 병을 고쳐 주어 감사의 표현으로 술집에서 증산에게
술을 외상으로 대접했으나 이후 술값을 속히 갚지 않자 정태문이 복통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외상
술값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개인이 지녀야 될 상(商) 도의에 대한 면을 생각하게 해준다. 정태문이
대접한 술은 증산이 그의 소원이었던 토질을 고쳐주어 감사의 사례로 응대한 것이었다. 증산은
술대접엔 응했으나 그것이 외상 술이었음을 알고 그에게 가르침을 주었으나 그에 대해 정태문이
말과 다르게 행동하자 복통이 일어났다는 것은 음주문화에 있어 도의적 부분이 있어야됨을 시사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증산이 부친을 찾아 올 손님들을 미리 알고 손님을 위해 술과 안주를 미리
준비했다는 이야기48)가 전해진다. 집을 찾아 온 손님에 대해 주안상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적인
47) 제생 24.
48) 류서구(柳瑞九)는 상제의 부친과 친분이 있는 분으로서 상제의 예지(豫知)에 크게 놀라 상제를 경송하게 되었도다.
상제께서 그의 내왕을 언제나 미리 아시고 주효를 준비한 사실을 부친이 서구에게 알렸으되 그가 믿지 않았도다.
임인년 정월 七일에 상제께서 그가 다시 오는 것을 마당에서 맞으면서 「세전에 공사가 있어 오신 것을 대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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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이나 위의 자신의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한 외상 술값이야기는 개인이 가져서는 안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의 전승은 강증산 전승에서 인간을 대접하는 의미로 술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한 공숙(韓公淑)이 어느 날 상제를 배알하려 온지라. 상제께서 그와 술을 나누시다가 「일을
많이 하였도다」고 말씀을 건너시면서 친히 술을 따르셨도다. 그는 황송하여 자리를 고쳐
앉으면서 「제가 무슨 일을 하였다고 하시나이까. 하여 드린 바가 없아옵니다」고 여쭈면서
받은 잔을 마셨도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그는 갑자기 「생각이 난 듯이 지난 밤 꿈을
꾸었나이다」고 여쭈는지라. 그 말을 상제께서 받으시고 「일을 많이 하였다는 것이 바로 그것
을 뜻하노라」고 가르치시니라. 시좌하고 있던 종도들이 모두 공숙의 꿈을 궁금하게 여기는지
라. 공숙이 「상제께서 저의 집에 오셔서 천하 호구(戶口)를 성책(成冊)하여 오라 명하시기에
오방신장을 불러서 성책하여 상제께 올렸나이다」고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도다.49)

위의 이야기에서 증산은 한공숙에게 일을 많이 하였다하고 대접의 의미에서 술을 따라 주고
있다. 인간을 대접하는 의미로 술이 사용된 것이다. 여기에서 술이 일상의 대접이 아닌 면을 갖고
있지만 종도와 함께 술을 마시고 증산의 종교적 의미가 들어 있는 일에 대해 술로 치하할 수 있는
면을 엿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의 이야기를 보면 한공숙이 한 일은 의식의 세계 속에서 인간사회에서
한 일은 아니었다. 꿈 이야기로 그가 한 것은 꿈을 꾸어 증산을 만나 증산이 부탁한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술을 마신 후 그는 꿈을 떠올리게 되고 그가 한 일이 신적 차원의 일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증산 종교문화에서 술은 사람을 대접하는 음식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하루는 상제께서 공우에게 「태인 살포정 뒤에 호승예불(胡僧禮佛)을 써 주리니 역군(役
軍)을 먹일만한 술을 많이 빚어 넣으라」 이르시니라. 공우가 이르신 대로 하니라. 그 후에
상제께서 「장사를 지내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종도들과 함께 술을 잡수시고 글을 써서 불사르
셨도다. 상제께서 「지금은 천지에 수기(水氣)가 돌지 아니하여 묘를 써도 발음이 되지 않으리
라. 이후에 수기가 돌 때에 땅기운이 발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50)
못하여 부친에 대한 예가 안 되었나이다」고 말씀하시고 아우 영학으로 하여금 책력의 틈에 끼어 둔 종이쪽지를 가져오
게 하여 펼쳐 보이시니 「인일에 인간방에서 사람이 오는데 마당에서 만나게 되니 그는 꼭 류 서구였도다(寅日人來寅艮方
逢場必是柳瑞九)」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도다. 이에 류 서구는 놀라 그후 상제를 경송하게 된 것이니라.(권지 1-1)
49) 행록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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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야기는 박공우라는 제자에게 풍수적 관점에서 전북 태인 살포정에 있는 호승예불혈(胡僧
禮佛穴)이라는 지혈(地穴)을 써 주고 술을 많이 빚게 한 것이다. 역군(役軍)은 역부(役夫)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을 대접하기 위해 많은 술을 빚은 것이다. 위 이야기의 뒷 부분에는
술을 빚고 시간이 지나 증산이 이 술을 마시며 소지하는 제의적 요소가 담긴 공사를 행했다는
화소가 첨부되어 있다. 이 공사 이야기는 미래와 관련된 예언적 말로 앞으로 세상에 수기(水氣)가
돌 때 호승예불혈(胡僧禮佛穴)의 기운이 발음(發蔭)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술은 미래의 역부(役夫)
들을 대접하는 의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을 엿볼 수 있다. 앞에서 증산의 천지공사라는 종교문화에
서 신들을 대접하는 차원에서 술이 사용되어진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도 술은 중요한 음식물로서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요컨대 20세기 초 한국에서 자생한 강증산 종교문화에서 술은 신을 대접하는 중요한 음식물로서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종교문화에서 술이 제의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음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인간에 대해서도 술은 개인이 지켜야만 될 도덕적 의미가
강조되며 종교성을 갖고 일상과 같이 하고 있다. 이상 2장과 3장에서 살펴 본 유교 및 강증산 전승
관련 내용을 비교해서 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술이 신과 관련된 면 비교

신(神)과 관련된 면
유교

관련 내용

증산교

『서경』 「주고」

제의

관련 내용
인명 구원
풍우를 일으킴
화천(化天, 증산의 죽음)

제의

분쟁 해소
주술

(장효순의 난)
신과의 소통
(인명구원,벽력을 씀)

의료

50) 공사 3-20.
51) 이는 본문의 민간 신앙적 요소인 귀밝이 주(酒)와 연관된다.

반신불수자 치료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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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술이 인간과 관련된 면

인간과 관련된 면
유교

관련 내용

증산교

관련 내용

中正의 德
孝道

음주 예의

『서경』 「주고」
『시경(詩經)』「소아(小雅)」

술주정꾼의 징벌
음주 예의
박공우의 주정

‘빈지초정(賓之初筳)’
『명심보감』

한공숙 대접
개인 대접
역군(役軍) 대접

Ⅳ. 결어
술은 예로부터 신성한 의미로 사용되어졌다. 술을 뜻하는 주(酒)자는 일반적으로 술을 올려 드리
는 제사를 의미하며, 종교문화와의 관계는 긴밀하다. 세계 수 많은 민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음식
문화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왔고 그 가운데 술 문화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동아시아 종교문화에서 신과 관련해서 술을 보면 무엇보다도 그것은 제의(祭儀)와 연관된 면으로
나타난다. 제례에서 술이 사용되는 이유는 술의 신비한 속성에 기인한다. 인간들에게 술에 대해서
크게 경계하기위해서 쓰여진 「주고」의 글에서 술은 하늘의 명으로 큰 제사에 사용하고자 만들어졌
음을 알 수 있다.
인간과 관련해서 음주를 보면 인간과 관련해서 술은 개인수양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술은 구성원간의 화합을 이루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개인수양을 전제로 하는 술의 의미와 역할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개인수양과 관련해서 보면 정치 지도자의 술에 대한 경계가 중요하게 대두된
다. 술에 대한 위정자의 책임이 큰 것이며, 결국 스스로 중정(中正)한 덕(德)으로 음주에 임하여
모범을 보이고 이를 토대로 관리들을 잘 통솔해야한다는 것이 된다. 아울러 개인 수양의 관점에서
음주가 개인의 덕을 평가하는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강증산의 종교문화는 증산이 9년간 보여 주었던 종교적 행적인 「천지공사(1901-1909)」로서 표출
되었으며, 이 「천지공사」는 대부분이 제의적(祭儀的) 형태를 갖고 있다. 자신의 종교적 행적에 관련

112
된 신을 강신(降神)해서 의도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데 음식을 준비하고 의례적 행위를 하였는데
신을 대접하고 문제를 풀기위해 소통하는 의미로 술이 사용되어졌다. 증산의 천지공사라는 종교문
화에서 신들을 대접하는 차원에서 술이 사용되어진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도 술은 중요한 음식물로
서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세기 초 한국에서 자생한 강증산 종교문화에서 술은 신을 대접하는 중요한 음식물로서 자리하
고 있는데 이는 기존 종교문화에서 술이 제의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음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아울러 인간에 대해서도 음주는 개인이 지켜야만 될 도덕적 의미가 강조되며 일상적 생활과 같이
하며 종교성을 갖고 인간생활에 가까이 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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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음식문화사에서 해장국의 등장 시점은 언제일까. 일반적으로 해장국은 속풀이용 국밥으로
인식하고 있고, 국어사전에서도 해장국은 해정탕(解酲湯)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해정은 “술로 생겨
난 병, 숙취”라고 풀이하고 있다. 과연 해정이 해장으로 바뀐 것일까?
성인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장국의 어원과 유래 조차 정리된게 없다. 언제부터 왜 해장국이
출현하게 되었는지 논의 조차 없이 술마시고 난 다음날 아침에 속풀이용 국밥을 먹는게 관행으로
굳어졌다. 속풀이 해장국은 술마신 사람이 이튿날 아침까지 술이 깨지 않았거나 뱃속이 쓰려서
숙취(宿醉)용으로 먹는 국밥을 말한다. 과연 그럴까? 해장국은 단지 국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왜 해장국이 속풀이국밥으로 정착하게 된 것일까.
이 글에서는 해장국의 개념을 논하고. 왜 해장국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전주콩나물국밥을 사례
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주콩나물국밥은 해장국의 대명사격이다. 전주에 콩나물국밥집이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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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타 지역에서도 전주콩나물국밥은 해장국으로 통한다. 전주콩나물국밥의 발생 배경과 변화 과정
을 통해서 해장국의 본질을 규명하고, 왜 해장국이 숙취용(숙풀이)해장국을 정착하게 되었는지
콩나물국밥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해장국의 발생 배경
1. 주막과 장시의 발달

주막의 역사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주막은 고려시대에 화폐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설치하였다. 이규보의 시문에 주막 비슷한 店幕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막의
개설이 본격화된 것은 조선 후기이다. 조선 전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전국 모든 행정
구역에 역원의 설치, 운영을 보여주는 역원조가 편재되어 있다. 驛院은 고려시대 역참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었다. 통신과 수송과 교통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였던 곳이 역참과 역원이었
다. 역원은 중앙의 관리가 공무차 지방에 내려가서 머무는 숙소이지만1), 상인과 과객들도 사용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는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전개되면서 중앙의 관리가 지방에 파견되기도 하고,
공무수행을 위하여 지방에 행차할 때에 숙식의 해결이 필요하였으며, 지방의 유생과 선비가 과거시
험을 보러 한양에 가거나 지방관리가 중앙관서에 올라갈 때에도 숙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역원이었다. 역원은 군현 단위로 지방 교통의 요충지에 조성되었으며, 지방관리들이 운영하였던
관용여관이라 할 수 있는데, 장시 발달과 함께 도처에 주막이 발달하면서 역원이 퇴조하고 주막이
본격적으로 역원의 역할까지 맡았다고 보아야 한다. 주막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여관이라 할 수
있는데, 주로 보부상들과 과객들이 이용하였다2).
조선 전기 역원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주막은 여행객들에게 술, 물, 꼴, 땔나무를 공급할 정도였고,
음식은 여행객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정도로 영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주막의 명칭이 숫막에

1)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부 역원조에 전주부 동쪽 10리에 安德院이 있었고, 부의 서쪽 11리에 楸川院이 있었으며,
부의 서쪽 16리에 炭峴院이 있었고, 부의 남쪽 8리에 南福院 등이 있었다. 아중리 안덕원에는 모텔타운(motel town)이
형성되어 院의 역사와 변화상을 찾아볼 수 있다. 전주에서 안덕원 모텔타운 외에 중화산동에 모텔타운이 형성되었는
데, 중화산동의 모텔타운은 화산넘어(선넘어:화산서원 넘어:화산서원 뒤 고개넘어)에 위치하였던 주막거리가 모텔타
운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모텔(motel)은 서양에서 모터사이클을 즐기는 사람들이 숙박하는 곳인데, 우리나라에서
본래 기능에서 변질되기 했지만, 여행객들이 숙박하는 곳이란 점에서 모텔타운이 院의 전통을 잇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모텔보다는 호텔(hotel)이 더 품격있는 숙박시설이다.
2) 송화섭, 「전주남문밖 장시음식이 전주음식문화에 미친 영향」, 『전주음식의 문화적 토대』, 전주역사박물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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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전쟁의 상처가 가라앉고 대동법의
제정으로 중계무역이 발달하고, 농업에서 발생한 잉여 등이 상업을 자극하면서 물자수송이 활발해
지면서 주막이 활성화되었다. 점차 주막은 여행객들에게 술, 음식과 숙박을 제공하였으며 전국
각 교통의 요충지에 주막이 번창하면서 주막거리가 조성되었다3). 주막의 활성화는 장시의 발달과
병행되었을 것이지만, 김홍도의 주막풍속화를 보면 영세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득신(1754~1822)의 주막거리 풍속화는 조선 후기에 주막이 제법 규모를 갖춘 모습으로 묘사되
므로서 주막에 따라서 시설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막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역원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역원의 기능 쇠퇴는 상대적으로 주막의
발달을 가져왔다4). 조선 후기 5일장의 시행으로 주막은 보부상과 장돌뱅이의 안식처가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암행어사가 지방에 임무 수행을 하려고 가던 도중에 주막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곳도 주막이었을 정도이니 얼마나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막은 공무로 여행하는 관리와
상인,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서 길떠난 유생들이 대부분 이용하였다.
조선 후기의 주막은 상업과 유통경제의 발달로 보부상들이 주로 이용하였으며, 보부상들이 거점
으로 활약하는 장시에는 주막들이 들어섰다. 5일장의 발달로 장돌뱅이들이 증가하면서 장시의 주막
은 성업하였고, 자연스럽게 주막은 보부상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단골이 되었다. 교통의 요충지와
옛길따라 고개마루를 넘기전 마을이나 고개를 넘어간 마을에 주막이 조성되었다. 19세기 후반에는
촌락 10~20리 사이에 한 개 이상의 주막이 있었고, 장이 열리거나 역이 있는 곳, 마을 어귀, 큰
고개 밑, 나루터, 광산촌에 주막이 생겨났다5).
김홍도의 풍속화 ‘주막’ 그림에서 18세기 주막의 풍정을
읽어볼 수 있다.
〈그림1〉주막그림에는 초가지붕의 주막에 주모와 아이,
보상과 부상이 1명씩 4명이 등장한다. 보상(褓商)은 보타리
를 깔고 앉아서 국밥을 퍼 먹는 모습이며, 그 옆에 앉은 부상
(負商)은 국밥을 먹고 난뒤에 입에 연죽을 물고 국밥값을 돈
주머니에서 꺼내려는 모습이다. 주모의 좌측에는 그릇이 포
개어 엎어놓은 것을 보면, 주막은 국밥을 파는 집임을 알
수 있다. 보상의 국밥상에는 2개의 작은 그릇이 보이는데,
작은 간장종지와 섞박지를 담은 작은 보시기로 보인다. 주모
3) 강명관, 『조선풍속사』, 푸른역사, 2010, 365쪽
4) 한식재단,「주막」『화폭에 담긴 한식』, 2015, 110쪽
5) 한식재단, 앞의 책, 110쪽

그림1. 김홍도의 주막 풍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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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앞에는 함지박에 밥이 담겨있고, 그 옆의 항아리에 국자를 넣고서 오른손에 든 밥그릇에 국물을
담아서 국밥을 만드는 모습이다. 항아리 옆에는 술병이 보여 국밥과 술을 함께 파는 주막을 사실적으
로 묘사하고 있다. 조선 후기 상품유통과 상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시장에서 활동하는 보부상들이
늘어나고, 주막집을 중심으로 보부상들의 문화가 발달하였는데, 대포잔 돌리기가 그 한 사례이다.
대포잔(大匏盞) 돌리기는 보부상 집단에서 나왔다. 보부상들은 조직과 결속을 강조하는 모임에서
대포잔을 돌리며 서로의 동료애와 동류의식을 강화하는 음주문화를 즐겼다6).

2. 보부상 활동과 주막의 분화

1) 보부상의 활동
조선 후기 5일장의 발달과 함께 보부상들의 장시활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보부상들은 장시를
이동하면서 행상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막은 보부상들에게 필수적인 보금자리 기능을 하였다.
장시의 발달은 교통의 요충지-고갯길, 포구, 나루터 등-곳곳에 주막이 들어서는 동기유발을 제공하
였다. 장돌뱅이가 말해주듯이, 보부상들은 장시를 전전하는 봇짐과 등짐 행상의 전문가들이었다.
보부상들은 상거래와 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고, 보부상들은 주막에서
회합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보부상들이 주막을
주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단순히 음식과 숙박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부상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적 기능을 하였다.
주막은 보부상들의 주 생활근거지가 되면서 화폐와 물류 유통의 다양한 문화적 현상들이 나타났
다. 주막은 객주, 여각이라는 상업적인 유통업과 그 체계의 기반이 되었다. 주막은 단순히 장삿꾼들
의 숙식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경제와 지역문화를 견인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일반인들에게 장시에서 점포 개설이 가능해지고, 유통과 상거래의 방식에 변화가
생기면서 보부상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고, 주막도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1911년 이후에 주막이
근대적 법률에 적용되면서 각종 영업활동에 규제를 받았고, 주막이 분화하면서 무료숙박 기능은
사라지고 국밥집, 대포집으로 분화되었다7).
전주의 대중음식은 주막거리에서 발달하였다. 주막거리는 전주천 서천교와 완산교 사이에 형성
되었다. 완산동 원각사 골목에 오씨집으로 알려진 콩나물국밥집이 있었고, 서천교 건너기전 완산교
머리에 ‘도래파집’과 ‘김제파집’이 있었는데 해장국밥을 팔았다고 한다8). 도래파집과 김제파집은
6) 이창식, 『한국의 보부상』, 밀알, 2001,161쪽
7) 주영하,『음식인문학』, 휴머니스트, 2011, 214쪽
8) 송영상,「해장국집」『전주천변』,전주문화원, 1995,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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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을 파는 집이었으나, 손님이 자기 집에서 밥을 조금 가지고 오면 그 밥에다가 말아먹은 국물을
팔기도 하였다9). 전주 남문밖의 장시는 시전과 장시로 나누어져 있었다. 시전은 물건을 파는 점포가
조성된 곳이며, 장시는 난전과 같은 곳이었는데, 전주에서는 천변에 가설시장이 운영되었다. 전주교
에서 매곡교에 이르는 구간에 판자촌 장시가 형성되었었다. 1950년대 전주상가지도에도 전주하천
점포관리소가 운영되고 있었고, 지금도 천변도로 따라 판자촌 장시가 현대화되어 있다. 주막이
분화되면서 국밥집과 선술집 등이 판자촌에서 영업을 하였다.

2) 주막의 분화
(1) 국밥집
주막은 숙박과 음식의 판매가 핵심이었다. 그리고 주막의 음식은 국밥과 술이 주종이었다. 주막
(酒幕)은 장시음식을 생성시킨 원동력이었다. 주막은 손님에게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음식값으로
숙박비를 대신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10). 주막집의 전통과 관행은 일제 강점기에 해체되기 시작하였
다. 주막의 해체는 음식업, 숙박업, 주점업으로 업종 분화가 이뤄지면서 진행되었다. 주막의 분화는
장시에 음식점이 들어서는 계기를 가져왔는데, 전주 남문밖 장시에서는 전주교에서 매곡교 사이
천변에 판자촌이 형성되었고, 판자촌 거리에서 콩나물국밥, 콩나물비빔밥, 칼국수, 팥죽 등을 만들
어 팔기 시작하였다. 장시음식은 市廛의 상거래 품목이 아니기에 처음에는 점포를 확보할 수 없었
다. 전주천변 판자촌거리에서 국밥, 국수, 비빔밥, 팥죽 등은 팔던 난전(亂廛)음식으로 태동하였다.
난전은 노점상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전주천변의 판자촌 거리에서 다양한 장시음식을 만들어
팔았다11).
장시음식에서 국밥이 대명사가 된 것은 주막거리 음식의 전통이다. 국밥은 장시음식으로 만들기
쉽고 차리기 쉽고 먹기 쉬운 음식으로 장식음식으로는 제격이었다. 그래서 장국밥, 장터국밥이라는
별칭이 붙게된 것이다. 전주의 콩나물국밥 뿐만아니라 경상도 지방의 돼지국밥, 순대국밥, 경기도
충청도의 소머리국밥, 내장국밥, 선지국밥 등도 모두 장시음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장시의
국밥은 정식이 아닌 간식이었다. 한국인들에게 정식은 한식상을 차려서 먹는 관행이었으나, 장터에
갔때우는 정식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장시에서도 국밥은 상품유통의 대상이 아니기에 처음에는 노천음식으로 판매되다가 점차 상설점
포를 갖게 되었다. 전주 남문 밖 시장의 국밥집이야기를 들어보면, 1960년대말 70년대초에 비로소
국밥집들이 점포로 들어선 것이지 그 이전에는 국밥집 점포가 없었다고 한다. 1960년대에 주막집이
9) 장명수, 「번지없는 주막」 『일제 식민시대 구술실록』 제1권, 전주문화재단, 2007, 455쪽.
10) 무라야마 지준, 『조선의 장시 연구』, 최순애. 요시무라미카 옮김, 민속원, 2014, 50~51쪽.
11) 유민수(65세, 전주 완산구 감영로 죽림집 운영) 조사일시:2016.6.29. 송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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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되면서 업종분화로 전주천변 판자촌 거리에서 국밥을 팔기 시작하였던 것인데, 1970년대 이후
에 장시 내에 국밥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장시의 국밥은 주막의 국밥이 그 전통의 맥을 이어
왔다고 보아야 한다.
전주 풍남문 밖 장시음식이 풍남문 안 전주부성 내 대중음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61년 시장법의
개정 이후로 보인다. 민간인들의 장시 점포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장시음식의 상업화가 본격화되었
다12). 장시의 민영화는 민간인들이 장시와 부성 내에 대중음식점을 열게 되었고, 남문밖장의 백반,
콩나물국밥, 비빔밥, 국수, 칼국수, 팥죽 등 장시음식이 전주부성 내에서 대중음식으로 외식의 대상
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전주에서 음식점은 주로 일본인 취향의 한정식, 일식 음식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주류였지만, 해방이후 6.25동란을 거치면서 가장 서민적인 순대국밥, 콩나물국밥, 칼국수,
국수, 팥죽집 등이 외식의 대중음식점으로 전면 등장한 것이다. 장시음식의 특징은 속전속결, 박리
다매, 다량생산의 특성을 갖고 있다. 장터는 속성상 생산과 소비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곳이어야
하는 곳이기에 국밥, 비빔밥, 국수, 칼국수 등이 적합하다. 남문밖장터에서 콩나물국밥과 순대국밥
집이 성업하면서 동시에 부성내에서도 콩나물국밥집이 성업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13).

(2) 대포집
주막의 고유 기능가운데 하나가 술 판매다. 주막이 분화하면서 술 판매 전문점이 ‘대포집’을 출현시
켰다. 대포집은 왕대포집, 선술집이라고 불려졌다. 대포집은 막걸리를 대포잔에 파는 서민적인 술집
이었다. 대포집은 주막이 분화하면서 술만 파는 술판매 전문점으로 업종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대포
집은 밥집이 아닌 술집으로 업종이 분명하다. 대포집에서는 국밥을 팔지 않는 대신 술 안주를 만들어
팔았다. 대포집에서는 막걸리와 국물을 내놓지만 국밥을 팔지는 않았다. 오늘날 전주의 막걸리집들
의 전신은 대포집이다. 18세기 전주에서 술보다 안주가 더 좋았다는 사실이 역사기록에 등장한다.
全州四不如에서 “酒不如肴”는 전주가 예부터 술안주가 좋은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전주막걸
리집은 안주가 푸짐하기로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다. 조선시대 주막에서 팔던 술이 청주인지 막걸
리인지 모를 일이나, 대포잔이라면 큰 사발을 의미하는 것이니, 막걸리였을 가능성이 높다.
대포집은 술마시는 관행에서 보부상문화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시대 주막을 중심으로 보부상들의
음주문화가 전승되었는데, 대포잔 돌리기가 그 한 사례이다. 대포잔(大匏盞) 돌리기는 보부상 집단
적 관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보부상들은 조직과 결속을 강조하는 모임에서 대포잔을 돌리며 서로의
동료애와 동류의식을 강화하는 음주문화를 즐겼다14). 일제강점기 주막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12) 구혜경, 「1950년대 이후 전주 시장의 변화양상」 『전주의 시장과 경제』, 전주역사박물관, 2013, 67쪽.
13) 송화섭, 앞의 글, 참조.
14) 이창식, 『한국의 보부상』, 밀알, 2001,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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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술집과 닮은 대포집들이 술집 전문점으로 등장한 것이다. 선술집은 말 그대로 술을 서서 마시는
술집을 말한다. 혜원 신윤복의 풍속화에도 선술집같은 그림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중적인 선술집은 일본의 立ち飮み屋(たちのみや)과 닮은꼴이다. 일제강점기에 대포집 사진을 보
면, 일본 선술집처럼 입구 전면의 헝겊가림막도 매우 흡사하다.
오늘날 전주막걸리의 명성은 남문밖장터 주막거리였다. 남밖장의 주막거리는 매곡교와 완산교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1965년 전주시 상가지도를 들여다보면, 남밖장 주막거리에 오성주조장이
있었고, 전주천 건너편에 완산주조장이 있었다. 오성주조장․완산주조장의 위치는 매곡교와 완산교
사이 일대에서 막걸리 수요가 많았음을 대변해주는데, 1950년대 전주상가지도를 살펴보면 오성주조
장 인근에는 OO하숙, OO여인숙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주막의 해체과정에서 숙박업이
유지된 결과다. 그러나 주막에서 분화된 대포집들은 전주 부성안으로 진출하면서 곳곳의 골목과
사람들이 운집하는 곳에 막걸리 전문점으로 자리잡았다. 전주는 술보다 안주가 유명하다는 역사와
전통이 막걸리집에서 전승되고 있다.

(3) 여인숙·하숙
주막업은 숙박업과 음식업이 미분화되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장시의 주막이 음식점과 여인숙
(旅人宿․旅館)으로 분화되었다. 하숙집과 여인숙은 일제강점기에 주막에서 숙박업이 분화하여 보부
상들이 당골로 사용하였던 숙박업소였다. 그렇다면 주막이 분화되기 이전에는 전주 남문 밖 장
주막거리는 오성주조장과 하숙집, 여인숙이 밀집되어 있었던 곳이었을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1925
년 요리옥음식점영업취재규직 제정에 따라 조선인이 객실을 설치한 음식점과 숙박의 겸업은 허가
사항으로 정하였다. 그 결과 세금 부과 문제로 음식업자와 숙박업자가 분리되었지만, 70~80년대까
지만 해도 여인숙과 여관에서 투숙객이 요청하면 아침밥을 제공하였다. 여인숙과 여관은 보부상과
여행객이 숙식을 해결하는 곳이었지만, 업종 전문화로 장삿꾼들이 떠난 여인숙·여관은 성매매업이
주업이 된 숙박업으로 변화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숙박업과 음식업이 분리되었지만, 성매매겸
숙박업 역시 조선 후기 보부상들이 잔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에서 일제강점기 이후 숙박업소가 밀집된 곳은 남문밖장 매곡교 부근과 다가동․중앙동의
짱골목 일대이다. 짱골목은 일제강점기 가장 번화한 거리였으며, 유곽과 주점, 색주가의 거리가
해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환락가같은 곳이었다. 이 짱골목 일대에 여관들이 우후죽순처럼 곳곳에
들어섰으며, 남문밖 매곡교 근처에는 하숙․여인숙이 성업중이었다. 전주천변의 숙박업소는 강남하
숙, 조광하숙, 전주하숙, 제일하숙, 금성하숙, 영산여관 등이 영업을 하였는데, 이 지역의 하숙집들은
조선 후기 보부상과 장돌뱅이들이 주로 숙식을 해결하는 주막이 있었던 곳인데, 장시가 근대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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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돌뱅이들이 떠나고 성매매업소로 변질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림2. 1950년대 전주상공시가도에서 매곡교 부근 주조장과 하숙집

Ⅲ. 전주콩나물국밥과 해장국의 등장
1. 전주 남문 밖 장의 해장국

콩나물국밥은 전주의 전통음식가운데 하나다. 전주 콩나물국밥의 역사는 1929년 12월 1일에 발간
된 『別乾坤』 「天下八道名食物禮讚」에 기술되어 있다. 전주의 콩나물국밥은 “탁백이국”으로 소개되
었다.

㈎ 탁백이국은 원료가 단지 콩나물일 뿐이다. 콩나물을 솟헤 너코(시래기도 죠금 넛키도
한다) 그대로 푹푹 살머서 마눌 양넘이나 죠금 넛는 등 마는 둥 간장은 설넝탕과 한가지로
大禁物이요 소곰을 쳐서 휘휘 둘너 노흐면 그만이다. 元來 달은 채소도 그러하겠지만 콩나물
이라는 것은 가진 양념을 만히 너어 맛잇는 장을 쳐서 잘 만들어 노아야 입맛이 나는 법인데
全州콩나물국인 탁백이국만은 그러치가 안타. 단지 재료라는 것은 콩나물과 소곰뿐이다. 이
것은 분명 전주콩나물 그것이 달은 곳 것과 품질이 달은 관게이겠는데 그러타고 전주콩나물
은 류산암모니아를 쥬어서 길으은 것도 아니요 역시 달은 곳과 물로 길을 따름이다. ①다가치
물로 길으는데 맛이 그렇게 달으다면 결국 全州의 물이 죠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것은 엇잿든 그처럼 맨콩나물을 푹신 살머서 소곰을 쳐가지고 휘휘 내져어 노흔 것이 그와같
이 맛이 있다면 신통하기가 짝이 업는 것이다. 이 신통한 콩나물국밥을 먹는 법이 또한 운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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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②아츰 식젼에 그러치 아니하면 子正후에 일즉 일어나서 쌀쌀한 찬 기운에 목을 웅숭커
리고 탁백이집을 차져간다. ③탁백이집이라는 것은 서울가트면 선술집이다.”

전주 콩나물국밥의 특징은 솥에 콩나물을 넣고 김치시래기와 마늘양념을 조금 넣는둥 마는둥하고
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이 전부다. 콩나물국을 끓이는데 장(醬)은 금물이고 반드시 소금(鹽)으로
맛을 내어야 한다. 맨콩나물을 푹신 삶아서 소금을 치는 일 밖에 없는데, 다른 곳과 맛이 다르다니
신통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전주콩나물국밥의 맛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다가치 물로
길으는데 맛이 그렇게 달으다면 결국 全州의 물이 죠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가)-①).” 좋은 물로
기른 콩나물이 좋은 식재료였고, 전주콩나물로 끓여낸 국밥이 전주콩나물국밥의 명성이 되었다.
1920년대에 전주 콩나물국밥의 시식 관행을 밝혀놓았다. 전주 콩나물국밥은 아침 식전에 먹거나
자정 후 일찍 일어나서 날씨가 쌀쌀한 기온에서 먹어야 제맛이고, 차가운 기온에서 탁백이집을
찾아간다는 것이다((가)-②). 아침 식전은 ‘해장’을 말한다. 아침식사하기 이전의 시간이 해장의 시간
이다. 그러니 전주 콩나물국밥은 아침 식사하기 전에 먹는 해장국밥이었다. 그리고 아침 식전이나
자정 후 일찍 일어나서 쌀쌀하고 차가운 날씨에 먹는게 운치가 있다고 하였으니, 일반인이 먹는
음식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가)의 내용에 전주콩나물국밥은 자정이후 아침식전에 활동하는 사람들
이 탁백이집에 찾아가서 콩나물국밥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920년대 아침 식전 새벽에 탁백이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일반
인들이 잠든 고요한 시간, 새벽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은 전주 남문 밖 수산물,
청과물, 농산물 도매시장이었다. 1965년경에 제작된 전주시내 상가지도에 남문밖의 남부시장에서
수산물회사가 수산시장을 운영하였고, 청과물회사가 청과소채시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자정넘어서
전주 남문밖장까지 수산물과 청과물을 운반해온 판매상인들, 남밖장에서 물건을 운반하고 나르는
지게꾼과 손수레끄는 장꾼들이 바쁘게 움직여야 새벽장에 경매가 이뤄졌다. 수산물, 청과물, 농산물
의 경매가 이뤄지기 전후 새벽녘에는 남문밖장 사람들은 모두가 매우 분주하다. 특히 수산물과
청과물을 나르고 운반하는데 구슬땀을 흘린 장꾼들은 출출한 뱃속을 따뜻한 국물과 막걸리 한잔으
로 달래주기 위하여 찾는 곳인 탁백이집이었다.
탁백이집은 콩나물국밥집이었지, 선술집은 아니다. 다만 콩나물국밥으로 허기진 뱃속을 달려주
는데 막걸리 한사발을 반주로 마시는 정도였기에 선술집같다고 한 것이다((가)-③. 콩나물국밥을
먹는 운치가 아침 식전 새벽녘이라는 시간의 설정과 쌀쌀한 찬기운이 감돌 때라는 기온의 설정은
장시 풍경이라는 시간과 공간이 딱 들어맞는다. 전주 콩나물국밥은 처음부터 해장국밥이었다. 그리
고 전주 콩나물국밥의 태생지는 새벽 도매시장이 운영된 남문 밖의 남부시장이었고, 콩나물국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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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고객은 새벽녘 남밖장에서 땀흘리며 부지런히 뛰어다닌 상인과 장꾼(인부)들이었다.
김옥녀(64세)는 1970년대 부친이 운영하는 구미식당을 기억하고 있다. 구미식당은 산지에서 산물(생
선, 과일, 채소 등)을 밤새 운반해서 남부시장까지 운반해온 장삿꾼들이 잠시 눈을 붙여 잠을 청할
수 있도록 방을 무료로 제공하고 국밥과 막걸리를 판매하는 국밥집이었다. 주막에서도 음식값으로
숙박까지 할 수 있는 전통이 1970년대에 남부시장에서 유지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에 남문밖 장터의
구미식당은 원거리에서 온 청과상과 수산물상인들에게 반주막(半酒幕)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남밖장에서 주막이 사라진 뒤에, 부안, 심포, 군산 등 원거리에서 수산물과 청과물을 남부시장의
경매장에 내놓으러온 상인들이 쉬고 먹고 잘 수 있는 국밥집이 곳곳에 몇집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국밥집들은 상인들에게 반주막 같은 공간이었고, 새벽경매장에서 바쁘게 짐과 물건을
나르던 장꾼들이 일을 마치고 찾아가는 콩나물국밥집이었다. 김옥녀는 새벽에 상인과 장꾼들이
먹는 국밥을 ‘양치기’라고 불렀다15). 이처럼 새벽 동트기 전 새벽시장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산지
상인들과 짐을 나르는 짐꾼들이 새벽 경매를 마치고 허기진 배를 달래려고 간단히 먹던 국밥이
콩나물국밥이었고, 해장국이었다. 전주 남밖장에서 도매시장이 송천동에 농수산물시장으로 옮겨가
기 전까지는 매일 새벽에 생선, 채소, 과일 경매장(약강)이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16). 경매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진행된다. 경매가 끝난 뒤 새벽장터의 장삿꾼과 인부들이 찾는 곳이 콩나물국밥
집이었다.
남밖장의 콩나물국밥은 찬밥을 중탕식 국물을 말아주는 토렴식(退染式) 국밥이었다. 『새로나온
국어대사전』에는 토렴에 대하여 “식은밥이나 국수에 뜨거운 국물을 여러차례 부었다 따랐다 하여
하는 일”이라고 풀이해놓았다17). 따라서 토렴식국밥은 전날 저녁에 해놓은 찬밥을 뚝배기에 넣고서
중탕식 콩나물국물을 서너번 국물말이하는 토렴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따끈따끈한 국물의 콩나물국
밥을 말한다. 중탕식 콩나물국은 많은 양의 콩나물을 삶은 국물에 계속해서 콩나물을 넣어 끌여내기
때문에 중탕식이라 한다. 찬밥도 토렴 과정을 거치면서 부드러워져 먹기에 좋다. 토렴식 국밥은
콩나물국밥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중탕용 국물을 사용하여 국물맛이 진했다고 볼 수 있다. 콩나물

15) 김옥녀(64세)는 부친이 남밖장에서 ‘구미식당(콩나물국밥집)’을 운영할 때, 어려서부터 국밥집 일을 도왔다. 김옥녀는
‘양치기’를 「해장에 밥맛이 없으니 찬밥을 조금만 말아서 간단히 먹는 식사」라고 풀이하였다. 1979년 구미식당을
문 닫을때까지 부친 김창순(54세)씨 밑에서 국밥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당시 남밖장에는 해방관, 한일관, 구미식
당, 시장식당이 유명하였다고 한다. 구미식당에서는 콩나물국밥을 전문적으로 팔았는데, 국밥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개별적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팔았다고 한다. 비빔밥은 큰 그릇에 뜨거운 밥을 넣고 콩나물, 시금치, 생채를 넣고
고추장으로 비빈 후에 육회, 참기름을 마무리를 해서 내놓았다고 한다.(현재 남밖장에서 형제젓갈집을 운영하고 있음.
조사자: 송화섭, 조사일자:2016.7.3.)
16) 송천동에 농수산물시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남문밖장에서 매일 새벽에 여러 경매장이 섰다. 경매장은 더났지만, 지금도
남부시장에서는 새벽장의 전통은 유지되고 선술집과 국밥집의 전통은 지속되고 있다.
17) 국어국문학회,『새로나온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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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밖장 콩나물국밥은 뚝배기에 끓여내놓는 국밥이 아니라 중탕용 국물을 토렴해서 파는 국물말이
국밥이었다18).
남문밖장터에서 산지상인과 시장인부들이 경매를 마친 뒤에 해장에 콩나물국밥으로 요기하고
국밥집을 나설 때에 아침해가 떠오른다. 남문밖장터에서 새벽일을 마치고 해뜨기 전 ‘해장’에 상인과
인부들이 먹는 국밥이 콩나물국밥이었고, 해장국밥이었다. ‘해장’은 아침밥 먹기 전의 시간을 말한
다. 해장국은 ‘해장에 먹는 국밥’이다. 일반인들은 해장에 국밥을 먹을 일이 없다. 아침밥을 정식으로
먹기 이전에 장터에서 상인과 인부들이 간단하게 요기(療飢)를 때우기 위하여 먹는 국밥이었다.
따라서 해장국을 정의한다면 ‘장꾼들이 해뜨기 이전에 장터에서 먹는 국밥’이라 할수 있다19). 초창기
‘해장국’은 술꾼들이 숙풀이로 먹는 국밥이 아니라, 새벽에 부지런히 짐을 나르고 일하는 장꾼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먹는 국밥이었다.

2. 홍등가 짱골목의 해장국

해장국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사람들이 아침에 먹는 ‘속풀이용 국밥’으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해장국은 새벽시장의 상인과 장꾼들이 해장에 먹는 국밥이었지, 술취한 사람
들이 숙취(宿醉)용으로 먹는 속풀이용 국밥은 아니었다. 전주콩나물국밥은 풍남문 밖 새벽시장에서
땀흘리며 부지런히 생선과 청과를 나른 장꾼들이 일을 마치고 해뜨기 전 ‘해장’에 먹는 국밥이었는
데, 콩나물국밥이 외식화되고 국밥집들이 상업화되면서 술꾼들의 몫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해장국
밥을 ‘장(腸)을 해독시키는 국밥’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해장국이 처음 등장할 때에는 술꾼들을
위한 국밥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국어대사전』은 한술 더떠서 “해장”을 ‘과음을 풀기 위하여 아침 식전에 술을 조금 마심’이라고
풀이하고, 해장국은 ‘해장으로 먹는 국’이라 풀이하였다. 해장을 숙취를 술로 풀기위하여 마시는
술로 착각하고 있으며, 그 해장술을 마시는데 동반하는 국밥이 해장국이란 뜻이다. 『국어대사전』에
는 오로지 해장은 술꾼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장꾼들과 해장을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해장’이 해정(解酲:과음을 풀기위하여 아침 식전에 술을 조금 마심)에서 나온 것이며, 해장국을
해정탕(解酲湯)으로, 해장술을 해정주(解酲酒)로 풀이하고 있다20). 전주에서 아침 콩나물국밥집에
서 내놓는 술은 술기운이 없는 모주21)일뿐 해정주는 아니다. 해정탕이 해장국이 되었고, 해정주가
18)
19)
20)
21)

박미자(46세, 콩나물재배업, 김광숙 조사, 조사일시:2016.4.22.)
송화섭, 「전주음식의 DNA와 진화」 『전북전통문화론』, 글누림, 2009, 65쪽.
국어국문학회 감수, 『새로나온 한글대사전』, 민중서관, 2001.
모주(母酒)는 본래 술을 짠 술지게미에 물을 붓고 두 번째, 세 번째 짜서 만든 술을 말하는데(한식재단, 『화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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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장술이 되었다는 풀이는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 해장은 해뜨기 전의 시간적 용어이지, 아침에
마시는 술의 개념은 아니다.
콩나물국밥이 술꾼의 속풀이 해장국으로 정착한 것은 1960년대 후반이다. 그 예시는 삼백집과
동문거리 사례를 들겠다.

가) 삼백집 사례
삼백집이 콩나물국밥집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40년대 후반으로 알려졌으나22), 삼백집이 현재
고사동에 자리를 잡은 시점은 60년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1960년대 콩나물국밥집들이 남문밖시장에
서 영업을 할때에 삼백집은 부성안의 다가동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다. 삼백집은 다가동 짱골목
입구에 해장국집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장꾼들의 해장국이 아닌 술꾼들의 해장국으로 영업을 시작
한 것이다. ‘짱골목’의 명칭은 전주극장이 위치하는 골목이라서 극장의 ‘장(場)’를 딴 골목 명칭이었
다. 전주극장은 1925년 9월에 帝國館(鳥飼末吉 建立)으로 문을 연 전주 최초의 근대적 극장이었다.
당시 영화는 신문화의 상징이었다. 제국관이 1945년 해방 당시까지 전주의 유일한 극장이었다.
일제강점기 전주 최고의 번화가는 대정정 거리였다. 大正町一丁目에서 大正町三丁目까지가 상점,
약국, 여관, 요리집, 음식점, 酒場, 양조장과 극장, 유희장, 다방, 카페 등 유흥업소가 집중 분포하는
가장 번화한 거리였다23). 제국관은 大正町二丁目에 위치하였다. 제국관은 해방 이후에는 공립극장
으로 개명되었고 그 후에는 전주극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24). 일제강점기에 다가동에는 매춘업을
전문으로 하는 公娼이 집단적으로 조성된 遊廓이 있었다. 그 여파가 짱골목까지 번졌다. 일제강점기

그림3. 일제강점기 전주의 번화가 本町과 大正町 거리
담긴 한식』, 112쪽), 막걸리에 생강, 설탕, 개피 등을 넣고 달달하게 끓여서 장꾼들이 해장에 마신 술이 모주였다고
한다(김옥녀 증언).
22) 삼백집 현지조사(조사자:김광숙, 조사일시:2016.6.28.)
23) 전주시·전주부사국역추진위원회, 『전주부사』,신아출판사, 2008, 482~484쪽.
24) 전주문화재단, 『일제 식민지 구술실록』, 휴디자인, 2007, 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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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골목 일대는 술집들이 번창하였고, 술집아가씨들은 술꾼들과 밤늦게까지 흥청거리는 색주가(色酒
街․色酒家)였으며, 술집과 여관들은 大正町과 本町에 밀집되어 있었다. 색주가인 짱골목의 전통은
1945년 8.15 해방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유민수씨는 중앙동과 다가동에는 술집들이 많았고, 색주가
의 여자들이 거처하는 여관들이 많은 곳으로 월세방을 내놓는 여관들이 많았다고 회상하고 있다.
그는 색주가의 여자들을 대부분 화류계 여자들이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1950년대 제작된 전주상공시가도에는 짱골목 일대에는 유난히 여관이 많았다. 서울여관, 기린여
관, 경성여관, 선각여관, 남성여관, 경기여관, 은행여관, 박일여관, 반도여관 등 크고 작은 여관들이
짱골목 일대에 밀집한 것은 매춘하는 아가씨와 색주가 아가씨들의 월세방 수요가 많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민수는 1960년대까지도 전주에서 유일하게 통행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짱골목이었고,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없는 우범지대였다고 회상하고 있다25). 짱골목 일대는 야간통
행금지를 무시하고 밤늦게까지 술꾼과 아가씨들로 흥청거렸다. 짱골목 색주가의 전통은 60년대말
70년대초에 나이트클럽에 들어서는 계기를 가져왔다. 청석동 파출소 옆의 황금마차, 중앙동에 가고
파클럽, 신혼클럽, 관광호텔나이트클럽, 명동클럽 등이 들어서고 정종대포집, 막걸리대포집과 전주
음식의 대명사였던 콩나물불고기집들이 짱골목에서 성업했었다26).
이러한 색주가의 전통을 계승한 홍등가에 1960년대말 삼백집이 들어선다. 당시는 자정에서 새벽4
시까지 통행금지가 시행되고 있었다. 짱골목 일대의 술집과 나이트클럽, 여관 등지에서 쏟아져
나온 취객들에게 삼백집은 속풀이 해장국밥집으로 제격이었을 것이다. 삼백집은 통행금지가 풀리는
새벽 4시 완산종 인경소리27)에 맞춰 술에 취한 청춘남녀들이 삼백집을 찾았다. 콩나물국밥이 ‘속풀
이 해장국’으로 정착한 것도 이때쯤이다. 삼백집의 콩나물국밥은 선술집같은 시멘트식탁의 가운데
에 숯불을 피어서 즉석에서 가열하여 끓여내놓는 卽熱式 콩나물국밥이었다28). 남문밖장의 콩나물국
밥은 중탕국물을 사용하는 토렴식(국물말이) 국밥이었지만, 삼백집의 즉열식 콩나물국밥은 밤새
술마시고 속이 허해진 술꾼들에게 제격이었을 것이다. 삼백집은 욕쟁이할머니집으로 명성을 갖고
있다. 매일 아침 젊은 취객을 대상으로 콩나물국밥을 팔다보니 욕쟁이 할머니가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속풀이 해장국의 등장은 일제 강점기 소주, 탁주를 파는 술집과 나이트클럽이 등장하면서
본격화한 것 같다.
25) 유민수(65세, 전주 완산구 감영로 죽림집 운영, 조사자: 송화섭, 조사일시:2016.6.29.)
26) 장골목은 1970년대 이후 한양불고기(구.신)집이 성업중이었으며, 콩나물불고기에 소주 한잔 즐기는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전주에서 가장 명성이 높았던 콩나물불고기집거리였다. 지금도 밤에는 술한잔하기에 좋은 거리가운데
하나다.
27) 경향신문 1977년 11월 4일자 전주콩나물국밥 기사.
28) 유민수(65세)의 증언에 따르면, 삼백집에는 시멘트로 만든 긴 선술집형 조리대 가운데에 길게 홈파인 곳에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콩나물국밥이 담긴 뚝배기를 숯불에 올려놓고 즉석에서 가열하여 끓여 내놓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남문밖장의 콩나물국밥을 중탕토렴식이라 한다면, 삼백집, 한일관식은 즉석가열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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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1960년대 전주 짱골목과 그 주변의 여관들

2)동문거리의 콩나물국밥
1970년대 술집의 대중화와 소주, 막걸리의 음주 확산이 색주가, 홍등가와 별도의 공간에 해장국집
이 들어섰다. 동문거리 콩나물국밥집의 조성이 그 본보기가 된다. 지금도 동문거리에는 왱이집을
중심으로 콩나물국밥집이 성업중이다. 그렇다면 왜 동문거리에 콩나물국밥집이 성업하게 된 것일
까. 다가동, 중앙동 색주가의 콩나물국밥은 주 수요층이 젊은 취객의 술꾼들이었다면, 동문거리
콩나물국밥의 수요층은 국가 기관의 공무원들이었다. 1970년대 전주시청과 전주시의회, 금융기관
등 국가공공기관이 미원탑 사거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당시 군사정권시절 한국의 술문화는 보부상
들의 대포문화와 1970년대 군대문화의 영향으로 밤늦게까지 직장별로 동료들끼리 회식과 술자리가
2차, 3차까지 이어지면서 술집을 전전하는 음주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밤늦게까지 술마신 공무
원(샐러리맨 포함)들이 아침 일찍 동문거리의 콩나물국밥집에서 ‘속풀이해장국’으로 콩나물국밥을
먹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콩나물국밥의 외식화 과정에서 구 전주시청(미원탑사거리) 길 건너에 백도극장(후에 아카데미극
장으로 변경) 뒷골목에 콩나물국밥집이 성업하였다29). 이곳은 전주시청 중심의 관공서 공무원들이
찾은 해장국집 거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양조장에서 만들던 희석식 소주가
국민주로 정착하던 때였다. 콩나물국밥 외에 속풀이해장국으로 시레기국과 선지국이 술꾼들의 사랑
을 받았다. 1970년대 동문거리 콩나물국밥집의 성업 영향때문인지 현재 동문사거리 근처에는 콩나
물국밥집이 왱이집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다. 동문거리의 콩나물국밥은 대체로 남문밖장의 토렴식
콩나물국밥을 계승하는 조리법을 보여주고 있다. 전주 콩나물국밥은 다가동 중앙동 짱골목 일대에
서 성업한 삼백집, 한일관의 즉열식 콩나물국밥과 남문밖장과 동문거리 왱이집의 토렴식 콩나물국
밥집 두 종류가 대세였다.

29) 전주 기령당 이사장 김한봉(84세․완산동 거주, 조사자: 송화섭,조사일시:201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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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장국의 발달과 한국인의 음주문화
1. 해장국의 발달

해장국은 이제 한국인의 음식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전세계적으로 해장국을 먹는 국가는 한국
밖에 없다. 술을 많이 소비하는 일본과 중국에서도 해장국이란게 없다. 한국의 해장국을 일본과
중국에 적용시켜보아도 전날 저녁의 과음으로 이튿날 아침에 속풀이 해장국을 먹는 나라는 없다.
한국의 전통음식에서도 국밥은 있지만 해장국이라는 음식은 없었다. 1970년대 초 술꾼들이 먹기
시작한 속풀이해장국이 오늘에 이르렀다. 5,60년대에 해장국밥집은 남문밖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남문밖장의 장터에서 청과물, 수산물, 농산물 경매가 매일 새벽에 섰다. 매일같이 남문밖
장의 도매시장에서 새벽 찬바람을 가르며 지게와 손수레를 이용하여 물건을 나르는 장꾼들이 일을
마치고 해장에 먹는 국밥이었다.
장터에서 장꾼들이 해장에 먹는 국밥이 해장국이었다. 해장은 아침밥을 먹기 이전의 시간을 말한
다. 해장국은 장꾼들이 동트기 식전에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간단하게 먹는 국밥이었으나, 술집들의
상업화와 외식화가 대중화하면서 술집들이 많이 늘어났고,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군사문화와
대포문화가 결합하면서 소주와 막걸리를 대포잔으로 과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65년 양곡관리법
이 시행되면서30) 한국의 주류는 막걸리에서 소주로 급격하게 전환되었다. 고구마로 만든 주정을
원료로 만드는 희석식 소주가 전국의 주류업계를 장악한 것이다.
직장의 회식문화는 팀구성원과 동료들의 결속을 다지고 조직적이고 단합된 행동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질되면서 2차, 3차에 걸쳐 술집을 전전하면의 과음하는 풍조가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풍조는 대학생의 신입생환영회까지 확산되면서 냉면그릇에 소주마시는 관행까지 생겨나 인명을
앗아가는 불상사까지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군대문화의 잔영이 폭탄주를 만들어 간(肝)에 치명적인
순상을 가져오는 그릇된 술문화까지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한국인가운데 간암, 간경화 간질환
환자가 많은 것도 잘못된 음주문화의 탓이 크다. 술에 찌든 간이 해장국으로 해독되는 것은 아니다.
해장국은 단지 국밥일뿐 약효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해장국의 전국시대가 되었다. 전국 각 지역의 이름난 해장국의 브랜드가 전국 각 지에 확장
되었다. 청진동해장국, 양평해장국, 전주콩나물해장국 등이 전국적 명성을 얻고 성업중이다. 술꾼들
의 해장국 욕구는 국밥이 간을 해독시킬 수 있다고 믿는 無知에 가까운 기대심리이다. 그리고 희석식
소주를 과음하고 속쓰리는 현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해장국밖에 없다는 인식이 해장국의 붐을 가져
30) 주영하,『음식전쟁 음식문화』, 사계절, 2000,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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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게 아닌가 한다. 현재 한국의 저급한 술문화가 해장국 확산시대를 가져온게 아닌가 한다. 국민건
강을 위협하는 폭탄주 습관이 보편화되어간다. 그러한 폭탄주문화를 상업적으로 부추기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러다보니 지금은 해장국이 아침에만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점심, 저녁의 식사대용으로
시식되고 있는 경향이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해장국은 아침에 먹는 국밥을 말하는 것이며, 점심과
저녁에는 국밥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2. 한국인의 음주문화와 숙취음식료 확장

해장국은 한국인의 과음, 폭음 습관 때문에 생겨난 음식의 한 유형이다. 과음 원인은 보부상들의
대포잔돌리기와 상명하복의 군대술(폭탄주)문화가 조합되면서 강요된 술문화에서 비롯하였다. 모
든 직장의 회식은 단합대회, 결속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강요받는 술좌석이 2차, 3차까지 이어진다.
술판에서는 건강보다 직장의 조직관리가 더 우선이다. 술좌석에서 술을 못마시면 왕따당한다. 조직
의 위계질서가 술좌석에 그대로 반영되어 술의 맛과 향에 관계없이 조직을 위하여 목숨걸고 마신다.
이와같이 매우 후진적인 술문화를 가진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이처럼 강요하는 술문화
는 하루빨리 청산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술맛도 술향도 모르고 오로지 조직적으로 섞어서 마시는
‘폭탄주’문화는 가장 부끄러운 한국인의 자화상이다.
한국의 전통주는 발효주와 증류식 소주였으나,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일본 주류 제조업자들이
연속증류기를 들여와 희석식 소주를 생산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31).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소주
제조 기술로 소주가 만들어졌으니, 현재 희석식 소주는 일본식 소주라 할 수 있다. 이제는 희석식
소주가 전국의 모든 양조장에서 생산되면서 국민주로 자리 잡았지만, 일본에서 들여온 연속증류기
로 뽑아낸 주정에 물을 따는 게 희석식 소주다. 희석식 소주는 알콜 농도 95% 酒精으로 만든다.
엘틸알코올에 물을 섞는 방식으로 희석식 소주를 제조한다. 그러나 정작 일본에서는 희석식 소주를
마시지 않는다. 일본인들은 증류식 소주를 마신다. 증류식 소주가 희석식 소주보다 훨씬 더 좋은
술이다.
실제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술값은 증류식 소주가 희석식 소주보다 훨씬 더 비싸다. 술이 좋다는
이야기이다. 중국과 일본에서 생산되는 술로 발효주와 증류주로 만들어진다. 현재 전세계에서 희석
식 소주를 만드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모든 백성들이 발효주와 증류주를 즐겨마시는 중국과
일본에는 해장국이 없는 반면, 희석식 소주를 즐겨마시는 한국에만 해장국이 있는 것을 아닐까.
왜 한국인들이 해장국을 선호하는 것일까. 전날 저녁의 과음이 아침까지 깨지 않아서 콩나물국밥을
31) 주영하, 『차폰,잔폰,짬뽕』, 사계절, 서울, 2009,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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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풀이 해장국으로 먹는 것으로 심리적 위안을 삼지만, 이미 肝에 치명상을 입힌 후에 콩나물국밥을
먹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요즘에는 해장국 대신으로 숙취용 음료까지 출시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 숙취용 음료가 알콜로 지친 간의 기능을 회복시켜 줄수 있을까 의문이다. 간을 위협하는
술 생산을 개선하고, 그릇된 술문화를 바로잡는다면 해장국이 필요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해장국문
화는 근대 한국인 만든 기형적인 음식문화임에는 틀림없다. 희석식 막걸리가 없었다면, 희석식
소주가 없었다면 해장국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잘못된 우리들의 음주습관을 바로잡고, 한국 전통의 발효주와 증류주가 대중주로 정착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음주문화를 개선,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주세법
으로 희석식 소주가 국민주로 정착한 상황에서 전통 발효주와 증류주가 뒷전으로 밀려나 민속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술의 선택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1916년 조선총독부
주세법을 발효한 이후에 큰틀에서 주세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32). 주세법은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건강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한국인이 찾는 술집에서 희석식소주 외에 증류
주와 발효주를 선택할 권리도 없는게 현실이다. 해장국이 없는 나라, 숙취용 음료가 없는 대한민국
을 꿈꾸며 한국의 음주문화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해본다.

Ⅴ. 맺음말
술은 품격이다. 희석식소주는 일제 식민통치의 잔재라 할 수 있다. 일제는 한국에 희석식소주(신
식소주)를 양산시켜 놓고 정작 자신들은 증류식 소주를 마신다. 주세법의 덫에 걸린 한국의 술문화
는 갈길을 잃고 있다. 세계적으로 희석식소주를 마시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그리고 대책도
없이 희석식소주로 지쳐있는 간을 위로한답시고 해장국집을 찾는다. 참으로 무지하고 측은하다.
소주보다 돗수가 높은 빠이주(白酒)를 마시는 중국인들은 해장국을 먹지 않는다. 왜그럴까? 빠이주
와 희석식 소주는 가격면에서 비할바가 못된다. 희석식소주시대를 청산하고 증류주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희석식소주에서 해방이 진정한 민족독립이라면 오버하는 걸까. 증류주가 한국의 정통술이다.
증류주가 대중화된다면 폭탄주문화를 바로잡는다면 해장국도 숙취음료도 사라질 것이다. 해장국과
숙취음료는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식음료일 것이다. 대폿잔 인식과 폭탄주문화를 바로잡고
품격있게 술마시는 시대가 오기를 소망해본다.

32) 주영하, 『음식전쟁과 음식문화』, 사계절, 서울, 2000, 134쪽.

133

주막과 장터의 문화사적 고찰
-장수 번암 도주막거리와 시동강을 중심으로-

구본술
전주대학교

차

례

Ⅰ. 머리말
Ⅱ. 번암, 지역의 길을 잇다
Ⅲ. 번암 도주막거리, 장터를 겸하다
Ⅳ. 도주막거리, 근대 시장으로 분화하다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지금은 장수군 번암면이 광무10년(1906)까지는 남원부에 속한 번암방(번암면, 1895년)이라는 작
은 고을이었다. 조선시대 주 교통로인 ‘10대로’도 아닌 이 곳은 지역의 교통 중심지로 18세기 중엽부
터 장시가 열렸다. 산이 많은 지역의 작은 면인 번암은 길과 길을 이어주는 교통의 연결지점에
위치해 있다. 장시가 개설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주막거리가 함께 생겨났다.
번암의 장시(장터)와 주막거리와 관련된 문화적 전통은 오늘날에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은 주로 지역민들의 구술 자료를 토대로 이 작은 산골에 상권이 형성되었는지, 주막거리와
시장이 번성하고 분화되고 쇠락해가는지를 문화사적으로 살피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번암지역에는 18세기 중엽부터 현재의 죽림마을 앞 삼각주 부근에 장시가 개설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천변가나 길의 교차로에 생기는데 죽림마을 앞 도주막거리가 바로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다. 쉼과 식사 그리고 숙박까지 제공하는 주막은 상인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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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길을 가는 과객에게는 꼭 들러야 하는 곳이었다. 도주막거리는 장터와 함께 상업적 교역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면에서도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 후 도주막거리와 장터는 번성하다가
1928년 새로운 시장이 지금의 시동강으로 확장·이전하게 되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새로운 시장에서는 5일장이 더 활성화되고 지역농산물은 물론 우시장도 열려 소와 돼지도 거래되
었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금광 채굴을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 지역 특산물인 잎담배와
누에고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에서 대량 수매가 이루어졌다. 장날에는 상인들과 지역주민들로
북적거렸고 난장이 열리면서 씨름대회가 큰 구경거리로 자리잡았다. 새 장터가 우시장, 금광들과
함께 번성하면서 옛 주막거리를 대신하는 새로운 주점(선술집)들이 생겨나 장날엔 문전성시를 이뤘
다. 옛 도주막거리는 두어 채의 술집만이 남아 가끔씩 찾는 손님들을 맞이했다. 해방 후에는 소리꾼
들이 소리를 전수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다가 지금 그 자리엔 도주막이라는 이름으로 음식점이
들어서 있다.
주막거리에서의 쉼은 전통을 매개로 사람들끼리의 문화적 소통도 가능하게 한다. 번암지역은
깊은 산에서 흘러나오는 두 개의 천이 만나는 곳이다. 예로부터 물이 맑고 깨끗해 가정이나 주막에
서 막걸리를 양조하여 즐길 수 있었다. 장터는 농산물과 생필품의 교역 뿐만 아니라 고유의 민속놀
이도 같이 행해지는 문화적 소통 공간이었다.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 지역에는 막걸리가 생산
되고 옛 장터에서는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만날 수 있다.
지금은 장터에 북적거리는 사람들도, 주막거리에서 막걸리 한 잔에 흥청거리는 사람들도 볼 수
없다. 도시 트럭 장꾼들만이 인근 주민들과 한가하게 옛 장터를 지키다가 갈 뿐이다. 지금은 옛
장터나 주막을 재현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은 옛 추억과 역사·문화를 만나기 위해 천변공원 문화센
터에 모인다. 이 글은 번암 죽림 도주막거리와 새 장터인 시동강시장이 담당했던 지역의 경제·문화
적 역할을 그들이 번성하고 쇠락해가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다.

Ⅱ. 번암, 지역의 길을 잇다
1. ‘장수별로’가 지나가는 길

장수별로는 대로에서 갈라진 장수지역의 소로를 임의적으로 만든 용어다. 영남대로, 호남대로가
있지만, 통영에서 한양을 가는 길인 통영별로라고 한 것에서 따온 명칭이다. 장수별로는 고려말
이성계 장군이 황산대첩을 위해 황산으로 진격하는 길 중에서 장수 구간을 가리켜 붙인 말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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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별로는 황산대첩 당시 이성계 장군 진군과 관련된 전설이 깃든 곳을 근거로 추정된다. 장수
용계리, 수분치와 뜬봉샘 관련 전설이 그것이다. 여기에 1783년 전라감사 이서구의 죽림마을 앞에서
예언한 곳인 도주막, 그리고 황산대첩지인 운봉을 잇는 길의 별칭이다. 황산대첩 진군로 여정은
앞으로 더 많은 사료나 조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추정되는 황산대첩 진군로는 “금산-진안
안천-진안용담-진안마령-장수서구이재-용계리 마을 숲-수분재-당재-밤재-죽림리-노단리시동강-봉화
산 짓재-남원아영-인월황산”로 이어진다.2)

서구이
장
수
별
로

번

황산
<그림 1> 이성계의 황산대첩 진군로 중 ‘장수별로’

황산은 인월에서 운봉으로 향하는 24번국도를 끼고 위치하는 해발 607ｍ의 산이다. 황산 아래는
협곡인데, 도로변에 피바위라는 표지석이 세워져있다. 황산 아래에는 황산대첩을 기념하는 황산대
첩비각이 위치한다. 피바위와 협곡은 황산대첩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삼가 여조말을 살펴보건대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움에 섬의 오랑케들이 쳐들어와 성을
부수고 고을을 불사르며 사람을 죽이니 시체가 들 가운데 가득하여 지나는 곳마다 피로 물결
을 이루니 천리가 조용하였다. 함양을 섬멸하고 운봉을 불태운 뒤 인월에 군대를 주둔시킨
뒤 식량을 말에 실어 북으로 쳐 올라간다고 발설하니 나라 안팎이 두려워 떨었다. 이 때
태조께서 남원을 출발 운봉을 경유하여 황산에 다달아 양쪽으로 나누어 공격할 것을 가르쳐

1) 이성계 장군의 진군로로 추정하는 ‘팔공산 뒤 장수 서구이재-수분재-번암도주막-남원아영-운봉’에 이르는 길의 별칭이
다.(송화섭, 「전북교육연수원,장수의 역사문화생태 자원으로 생생한 교육과정 만들기」, 『전북교육2016-287』, 47-48쪽.
2) 권정임, 장수군청 소속 문화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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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면서 작은 힘까지 다해 분발하여 적을 냅다 치라 하셨다. 열 배나 되는 왜적을 하루
종일도 못되어 모조리 쓸어 버렸다.”3)

당시 위기의 상황에서 이성계의 군대는 신속하게 황산에 도달해야만 했다. 이때 진군한 길은
충청도를 지나 진안과 장수 번암을 지나는 길이었다. 이 때에도 번암지역을 통과하는 장수별로는
인근의 인월이나 운봉, 남원으로 접근하는 지름길이었다.

2. 통영별로의 빠른 길

조선 후기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여지도』(1861)와 『대동지지』(1863)는 전국의 도로망을 10대로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 제10대로에 해당하는 이른바 ‘통영별로’는 서울에서 수원, 천안을 거쳐 나주,
해남으로 가는 호남대로에서 중간의 전주근처 삼례진에서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별로에 해당하는 길이
다. 통영별로는 삼례-전주-남원-운봉-산청-단성-진주-사천-고성-통영으로 이어지는 길이다.4)
또한 이 통영별로는 『증보문헌비고』(1903-1908)에서도 제6로로 서울과 통영을 연결하는 간선으
로 표시된다. 주요 노정은 ‘서울-동작나루-과천-유천-청호역(수원)-진위-성환역-천안-차령-공주-노성
-은진-여산-삼례-전주-오수역-남원-운봉-함양-진주-사천-고성-통영이다.5)

전주
임실

빠른 길
통

번암

영

통영

별
<그림 2> 통영대로의 빠른 길

번암 지역도 이 통영별로의 인근에 위치하면서 조선 후기 상인들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지역
3) 남원문화원, 1991, 『황산대첩과 유적』, 22쪽.
4) 김숙정, 2010, 「서부경남 유교문화의 전파와 권역형성」,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0쪽 참조.
5) 옛길박물관, 2014, 『길위의 역사, 고개의 문화』, 대원사,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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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에서 물품의 유통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장길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인근 장시를 순회하는
장꾼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샛길과 지름길이 생겨나게 되었다. 늘어나는 과객들과 상인들은 빠른
길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고자 했을 것이며,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새로운 길에는 주막의
설립이 증가하였다.6)
경상도 남해안과 호남지방을 이어주는 통영별로는 원래 번암 인근의 함양-운봉-여원재-남원-오수
-전주에 이르는 길이다. 조선 후기에 상인들과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과객들이 증가하면서 이 곳
번암을 지나는 통영별로의 빠른 길이 이용되었다. 이 지역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 우리도 어릴적에 봤지만요잉, 어른들 말을 들으면, 옛날에는 경상도 함양쪽에서 내치재를
넘어 아영에 오고, 또 짓재를 넘어서 번암에 오는 선비들이나 과객들이 많았다고 그래요이.
아, 그 사람들이 피곤헐꺼 아니요이, 그리서 요 번암 도주막에서 자고 쉬었다가 국포를 지나
말치재 있잖아요이, 아 그 말치재를 넘어 산서로 갔응께, 산서에서 아침재를 넘어 왕방리 저수지
를 지나 임실 성수에서 관촌, 그래갔꼬 전주에 갔을꺼아니에요이, 그 한양으로 과거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지나다녔당께. 아, 이길이 남원을 지나서 가는 것보당 빠르재이”7)

위의 그림을 보면, 함양에서 남원을 거치지 않고 인월-아영-번암-산서-임실-전주(삼례)로 가는
길이 통영별로의 빠른 길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번암지역의 길은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이다.
이성계의 황산전투 진군로인 ‘장수별로’와 호남의병들의 항일투쟁 진군로가 그것이다.8) 지역 주민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오수장에서 소금을 사서, 지게로 지고 산서를 지나 마치재를
넘어 번암장에 가져와서 파는 것을 보았고요. 새벽같이 출발해서 함양장에서 송아지를 사갔
꼬 밤 늦게나 이곳에 도착했지요. 다음 날 우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집에서 키우기도
하고요. 또 어른들 말을 들으면, 인공 때는 인민군들이 사람들을 동원시켜 실탄짐을 지게에
지고 산서에서 말치재를 넘어 번암을 지나 아영 쪽으로 운반하는 일도 시켰답니다. 아무래도
이게 빠른 길인게 그런갑죠?”9)

6)
7)
8)
9)

김대길, 2012, 「조선후기 장시 발달과 사회·문화 생활 변화」, 『정신문화연구』, 100쪽 참조.
서*순, 87세, 두동마을, 면담(2016.7.30. 천변공원 느티나무 카페)
임실문화원, 2002, 『정재이석용 선생 문집:호남창의록』, 412쪽.
임*택, 64세, 견천마을, 면담(2016.7.30. 천변공원 느티나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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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번암 지역은 시골의 작은 면단위 지역이지만 6개 방향으로 인근 지역을 잇는 상업적,
군사적 교통의 요지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 시장경제가 발달하면서 지역의 곡물류를 비롯한 농업생
산물과 소, 돼지 등의 가축류, 그리고 수공업 물품과 각종 생활필수품 등이 장터에서 활발하게
유통되었다. 따라서 지역 교통의 중심인 번암의 장터는 보부상을 포함한 장꾼들의 활동이 활발해졌
고 그 장꾼들과 과객, 과거를 응시하려는 지방 유생들의 쉼터인 도주막거리가 생겨나면서 사람들로
넘쳐났다.

3. 동학농민군과 호남의 항일의병이 지나간 길

번암지역은 호남의병들이 이 곳을 경유하면서 활동하기에 앞서, 동학농민군들이 장수-번암-운봉
등으로 이동하며 민보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한 곳이다.

“1894년 11월 동학농민군은 운봉을 공격하기 위해 장수를 점령하여 군수물자를 확보한
뒤, 번암을 거쳐 산동 부절리로 이동하였다. 관음치를 사이에 두고 운봉민보군과 치열한
전투를 별였으나 참패하였다.……장수 접주 황내문은 농민군을 이끌고 다시 운봉을 공격하기
위해 번암의 원촌에 집결하였다. 이 곳 원촌 전투에서 농민군은 많은 사상사를 내고 크게
패하였다. 이후 농민군은 산동 북치 등으로 흩어졌으며, 원촌전투에서 크게 이긴 민보군은
남원성을 진격하여 동학농민군에게 패배를 안겼다. 이후 동학농민군은 사실상 해산되어 각지
로 흩어졌다.”10)

또한 이 곳 번암지역은 1907년부터 호남의병운동을 이끈 이석용 의병장의 활동 무대이기도 하다.
정재 이석용(의병장)은 1878년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에서 태어났다. 이석용은 대한제국 융희1년
(1907년) 고종이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되자 호남의 유림들과 호남의병창의동맹단을 결성한다. 그
후 임실, 진안, 장수, 남원, 함양 일대를 넘나들며 항일의병전쟁을 전개하였으나 1912년 10월 일본경
찰에 체포되어 안타깝게도 서른 여섯의 나이로 대구 형무소에서 처형되었다.11)
호남의병전쟁 중 이석용(의병장)은 의병들을 이끌고 전략적으로 빠른 이동을 위해 지역과 지역을
잇는 재를 넘거나 은폐가 쉬운 소로길이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지름길인 장길 등을 따라 이동하면
서 게릴라식 전투를 벌였다. 예부터 사용되던 이 곳 번암면 주변의 고개나 장길도 주로 이용했던
10) 장현근, 2016, 「살아 숨쉬는 항일항쟁의 숨결」, 위의 책(전북교육2016-287), 63쪽.
11) 장현근, 2015, 「체험을 통한 역사 바르게 알기」, 『전북교육2015-429』, 8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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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다음 문집에 나타난 내용에서 이석용 장군의 부대가 임실에서 재를 넘어 장수로,
번암면을 지나 다시 재를 넘어 운봉으로, 남원 산내로 이동한 흔적을 볼 수 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인 번암을 지나 운봉으로 이동하는 의병들의 고단한 여정을 볼 수 있다.

“1908년 2월 5일 : 안화촌에 진쳤다.……밤에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 장수 동고지에
당도하니 송선봉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기다렸다. 최 포장도 역시 아무런 탈이 없었다.
2월 6일 : 진중에서 헛 놀라서 산으로 올라갔다가……정탐꾼의 보고에 왜놈이 동화시장
백서를 잡아 갔다고 하므로 마침내 군사들을 단속하여 팔공산 험한 기슭으로 들어가 적을
제압하여 이길 계획을 세웠다. 2월 7일 : 율천에 진치고 술을 걸러 군사들을 먹였다. 밤에
재를 넘어 수분리로 들어가 유종사를 찾았는데 오지 않았다. 2월 9일 : 정탐꾼의 보고에
“순검 놈들이 양총을 가지고 죽림에서 사냥을 한다고 한다. 부창 선봉이 그놈들을 쫓아 뒤를
밟으니 순검놈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 도망해 갔다.”고 한다. 파수병이 하동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에게 방금 점심을 대접받고 있는데, ……밤에 눈재를 넘에 20리를 갔다. 2월 10일 : 부곡에
진쳤다.……종자가 권포리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몹시 찬데 간신히 30리를 걸어 백장
암에 올라가 유숙했다.”12)

Ⅲ. 번암 도주막거리, 장터를 겸하다
1. 길에서 만나는 장터, 주막

장터는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간 상품과 문화를 연결해주는 백성들의 삶이 담겨 있는 곳이다.
장터에서 상인과 지역민들은 물품을 교환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며 서로 어우러진다. 조선시대 시장
을 대표하는 장시는 15세기 중엽 전라도에서 개설되기 시작해 16세기를 지나면서 10일 또는 보름
간격으로 정해진 곳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장시의 개설을 반대하는 주장과 옹호하는 입장
이 적지 않았지만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점차 5일장으로 발전해갔다. 18세기말에는 장시가 1천여
곳 이상 개설되고13) 대부분 한 달에 6회 열리는 5일장으로 통일되어갔다. 그러면서도 장시는 도적
발생과 과소비 퇴폐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었지만, 그 후 5일장이 정착되고 점차 인근지역과 연계하
12) 임실문화원, 앞의 책, 412쪽.
13) 장시 수의 변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호의 「조선후기 지방시장의 분포와 특징」’ 42쪽 표3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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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더 큰 시장권을 형성하게 된다.14)
장은 교통의 요지에 들어선다. 장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장은 하루걸이인 30-40리 거리를
두고 열렸으며 5일장으로 1,6장∼5,10장의 순환 형식으로 열리니 일정한 권역의 상설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장시가 열리는 장터의 주인은 지역의 농민으로 논밭에서 나는 곡물, 오이, 가지, 참외
등의 채소, 하다못해 고구마 줄기, 호박잎 등을 장에 나가 판다.15)
장터에는 물론 인근의 장을 떠돌아다니는 행상 즉 장돌뱅이들이 있었다. 대표적 행상인 보부상들
은 조직을 형성하여 상거래의 주역이면서 계층과 지역문화를 이어주는 인간 고리 구실을 하였다.
장꾼들 중 봇짐장수(보상)는 주로 세공품이나 사치품 등 잡화를 취급했고, 등짐상수(부상)는 주고
지게를 이용하여 부피가 큰 생활용품 즉 생선, 소금, 토기, 목기, 수철기 등을 포함한 식생활관련
소비품이나 도구들을 취급하였다.16)
조선 후기에 이르러 상인들 이외에도 과거를 보러가는 유생들, 구경을 떠나는 일반인들이 거주지
역을 벗어나는 기회가 많아졌다. 보통 지역 주민들은 가능하면 지름길을 이용하여 하루 빠듯하게
장길을 다녀오지만, 장터를 전전하는 전문 장사꾼들과 큰 도읍으로 향해 이동하는 과객들은 주막을
이용할 필요가 증가되었다. 상인들의 활동범위가 늘어나고 과객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길이 개척
되고 그 길에는 주막과 같은 시설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주막이 생겨나기 이전, 조선초기에는 관립 주식점인 원(院)이 있었지만 왜란과 호란 후에 대부분
이 문을 닫았다. 16세기 중엽 이후 원은 점차 점막(店幕), 주막(酒幕) 등으로 불리는 사설 숙박업소
겸 음식점으로 대체되었다.17) 17세기 후반 이후 국제무역이 활발해지고 18세기 초 대동법이 실시되
고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술집이면서 동시에 무료숙박이 가능한 주막이 생겨나 주막거리를 형성
하였다. 19세기 중엽 이전까지 조선사회 장시는 대부분 교통의 요지인 길목에 형성되었다. 한양이나
큰 고을을 향하는 여러 갈래의 길들이 겹치는 곳에 자연스럽게 주막거리가 만들어지기도 했다.18)
이렇게 등장한 조선후기 주막은 금속화폐의 유통, 장시 발달, 농업생산력 증대, 이동인구 증가,
대동법 금납제 등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크게 활성화되었다.19) 이 곳 번암 지역은 당시에도
여섯 갈래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여서 자연스럽게 도주막거리가 생겨나고 장터가 함께 번성했다.
장터와 주막거리의 번성을 가져오게 된 번암지역의 교통체계를 다음에서 살펴보자.

14)
15)
16)
17)

김대길, 앞의 논문, 89-92쪽 참조.
송기호, 2012, 「시전과 장시」, 『대한토목학회지』 60권, 88쪽 참조.
이창식, 2001, 『한국의 보부상』, 밀알, 21-23쪽.
주영하, 2008, 「‘주막’의 근대적 지속과 분화」, 『실천민속학연구』 11권, 11쪽.(김종헌 학위논문 중 『대동지지』 번역

재인용)
18) 주영하, 앞의 논문, 15쪽.
19) 조혁연, 2015, 「조선시대 교통로와 영남선비 상경기」, 『중원문화연구』 23집,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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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개와 길을 잇는 교통의 중심

장터를 잇는 장삿길의 확보는 상업발달에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 상인들은 가능하면 빠른
길을 따라 이동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고자 하였다. 조선 후기 상업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 교통로도 행정적 의미와 군사적 의미에서 점차 경제적 의미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8세기
들어 상인들은 관청 등이 있는 관로(官路)보다 빠른 길인 상업로인 사잇길(간로間路)을 선호하게
되었다.20)

장계

장수

전주

무룡이재

수분재 수분주막

산서

동화주막

마 치
국포주

도주막
짓재

번

인
모 래

운봉

월
통영

<그림 3> 번암 지역 주변의 교통로

번암 지역은 산이 많은 산골 지역이지만 고개만 넘으면 주변의 장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이다.
남원방향은 재가 없지만 다른 방향은 재를 넘어 접근하면 되었다. 그림에서처럼 재를 넘어 6개
방향으로 주변 장터에 접근할 수 있어 상인들과 주민들의 이동이 많았다. 거꾸로 주변 고을에서
번암을 경유하여 인근의 장터나 큰 고을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교통의 중심지에서 장터가 번성하고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번암 장터에 주막거리가 생기게 된 것은 당연했으리라 본다. 지역
원로의 말을 들어보자.

“그러니께 번암이 쬐간혀긴해도 예부터 괴통의 중심이지. 장안산 무룡재서 시작해서 삼거
20) 정기범, 2008, 『장시와 교통체계』, 민속원, 「조선후기 음성지역 장시연구」, 457-458쪽(최영준의 『영남대로-한국도로의
역사지리적 연구』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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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광대동, 드랭이(동화) 사람들은 재를 안 넘꼬 남원까쟁 백리를 갓째잉, 남원장이 크기도
허고. 함양사람들도 요리 오고 우리도 송아치를 사로 함양으로 갓째잉. 아영사람들은 거의
번암장으로 오재, 과거보로가는 선비들도 여기를 지나서 마치재를 넘어서 전주로 갔응께.
암, 여기 주막거리에서 쉬었다 가재잉. 또 인월이랑 운봉으로 장보로 가고 했제잉, 거그를
갈라먼 모래재를 넘어야혀. 장수는 잘 안갔째잉, 그리도 갈라먼 수분째를 넘어야재잉. 그렁께
여기에서는 다른디를 가기도 좋코, 다른 사람들이 거쳐가기도 많이 했제. 지금은 괴통이
좋아져서 옛날맹키 다니간디잉!…….”21)

3. 도주막거리와 장터의 번성

번암의 경우 19세기 후반인 1872년의 그림의 ‘남원부지도’를 보면, 상번암 국포에 한 곳, 중번암
동화에 한 곳, 하번암 죽림에 한 곳에 주막 표시가 되어 있다. 마을의 위치와 시장의 위치의 표시에
있어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으나, 하번암의 죽림마을 도주막 옆에는 시장의 초가집(5일장이 설 때
물건의 진열과 판매에 이용되는 가건물인 듯)이 표시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당시에 번암지역에
주막과 장시가 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남원부지도에 나타난 번암방과 주막과 시장. 남원부(조선)편, 고종9년(1872)

조선 후기에 번암 지역에 장시의 발달과 함께 주막거리가 형성된 배경에는 주변의 장터를 잇는
지름길이 새롭게 생겨나면서부터이다. 언제부터인가 통영과 서울을 잇는 통영대로의 빠른 길이
21) 임*준, 87세, 두동마을, 면담(2016.7.30. 천변공원 느티나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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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나고, 남원을 거쳐야하는 관리들과는 달리 상인들이나 과객들은 함양-아영-번암-산서-임실-전주
의 길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 번암의 도주막거리에서 쉬면서 막걸리도 마시면서 피로를 풀었으리라.
일제 이전까지는 가정이나 주막에서 전통적 방식으로 양조를 했을 것이니 번암 막걸리가 그 때부터
명성을 얻었던 것 같다. 동네 어르신의 말을 들어보자.

“아, 함양에서 서울이나 전주를 갈라먼 남원으로 가먼 한참 돌아가는 것이여, 이 길로 가먼
훨씬 빠르제잉, 아, 함양에서 내치재를 넘고 아영을 지나 짓재에서 쉬었다가, 짓재에도 목을
축이고는 번암으로 내려오재, 이 밑에 새터 쪽으로 내려오면 번암 주막이 다다르재, 아, 옛날에는
조그만 재도 다 주막들이 있었지, 지금은 없어졌지만, 번암에서 산서로 가는 마치재도 쪼끄만
주막들이 다 있었재잉, 남원으로 가는 대론에도 주막이 있었재잉, 먼 길 갈라면 피곤혀잔여잉,
그렁께 여그 주막에서 쉬어가면서 막걸리도 마시고 했을꺼 아녀, 여그는 양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도 좋아서 막걸리도 유명하쟌여, 그렁께 번암 막걸 리가 유명허게 되었재잉.”22)

이 곳 번암은 1906년(광무10년)까지 남원부에 속해 있었다. 문헌에 의하면 번암장시는 용성지
(1699)에 보이지 않지만, 동국문헌비고(1770)부터 1,6일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번암장은 아마
18세기 중반부터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 『여지도서』(1757-1765)가 편찬된 당시 번암은 하번암방과
상번암방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지역민은 2,200명이 살고 있었다. 『여지도서』 당시에는 지금의
원촌에 번암원이 있었지만, 장시는 조금 윗 쪽 길들이 만나는 하번암 죽림의 주막거리에서 열렸
다.23) 임원경제지(1830)에도 1,6일에 개설된 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1699년 기록당시 모두 6곳이었
던 남원부 내의 장시의 수는 1830년 당시에는 7개소로 늘어났다.(남원읍, 오수, 아산, 산동, 번암,
동화, 횡탄 등) 1770년 기록 이래로 번암장은 현재까지 1,6일 장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24)

22) 서*순, 89세, 두동마을, 면담(2016.7.30. 천변공원 느티나무 카페)
23) 변주승 역주, 2009, 『여지도서』(보유편-전라도)48권, 240-241쪽.
24) 고성호, 2004, 「조선후기 지방장시의 분포와 특징-전주,남원을 중심으로」, 『대동사학』 3집, 54쪽. ‘남원 지역의 시기별
장시 변화’ <표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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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770년경 남원 지역의 장시 분포25)

<그림 6> 1830년경 남원 지역의 장시 분포26)

죽림의 도주막거리와 장터(구장터27))는 용림천과 백운천이 만나는 쌍수합수처인 죽림마을 입구
에 자리하게 된다. 예로부터 쌍수합수처는 길지로 여겨지는데28) 지형적으로 삼각주를 형성한다.
합수처에는 깊은 쏘가 형성되는데 양쪽 천의 수량에 따라 쏘가 옮겨다닌다는 걸음쏘가 있다. 조선
후기 여느 시장처럼 천변을 따라 아름드리 왕버드나무가 가 늘어져 있었으나 해방 직후 화재로
소실되어 지금은 한 그루의 버드나무만이 도주막가든(옛도주막이 있던 자리) 앞을 지키고 있다.
도주막 상류부의 앞을 흐르는 용림천 줄기를 목욕천이라고도 부른다. 바위가 움푹 들어가 목욕통
같아 말 그대로 목욕하는 곳이다. 원래는 도주막 위쪽으로 목욕천을 따라 수양버들이 늘어져있어
주막과 어울려 풍치가 아름다웠다. 더운 여름에는 길손들이 도주막을 찾아 더위를 식혔으며, 주막
앞은 합수천으로 물고기가 많아 막걸리의 안주감으로 일미였다 한다. 도주막 앞 징검다리 위에
‘도주막보’가 있었고 노단마을로 물을 흘려 아래쪽 들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였는데 그 들판이 ‘도주
막들’이다.29)

25)
26)
27)
28)

고성호, 위의 논문, 57쪽. 그림5
고성호, 위의 논문, 58쪽. 그림6
1928년에 개설된 노단리 요천 건너의 신장터인 시동강 시장과 구분해 부른다.
이서구가 정조 17년(1793년)에 전라감사로 부임하여 초도순시 중, 이 곳 도주막에 들러 죽림마을과 뒷산을 바라보며

장차 큰 인물(3·1독립운동 불교계대표 백용성 조사)이 나올 것이라 예언
29) 장수문화원, 2005, 『장수의 마을과 지명유래(상)』, 332-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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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번암 죽림마을 앞 도주막거리와 장터

<그림 8> 1830년경 번암 주변의 장시권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도주막거리와 장터는 길과 길이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한다.
삼각주 끝 부분에 위치한 도주막거리는 사람들이 이동하기 위해 지나가는 지역이다. 천을 따라서
길이 이어지는 삼각주 끝부분에 주막들이 들어서고 또 장터가 형성된 것은 지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히 도주막은 사람들이 장터 장꾼들과 금광에서 금광을 채굴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돈이
넘쳐나서 돈주머니→돈주막→도주막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다.30) 하지만 주막거리의
대표 주막이라는 해석도 있으며(송화섭, 견천마을 임정택), 길 옆에 있는 주막이라는 뜻으로 길도자
도주막이라는 해석도 있다(두동마을 임채준). 이 곳 죽림의 도주막거리와 구장터는 원래 교통의
요지로 5일장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번성하였으며, 일찍부터 이곳에 금광이 많아 사람들이
넘치고 주막에는 술과 노래 춤이 끊이지 않았다.31)
도주막은 국악인 명창 박초월, 박초선씨가 소리연습을 하며 후배 양성에 힘쓰면서 수년간 살다간
곳이기도 하다. 한양으로 향하는 과객이나 장사치들이 하룻밤 묵어간 곳이기도 하며 오가는 길손들
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시원한 막걸리 한 잔으로 목을 축이고 국밥 한 그릇으로 요기를 하고
엽전을 뿌려대는 곳이었다.32) 5일장인 도주막장터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집에서 기르거나 생산한
곡물과 채소를 갖고 장터로 내려와 물물교환을 하거나 농산물을 팔아 대신 생필품을 구입하였다.
소와 돼지와 같은 가축도 갖고 내려오고 철에 따라 누에고치나 잎담배말린 산나물도 거래하였다.
봇짐장수, 등짐상수들은 생필품이나 그릇종류, 죽제품, 소금 등을 팔았다. 지역 어르신들의 이야기
를 들어보자.
30) 장수문화원, 앞의 책, 358쪽.
31) 장수문화원, 위의 책, 438쪽.
32) 장수문화원, 위의 책, 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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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헌티 듣기로는, 도주막시장(구시장)에 사람들이 원체 많었다고해, 거그
에 주막이 6-7개 정도 있었다고 허고, 5일장이라 보부상들이 먹고 자기도 허고, 금광사람들도
몰려들고잉, 소는 일찌감치 함양시장에서 사갖고 저녁에야 번암에 코뚜레를 끌고 오제잉, 돼지
같은 것도 지게에 지고 내려오고, 닭도 갖고 내려오제, 아, 자기가 키운 곡석, 채소도 갖고 오고잉,
아 근디, 아무래도 도주막시장이 쌍수합처고 삼각주라 홍수가 나먼 자꾸 쫍아졌는가바, 나중에
일제때 요리 이사왔지잉, 시동강으로, 우시장이랑 도수장(도축장)도 생기고잉”33)

지방의 작은 고을에도 주막거리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주막이 유별나게 많았던 곳으로
는 장터, 큰 고개 밑, 광산촌 등이었다. 장터는 장꾼들로 붐볐고 큰 고개는 그 고개를 넘지 않고서는
목적지로 갈 수 없었기에 고개 밑 주막에서 묵어가기 일쑤였다. 도둑을 피하거나 밤길을 걷지 않기
위해 주막에서 묵지 않을 수 없었다. 광산촌은 광부들이나 상인들을 위해 주막이 생겨났다.34)
번암지역은 1900년 초부터 노단리 주변에 여러 군데의 금광이 있어 금을 채광했으며 채광된
금을 제련하기 위한 금방앗간(두동마을, 신기마을)도 운영될 정도였다. 도주막거리는 금광은 운영하
는 사람들,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련하는 사람들도 몰려들고, 장꾼들과 주민까지 어울려 주야로
주객이 성황이었다. 일제 때에는 일인들이 금광으로 몰려들어 1935년부터 금광을 장악했으며, 본격
적인 금의 채광을 위해 1939년 노단리 소재지에 변전소를 설치하게 된다.35) 번암지역은 다른 지역보
다 전기가 훨씬 빨리 들어왔으며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물품과 화폐의 유통이 활성화된 시장이
성하게 되었다.
장터는 교통의 요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터이며 물품이 유통되는 삶의 현장이다. 장터는
단순이 물건만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민중의 문화가 총체적으로 숨쉬는 곳이다 상인들은 물건의
양을 조절하기도 언술을 통해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도 한다. 또한 상인들은 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씨름, 줄다리기, 윷놀이, 남사당패놀이, 보부상놀이 등 민속행사를 벌이기도 한다. 구경거리를 제공
하여 장꾼을 불러 모으는 이른바 ‘난장을 틀기도’ 했다.36) 특히 이 곳 번암장에서도 난장이 열리면
윷놀이, 씨름은 물론이고, 약장사, 서커스 등 좋은 구경거리가 있었다 한다.
번암지역 장터에서도 이 같은 문화 전승 행위들이 주막거리 장터에서 또 나중에는 시동강 장터로
계승되어왔다. 난장은 단오, 백중, 추석, 대보름, 설날 등의 절기나 명절을 앞두고 열렸으며, 특히
추석이나 설날 전에는 대목장이 열려 성황을 이루었다. 이 때 주민들은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라,
33)
34)
35)
36)

임*준, 87세, 두동마을, 면담(2016.8.3. 자택)
배도식, 1993, 『한국 민속의 현장』, 집문당, 23쪽.
장수문화원, 앞의 책, 357쪽.
이창식, 앞의 책, 66-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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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만난 이웃, 친척, 친구들과 정담도 나누고 술도 얼큰하게 마시고 난장의 재미도 함께했다.

Ⅳ. 도주막거리, 근대 시장으로 분화하다
1. 새로운 장터 시동강 시장

새로운 장터인 시동강 마을은 원래 시장마을과 동강마을이 자연스럽게 합쳐져서 형성된 마을이
다. 동강마을은 나지막한 산 아래라는 뜻으로 일명 동네터로 불리었으며, 시장은 말 그대로 시장마
을로 자연스럽게 한 마을이 되었다. 1927년에 시장개설 허가를 받아 1928년 2월1일을 시작으로
1,6일 5일장인 번암시장37)으로 개장되어 번창일로를 거듭한다. 개설 당시 시동강 시장은 요천 천변
에 위치하였다.38) 이 시동강에 개설된 번암장은 인근의 장보다 유명한 장터로 1935년-1950년대
번암광산과 함께 전성기를 누렸다. 인근에는 우시장을 비롯한 가축시장도 열려 도수장거리(도축장)
와 소전거리(가축시장)도 생겨났다.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몰려들어 각종 농산물과 생필품 교환도
활발하였다.39)

2. 시장 분화, 옛장터 도주막거리의 쇠퇴

조선시대 주막은 18세기에 들어와서 교차로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고, 19세기
중엽 이후 자연스런 모습으로 정착된다. 적어도 19세기까지의 주막거리는 장시의 중심이 되었고
20세기 초까지 전통적인 형태의 주막은 술과 음식과 숙박을 겸하는 통합적인 기능을 해왔다. 근대적
인 산업과 상업이 시작되면서 주막 역시 근대적 형태로 분화되기에 이른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
주막은 국가체계에 포섭되면서 통합적인 기능이 분화되거나 새로운 양상을 띠면서 1960년대까지
명맥을 유지한다. 이제 주막 대신 술을 주로 파는 주점(酒店)이나 선술집들이 생겨나게 된다. 1916년
에는 ‘주세령’이 제정돼 일반인의 주조 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주막이나 주점은 그 수가 해마다 줄어
들게 된다.40) 일제는 주세법과 각종 규칙 등 근대적 법률의 적용하여 주막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37) 1928년에 발간된 『한국근대읍지』 48권 ‘장수읍지’에는 ‘노단시(장)’으로 표시되어 있다.
38) 조금 위에 위치한 죽림의 주막거리 삼각주에서 용림천과 백운천이 합수되어 요천상류가 된다. 1984년 큰 홍수로
시동강시장과 건너편 노단리 상가가 수몰되기도 한다.
39) 장수문화원, 앞의 책, 354쪽
40) 조혁연, 2014, 「대한제국기 진천군의 주막 입지와 경영」, 『역사와 담론』, 72호, 103-104쪽(조선후기나 대한제국시기에
도 주막에 주세를 특별세로 부정기적으로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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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막은 숙박 기능은 사라지면서 전문술집으로 바뀌는 근대적 분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41)
이 곳 도주막거리의 주막들도 20세기 초를 지나면서 서서히 쇠퇴의 길은 걷는다. 장시가 근처의
시동강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1910년부터 시장조사를 통해 시장세를 부과하고 ‘시장규
칙’(1914년)을 공포하여 시장을 줄이고 상인 활동을 통제하여 상권을 장악하려 하였다. 그러나 장시
의 견고한 농촌사회구조로 인해 시장활동은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활발하게 확대되었다. 나중에
총독부는 사회교육사업이나 체제선전 및 교화의 실시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42)
원래 장터는 읍, 면의 간선도로변이나 하천변, 제방 빈터에 주로 개설되었었다. 그러다보니 장터
는 수해에 노출되고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가 끊이질 않았다. 또한 소재지에 인구가 집중되가 물자
교육이 증가하면서 시장은 갈수록 협소해지고 위생도 좋지 않았다. 이를 빌미로 1920-30년대에
이르러 일제는 시장을 정비하고자, 도지사로 하여금 시장 확장·이전을 허가하도록 한다.43)
시동강으로 확장·이전한 번암시장은 처음엔 천변 공터로 조성되어 장날에 상인들이 좌판을
벌이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면서 주변에 주점(선술집)이 3군데 들어서게 된다. 이제 예전의
도주막시장은 몇 군데의 주막만이 도주막거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옛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동강 시장 위쪽에 우시장도 들어서게 된다. 1930년대 가축거래는 병설 우시장에서 축산조합
의 중개를 통해 거래되었다. 일제는 시장을 확장·이전시키고 병설 우시장을 운영케하여 시장세는
물론 우시장 사용료, 중개수수로 등의 세원을 확보하려 했다.44)
도주막 장터나 주막에서는 아마도 주막이나 가정에서 양조한 전통막걸리를 주로 마셨지만만,
이제 시동강 신시장터에서는 새로운 주점이 생겨나고 마시는 술도 다양해져 막걸리를 주로 마시다
가 나중엔 소주도 들어오게 된다. 일제강점기에 주세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개인양조보다 면허를
취득한 양조장에서 생산된 막걸리가 대량으로 유통되었다. 실제로 이 시기에 번암지역 동화리,
노단리 두 곳에 양조장이 있었다. 그러다가 지금은 동화주조장은 없어지고, 번암주조장이 막걸리와
동동주를 대량생산하면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 주민의 말을 들어보자.

“저 우에 도주막시장에 주막이 여러군데 있었다고 어른들헌티 들었어요, 나중에는 박초월
이 소리도 가르치고 했지요. 사람들이 도주막에서 쉬어 갔다고도 했어요. 우리는 어려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는 장날인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데요. 아메 선술집인가 서울집도 있었고
잉, 부산집, 남원집도 있었고요.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또 방이 따로 있어서 담배를 수매할
41)
42)
43)
44)

주영하,2015, 『음식인문학-음식으로 본 한국의 역사와 문화』, Humanist, 205-214쪽 참조
허영란, 2012, 『일제시기 장시 연구』, 역사비평사, 50-58쪽.
허영란, 앞의 책, 123쪽.
허영란, 위의 책,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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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사람들이 자고도 그랬지요. 서울집은 여그 시동강 시장에, 부산집, 남원집은 다리 건너
에 있었지요. 전부터 금광 사람들도 많고 상인들도 많고잉, 한 70년대 초까지도 엄청 돈이
돌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술먹고 노름도 허고, 거그다 해방전부터 누에고치나 잎담배 수매가
있으멍, 거 감정하는 사람들이랑 지역 사람들이 어울려 몇날 몇칠을 마시고, 먹고 자고 그랬지
요. 막걸리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옹기 소주도 들어오고 그랬지요. 그리도 암만해
도 막걸리를 사람들이 많이 마셨지요.”45)

“시동강 시장은 원래 천변 장터였는디, 무슨 건물은 없었고, 장날이면 상인들도오고 주민들
이 몰려들제, 장날이 되면 상인들이 치알을 치고 좌판을 벌리고 물건을 팔고그랬지, 우시장이
있었고 돼지도 많이 갖고 나왔어. 그때부터 장수에 소, 돼지가 유명했는가벼, 추석과 설날
대목이면 사람들이 많어서 장터를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였제, 난장에 한 번씩 황소를 걸어놓
고 씨름 대회가 열리면, 함양같은디서 씨름꾼들이 몰려와서 난리였제. 담배수매 때가 되면
한달 가까이 여그서 수매를 허고잉, 팥도 많이 생산되어서 갖고 나오고, 그 후 물난리가
나고는 천변 시장은 없어져버리고 지금 천변공원 자리에 2층집을 지어줬는디, 도로변에서
장이 열렸제, 길가집은 말하자먼 상설 점포를 열기도 혔지. 이발소, 술집, 구멍가게(수퍼),
순대집, 분식점, 음식점, 신발집, 문구점. 지금은 두어 집만 있고 없어졌제.”46)

한동안 번성했던 도주막시장이 이 곳 시동강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쇠퇴하게 되는데 그 몇 가지
요인을 정리해보자.
첫째, 도주막 시장은 18세기 중엽 쯤 길이 만나는 교차로인 죽림마을 앞 용림천가에서 시작되었
다. 용림천과 백운천이 만나는 삼각주에서 농산물과 생필품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점차 상인들과
과객들이 길을 가다가 쉬고, 자고, 먹는 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막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나
도주막거리 골목을 중심으로 협소한 삼각주 하단에서 장이 열렸지만, 홍수로 인해 장터가 유실되면
서 삼각주 시장이 협소해져 불편이 커졌다.
둘째, 일제는 장시 개시일을 줄이고 시장을 감축하여 상권을 장악하려 했고, 우리의 전통 장시와
주막거리를 ‘낡고 타락한 곳’이라 여기면서 일방적으로 시장활동을 통제하려 했다. 그와 같은 정책으
로 이 곳에도 1927년 근대적 시장의 개설을 명분으로 시동강에 새로운 시장개설을 허가하게 된다.
셋째, 일제 강점기에 번암-남원간, 번암-장수간 도로의 폭이 넓어져 사람들이 접근이 쉬워지고,
45) 장*노, 78세, 시동강마을, 면담(2016. 7.30. 자택)
46) 임*창, 78세, 윗섬뜰(옛 시장터상인), 유선통화(20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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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나 누에고치 수매가 많아지고, 광산의 금채굴이 늘어나면서 면소재지에 인구의 유입이 집중되
었다. 이로 인해 협소한 도주막 시장에서의 상업활동이 불편해지고 혼잡해졌을 것이다. 대부분
지역주민들은 보다 넓은 지역에서의 교역활동을 원했을 것이다.
넷째, 해방 직후에 도주막거리에 화재가 발생하여 초가주막이 대부분 타버리고 도주막거리 천변
을 따라 늘어졌던 아름드리 버드나무도 대부분 소실되었다. 60년대까지도 두어 채의 주막과 불에
탄 버드나무가 남아있었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버드나무 한 그루와 ‘도주막가든’이 자리하고 있다.

3. 오늘날의 번암 장터의 모습

시동강의 번암 시장은 개설 당시에는 천변터에 5일장이 열리기 시작하여 1950년대에는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목조, 함석점포 12동을 신축하였다. 1984년 폭우로 시장 전체가 침수되어 기존의
시설물이 완전 철거되었다. 군·관·민의 도움으로 낮은 시장자리를 높게 성토하여 콘크리트 2층
건물로 4개동 35세대 건물이 신축으로 시장사람들과 지역주민들이 입주하였다. 5일장은 장터 도로
주변에서 열려왔지만 최근에는 5일장의 시장활동 위축과 함께 노후된 건물마저도 철거되었다. 그
동안 장터 건물에서 살던 35세대 주민들은 인근의 윗섬뜰, 동강마을, 견천 마을로 이사를 갔다.
지금은 옛 장터 자리에 2015년에 새로 조성된 천변공원에 지역주민들의 소통공간, 문화공간을 제공
하는 멋진 2층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제 사람들은 장터가 아닌 대형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한다. 도로가 좋아지고 자가용이 보급
되어서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도 번암에서는 1, 6일에 5일장이 열린다. 옛날 번암시장 장터
그 자리에서. 옛날처럼 문전성시 모여든 사람들이 막걸리를 마시고 흥청거리고 장을 구경하는 모습
은 볼 수 없다. 다행인지 아직도 남원 장꾼들은 번암 장터를 찾는다. 옛날처럼 봇짐, 등짐이 아닌
트럭에 물건을 싣고 온다. 생선을 싣고 온 트럭, 이런 저런 생활용품을 싣고 온 트럭, 채소를 싣고
온 트럭, 또 가끔은 강아지를 팔러 온 상인도 있다. 모두 길가에서 판을 벌이고 있다가 하루 종일도
못 기다리고 사람들이 뜸한 점심 때 쯤 짐을 정리하여 떠난다.
지금 옛 장터는 ‘천변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2층 건물에서는 인문학 강의가 열리고
영화를 감상하는 시설이 있고, 성악공연, 소리공연하는 실내 공연장도 갖추어져 있다. 건물 앞 요천
이 바라보이는 곳에는 야외 공연장도 만들어 지역 축제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옛 날의 장터나

난장은 더 구경할 수 없지만, 옛 장터에서 행해졌던 교역, 오락, 문화 공간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지금의 죽림마을 앞 도주막거리와 시동강 장터는 옛 사람들의 삶의 공감할
수 있는 곳으로 남아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사라져가는 지역의 문화를 다시 추억할 수 있는 지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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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컨텐츠도 개발되어 전통의 맥이 이어졌으면 한다.

Ⅴ. 맺음말
장수 번암 지역은 고려말 이성계가 황산전투를 위해 행군했던 진군길인 ‘장수별로’가 지나는 길이
다. 조선 후기에 번암길은 주요 도로망 중 ‘통영별로’ 인근에 있으면서, 남원을 거치지 않고 전주로
바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또한 구한말에는 동학농민군과 항일의병들이 이동했던 길이었다. 이처럼
번암지역은 시골의 작은 고을이지만 교통의 중심지였다. 산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고개만 잘 넘으면
인근 고을로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이기도 했다.
장꾼들은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고자 지름길이나 샛길을 이용했다. 번암에도 18세기 중엽부
터 5일장이 정착되면서 남원부 인근에서 제법 큰 시장권을 형성했다. 장날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
이 1, 6일이다. 상인들과 큰 고을로 가는 과객들이 붐볐으며 길이 저물면 이 곳 도주막거리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고향 생각과 함께 쉬어간다. 장꾼들도 장날에 지친 심신의 피로를 풀면서 다음
장을 준비한다. 이처럼 도주막거리 장터는 사람과 사람을, 지역과 상품과 문화를 연결해주는 삶의
공간을 제공했다. 그후 도주막장터는 잦은 홍수로 인해 시장이 협소해지고 또한 일제의 시장정리
정책으로 지금의 시동강으로 1928년에 이전되면서 급속히 쇠퇴한다.
새롭게 들어선 시동강 시장은 면소재지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게다가 담배
와 누에고치 생산이 늘어나고 주변에 금광채굴이 일본인들에 의해 본격화되고 전기가 들어오게
된다. 시장에는 도주막거리의 주막을 대신하는 주점들이 생겼으며, 광부들과 농민들 그리고 농산물
검사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이 지역 맑은 물로 만든 막걸리는 대량으로 생산되어 소비되었고
나중에는 옹기 소주까지 들어오게 된다. 죽림의 도주막장터와 달리 시동강의 시장은 상설과 5일장을
겸하는 시장으로 전환되었고, 상가건물을 사용하는 상인들, 우시장을 이용하여 가축을 거래하는
농민들, 막걸리를 만드는 주조장집은 모두 중요한 일제의 세수원이었다.
오늘날 번암 5일장 시장은 옛날의 그 자리에 1,6일 변함없이 열린다. 그러나 막걸리를 마시고
문전성시 흥청거리며 장날을 구경하던 사람들의 낭만적인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다. 시장상인들과
지역주민이 살던 옛 시장건물은 철거되고, 대신 잘 조성된 ‘천변공원’이 자리한다. 다행히도 지금
그 천변공원에선 야외 무대가 있어 지역민들의 축제공간으로 이용된다.
1년 전에 완공된 멋진 2층 건물에는 제과점을 겸한 카페가 있고 한 켠엔 음식점도 자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문화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2층에 자리한다.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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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렀지만 옛 사람들의 삶의 공간에서 지금도 옛 주막과 장터를 추억할 수 있는 지역문화활동이
열리고 있다.
이 글은 앞으로 더 진전된 연구를 위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주민의 구술자료가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번암권 주막과 장터에 관한 1차 자료의 조사가 필요하다. 다른 지역의
주막과 장시 연구에 중요 자료로 활용된 대한제국 토지조사자료인 ‘광무양안’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
로 번암 중심 상권이 지역문화의 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보완되어야
한다. 끝으로 연구와 관련된 지역(고개, 장터, 주막, 인근지역 장터)을 직접 답사하여 현장감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주막과 장터의 문화사적 고찰 –장수 번암 도주막거리와 시동강을 중심으로–_구본술

153

■참고문헌■

자료
남원문화원, 1991, 『황산대첩과 유적』.
옛길박물관, 2014, 『길위의 역사, 고개의 문화』.
임실문화원, 2002, 『정재이석용 선생 문집:호남창의록』.
이창식, 2001, 『한국의 보부상』.
변주승 역주, 2009, 『여지도서』(보유편-전라도).
장수문화원, 2005, 『장수의 마을과 지명유래(상)』.
배도식, 1993, 『한국 민속의 현장』.
주영하,2015, 『음식인문학-음식으로 본 학국의 역사와 문화』.
허영란, 2012, 『일제시기 장시 연구』.

논저
김숙정, 2010, 「서부경남 유교문화의 전파와 권역형성」,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대길, 2012, 「조선후기 장시 발달과 사회·문화 생활 변화」, 『정신문화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배도식, 1982. 「옛 주막의 민속적 고찰」, 『한국민속학』 15집, 한국민속학회.
송화섭, 「전북교육연수원,장수의 역사문화생태 자원으로 생생한 교육과정 만들기」, 『전북교육
2016-287』.
장현근, 2016, 「살아 숨쉬는 항일항쟁의 숨결」, 위의 책(전북교육2016-287).
장현근, 2015, 「체험을 통한 역사 바르게 알기」, 『전북교육2015-429』.
송기호, 2012, 「시전과 장시」, 『대한토목학회지』 60권, 대한토목학회.
주영하,2008, 「‘주막’의 근대적 지속과 분화」, 『실천민속학연구』 11권, 실천민속학회.
조혁연, 2015, 「조선시대 교통로와 영남선비 상경기」, 『중원문화연구』,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정기범, 2008, 「조선후기 음성지역 장시연구」, 한국문화원연합회.
고성호, 2004, 「조선후기 지방장시의 분포와 특징-전주,남원을 중심으로」, 『대동사학』 3집, 대동사
학회.
조혁연, 2014, 「대한제국기 진천군의 주막 입지와 경영」, 『역사와 담론』, 72호, 호서사학회.

155

문화유산으로서 전통술[傳統酒]의
가치와 보전․활용 방향
류호철
안양대학교

차

례

Ⅰ. 전통술[傳統酒]의 개념
Ⅱ. 문화유산으로서 전통술의 의미와 가치
Ⅲ. 무형문화재로서 전통술 보전과 그 한계
Ⅳ. 전통술의 보전․활용 방향과 그 의미

Ⅰ. 전통술[傳統酒]의 개념
알코올(alcohol) 성분이 들어 있어서 마시면 사람을 취하게 하는 음료를 총칭하여 술(酒)이라고
한다. 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주세법(酒稅法)」에서는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는 주정(酒精)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주류(酒類)로 정의하고 있다.1) 그 중 전통술(傳統
酒)은 ‘그 지역, 또는 그 나라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져 온 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술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①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②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③ 그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등 세 가지를
1) 「주세법」 제3조 정의 제1호. 전통술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정의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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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술을 전통주와 한국주로 나누어 부르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우리만이 빚어 마시는 술을 총칭하여 ‘한국주(韓國酒’)라고 하고 여기
에는 민속주와 약주, 탁주, 증류식․희석식 소주, 전통리큐르를 모두 포함하여 말하며, 전통적인 제조
법을 근간으로 하여 빚은 술을 ‘전통주’이라고 부르면 적당할 것이라고 제안한 것이다(배중호, 1995:
17).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것은 아니라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것으로 한국적 특색을 가진 술을 한국주(韓國酒)라는 더 넓은 개념으로
포괄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주목할 만하다. 전통술을 바탕으로 오늘날 상황에 맞추어 새롭게
개발하거나 변형한 것은 전통술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우나 우리 술인 것은 분명하므로 재료와 기법,
도구 등을 과거와 같이 하여 제조한 전통술에 이런 것들을 더하여 한국주 또는 한국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술을 재창조하고 현대화함으로써 그 지평을 넓히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문화유산으로서 전통술의 의미와 가치
전통술은 적어도 수 세대 이전에 시작되어 오늘에 이어져온 문화유산이다. 그렇기에 문화유산으
로서 전통술은 그것이 형성되고 유지되어온 사회 속에서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서 풍부한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축적해왔다.
첫째로, 전통술은 그것이 형성되고 유지되어온 긴 기간에 걸친 역사를 담고 있다. 수많은 사회적
사건들이 술 제조에 영향을 미쳤고, 그렇기에 전통술은 시대의 산물로서 역사성을 갖는다. 고려
후기에는 장기간 동안 고려에 침입해서 정치에 간섭하고 문화에 영향을 미친 몽고로부터 증류주
제조 기법이 도입되어 소주(燒酒)를 만들게 되었다. 특히 몽고의 기지가 있었던 개성, 안동, 제주에서
는 소주가 특히 성행하였다(강호정, 2009: 15). 한편 일제강점기에는 곡자를 분말로 만든 입국(粒麴)
을 써서 소주를 빚은 데 비해, 해방 이후에는 미국에서 들여온 옥수수분을 원료로 흑곡 곡자를
만들어 사용했다(강호정, 2009: 16). 또한 1965년에 ‘순곡주 제조 금지령’이 내려지고 1966년 8월부터
는 아예 소주와 청주, 탁주를 포함한 모든 술을 쌀로 빚지 못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이 시행되어
쌀 대신 외국에서 수입한 밀가루나 옥수수를 쓰게 되었는데, 그 결과 탁주보다는 소주, 증류식
소주보다는 희석식 소주를 만들게 되었다(최준식, 2004). 이러한 변화는 모두 사회적 상황이 전통술
이라는 문화적 현상에 영향을 미쳐서 일종의 문화변동을 일으킨 것으로, 이처럼 무형문화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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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술은 긴 시간에 걸친 역사성(歷史性)을 갖는다.
둘째로, 전통술은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준다. 전통술은 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과 누룩을 원료로 제조하는데, 여기에 쓰이는 농산물은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컨대 1905년 소주 제조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 지방은 소주 마시는 시기가 5-10월경으로
3월경에 쌀로 술을 익혀 5월경에 수요에 따라 증류하여 37도의 소주를 생산했다고 한다(강호정,
2009: 16). 이에 비해 평양에서는 대개 곡자와 수수로 밑술을 빚어 증류하여 35-40도의 소주를 얻었
다(조정형, 1991: 59). 지역에 따라 원료가 달라지니 술의 종류가 달라지고 빚는 방법과 시기도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여기서 문화적 다양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원료를
써서 술을 빚는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그 원료를 사용해 만드는 술의 종류가 다른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지역마다 기온 등 기후가 서로 다른 데 기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주는 춥고 잡곡이 많이
생산되는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지방에서 많이 만들어졌고, 여름에는 더위로 약주를 빚을
수 없는 남부지방에서 많이 빚어졌다(강호정, 2009: 15).
17세기 중반(1670년 경)에 쓴 『규곤시의방(閨壼是議方: 음식디미방)』2)에는 51종에 달하는 술 제
조 방법이 실려 있고, 서유구(徐有榘)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3)에는 200종이 넘는 술 제조법이
담겨 있다. 이 외에도 빙허각(憑虛閣) 이씨(李氏)가 1809년에 저술한 『규합총서(閨閤叢書)』4)와 저자
를 알 수 없으나 술 만드는 방법에 관한 책으로 1837년경에 전라도에서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양주방(釀酒方』 등 여러 문헌에도 각기 수십 종에 이르는 술 제조 방법이 소개되어 있어서 전통술
의 문화적 다양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일제에 의해 가양주 등 자유로운 술 제조가 통제되던
시기에 조사․발간된 『조선주조사(朝鮮酒造史)』5)를 통해서도 이 시기 전통술의 다양성을 볼 수 있다.
셋째로, 전통술은 조상들의 전통지식(傳統知識)과 지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보고(寶庫)이
다. 술을 제조할 때는 기본적으로 발효(醱酵)라는 화학적 과정을 거쳐야 하며, 증류주는 발효된
밑술을 다시 증류(蒸溜)해서 얻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주가 발효(醱酵)와 증류(蒸溜) 등의 원리와
2) 조선 후기 이시명(李時明)의 부인인 정부인(貞夫人) 안동장씨(安東張氏)가 한글로 요리명과 요리법을 쓴 조리서로,
책 표지에는 한자로 ‘閨壼是議方’이라고 쓰여 있고 본문 첫줄에는 한글로 ‘음식디미방’이라고 쓰여 있다. 이에 따라
이 책을 『규곤시의방(閨壼是議方)』이라고도 하고 『음식디미방』이라고도 한다.
3) 19세기 초반, 실학자 서유구(徐有榘)가 저술한 백과사전으로 113권 52책으로 되어 있으며, 총 16개 분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어서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라고도 한다. 이 중 술에 관한 내용은 권41∼47에 해당하는 정조지(鼎俎志)
에 실려 있다.
4) 『규합총서』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저술한 서유구의 형수(兄嫂)인 빙허각(憑虛閣) 이씨(李氏)가 1809년에 자신
의 생활 지식과 실학서의 내용을 아울러서 쓴 가정 백과사전이다.
5) 일제는 1905년 4월부터 4년간 ‘주류실태조사(酒類實態調査)’를 실시하고 이후 1909년 2월에 「주세법(酒稅法)」을, 1916년
에 「주세법」을 개정한 「주세령(酒稅令)」을 시행하여 술을 대상으로 식민지 수탈을 강화하고 술 제조를 통제하였다.
『조선주조사(朝鮮酒造史)』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1907년부터 1935까지 조선의 술 제조와 유통에 관해 조사하여 1935년
에 조선주조협회(朝鮮酒造協會) 이름으로 발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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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과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뜻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에 관한 전통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효와 증류 등전통술에 담긴
전통지식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이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누구든 직접 실행해볼 수 있는
것이며,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내용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자원으로서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넷째로, 전통술은 왜곡된 역사와 굴절된 문화를 바로잡아 전통문화를 회복하고 그것을 무형문화
재로 보전할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유산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러 역사기록을 통해 조선
후기까지도 우리 전통술은 가양주(家釀酒) 문화를 바탕으로 더없이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일제강점기를 당하면서 가양주를 비롯한 전통술은 「주세법」과 「주세령」 등 식민지 수탈을
목적으로 한 일제의 강압적 수단에 의해 사실상 단절된 채 수십 년을 보냈다. 그런데 이때의 전통술
말살과 술 획일화는 자연스러운 문화변동이 아니라 외부의 강제력에 의한 비정상적인 문화적 굴절
이며, 특히 일제에 의한 전통술 단절은 역사 왜곡이자 전통문화 파괴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술은
되살리고 그것에 녹아있는 의미와 가치를 키워서 이어나가야 할 문화유산이며, 그렇게 하는 것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극복하고 굴절된 전통문화 회복하는 일이다.
다섯째로, 전통술은 오랜 기간을 거쳐 오늘이 이른 문화유산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무형문화재로서 술 빚기의 결과물인 전통술과 그것을 제조하는 과정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용 자원이 되며, 한국적 특성으로 가득 찬 전통문화이자 문화유산으로서 세계
속에서 한국문화를 보여주는 문화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전통술과 그것에 얽힌 역사
와 이야기 등 문화는 다양한 장르에서 창작 소재로 활용하기에도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 이처럼
전통술은 단순히 과거 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옛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러 측면에
서 다양한 의미와 활용 가치를 갖는 문화적 자원이다.

Ⅲ. 무형문화재로서 전통술의 전승과 한계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조선 후기에 저술된 여러 문헌을 통해 전통술의 전승 및 발전 양상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 식량이 부족하던 시대를 보내면서 전통술은 대부분 단절
되고 극히 일부만이 명맥을 이어왔으며 일부는 과거의 경험과 구전, 기록 등을 통해 재현(再現)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전승되어온 전통술 중 그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하고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술은 다음과 같다.

문화유산으로서 전통술[傳統酒]의 가치와 보전․활용 방향_류호철

159

<표 1> 전통술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6)

연번

지정

명칭

종류(제조방법)

전승 지역

문배주

증류주

서울시

면천두견주(沔川杜鵑酒)

발효주

충남 당진시

3

경주교동법주(慶州校洞法酒)

발효주

경북 경주시

4

서울송절주(서울松節酒)

발효주

서울시 서초구

1
2

국가

5

서울특별시 삼해주(三亥酒)

발효주

서초구

6

향온주(香온酒)

증류주

송파구

계명주(鷄鳴酒, 엿탁주)

발효주

남양주시

7

경기도

남한산성소주 제조기능(南漢山城燒酒 製造技能) 증류주

광주시

충주 청명주(忠州淸明酒)

발효주

충주시

보은 송로주(報恩 松露酒)

증류주

보은군

청주 신선주(淸州 神仙酒)

발효주(청주)/증류주

청주시

발효주

대덕구

한산소곡주(韓山素穀酒)

발효주

서천군

계룡백일주(鷄龍百日酒)

발효주

공주시

아산연엽주(牙山蓮葉酒)

발효주

아산시

16

금산인삼백주(錦山人蔘白酒)

증류주

금산군

17

청양구기자주(靑陽枸杞子酒)

발효주

청양군

발효주

달성군

김천과하주(金泉過夏酒)

발효주

김천시

안동소주(安東燒酎)

증류주

안동시

안동송화주(安東松花酒)

증류주

안동시

함양 송순주

발효주

함양군

향토술담그기(송순주)

발효주

김제시

향토술담그기(이강주(梨薑酒))

증류주

전주시

향토술담그기(죽력고)

증류주

정읍시

26

향토술담그기(송화백일주)

증류주

완주군

27

해남진양주(海南眞釀酒)

발효주

해남군

진도홍주(珍島紅酒)

증류주

진도군

보성 강하주(寶城薑荷酒)

발효주

보성군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城邑民俗마을오메기술)

발효주(탁주)

서귀포시

고소리술

증류주

서귀포시

8
9
10

충청북도

11
12

대전광역시 송순주(松筍酒)

13
14
15

18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하향주(荷香酒)

19
20

경상북도

21
22

경상남도

23
24
25

28

전라북도

전라남도

29
30
31

제주도

2016.06.30. 기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술은 문배주 등 국가무형문화재 3건, 한산소곡주(충남
서천군) 등 시·도무형문화재 28건 등 전국 11개 시·도에 걸쳐 총 31건이다. 이러한 현실은 전승되
고 있는 전통술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문화적 다양성은 그만큼 황폐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자연스럽게 일상화된 생활 속 문화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6)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 중에서 전통술에 속하는 것을 뽑아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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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얻기 위한 상품으로 생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일제강점기와 식량 부족 시기에 단절되었
던 풍부하고 다양한 가양주 문화를 거의 회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품화된 전통술에서도
역사적․문화적 왜곡과 굴절을 극복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표 2> 2014년 국내 주종별 출고량 현황(단위: ㎘/백만 원)7)

주종

전통술

출고금액

탁주

2,260

2,971

약주

472

4,021

증류식소주

239

2,939

일반증류주

10

318

리큐르

58

604

3

38

합계

3,042

10,891

맥주

2,055,761

-

957,656

-

3,808,167

9,126,908

기타주류

일반주류

출고량

희석식소주

주류 전체

전통술은 국내에서 생산된 전체 술 출고량 대비 약 0.08%, 전체 출고금액 대비 약 0.12%를 차지하
는 수준이다. 전통술이 아닌 맥주와 희석식소주가 전체 주류 출고량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고, 전통술 중에서는 탁주가 단연 많은 출고량을 보이고 있지만 맥주나 희석식소주 등 일반주류와
는 비교하기 어려운 수치이다. 전통술은 그만큼 우리 일상에서는 거리가 있는 술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 등에서 생산되는 값비싼 외국 술 이름에는 익숙하고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면세점
등에서 그런 외국산 고급술을 구입해오는 것을 당연히 하는 관행(慣行)으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다.
이에 비해 일부 고령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장년 세대에게는 <표 2>에 정리된 무형문화재로 지정
된 전통술 중에서 그 이름을 아는 것이 몇 안 될 정도로 인식이 낮고 낯선 것이 현실이다. 문화적
관점에서 전통술은 단지 ‘이름 모를 옛날 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전통술을 되살리고 활성화
하는 노력은 그것을 사업화하는 데에 집중되고 있다. 전통술을 생산하고 나누고 소비하던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늘리려는 경제적 활용에만 천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통술이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활용에만 집중하는 것은
극히 단편적인 활용에 그치는 것이다. 문화유산으로서 전통술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양한
7) 국세청, 2015, 「국세통계연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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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가치를 가지며, 이것은 전통술을 그만큼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단순히
경제적 부가가치를 목적으로 한 활용에서 벗어나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되살려 문화생활을 풍부하
게 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본질적 가치에 충실한 여러 방면에서의 활용을 시도할 때 그러한 가치를
현실화하고 보전 기반도 강화할 수 있다.

Ⅳ. 전통술의 보전․활용 방향
전통술이 무형문화재로서 제 가치를 온전히 현실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되살릴 수 있는
다양한 활용을 추구해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무형문화재인 ‘술 제조, 술 담그기’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전통술을 상품화하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데에만 집중하는 활용으로는
전통술 제조를 둘러싼 문화를 되살릴 수 없으며, 그에 관한 문화적 의미를 현실화하기도 어렵다.
문화유산으로서 전통술 보전과 활용이 이러한 수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그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활용 방법과 형태 다양화가
한 가지이고, 상업적 활용과 볼거리 중심 활용에서 의미 중심 활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다른 한
가지이다.
우선 문화유산으로서 전통술 활용 방법과 형태 등을 다양화해서 그 가치를 여러 방면으로 확장해
야 한다. 문화유산 활용은 목적과 형태, 방식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우선 목적을
기준으로 ① 문화유산 향유, ② 교육적 활용, ③ 학술적 활용, ④ 지역적 활용, ⑤ 경제적 활용,
⑥ 세계적 활용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문화유산 향유는 관람과 감상 등을 통해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의미 등을 누리며 즐거움을 얻는 것을 말하고, 교육적 활용은 학교교육이나 성인교육을
통해 문화유산에 담긴 전통적 지식과 지혜 등을 발견하고 나누는 것을 말한다. 학술적 활용은 문화
유산을 학술적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을 뜻하며, 지역적 활용은 문화유산 보전 활용을 통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등 문화유산을 구심점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적 활용은 문화유산을 관광자원 또는 2차적 장작 소재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말하고, 세계적 활용은 문화유산을 통해 세계 속에서 국가적․민족적 위상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이 외에도 문화유산 활용은 그 형태를 기준으로 ① 단독 활용, ② 연계 활용, ③ 융․복합 활용
등으로, 활용 방식에 따라 ① 원형 활용(현재화), ② 변형 활용(현대와)으로, 또는 ① 1차적 활용(직
접 활용), ② 2차적 활용(간접 활용) 등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문화유산은 다양한 형태와

162
방법으로 활용을 모색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으로서 전통술은 여러 방향으로 활용 가치를 갖고
있다.8)
다음으로 전통술이 갖는 문화적 의미 등 본질적 가치를 현실화해야 한다. 문화유산이 유산(遺産)
인 것은 과거의 것이 오늘에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에 그 문화유산이 살아있는
문화현상으로 행해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문화유산을 살아있는 문화로 실천할 때 그것이 갖는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누릴 수 있다. 문화유산을 단순히 관람하고 구경하는 대상이자 객체로만
머무르게 해서는 그것에 담겨있는 ‘문화’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없다. 남이 빚어놓은 상품화
된 전통술을 마셔보는 것으로, 나아가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등 전통술 제조자가 술 빚는 과정을
일부 지켜보는 것은 무형문화재로서 전통술이 갖는 본질적 가치를 누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문화유산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그 문화유산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문화유산이 살아있는
문화로 유지되던 당시의 주체가 되어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때 감정이입이 일어나고
문화유산이 갖는 본질적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문화유산이 그것을 향유하려는 사람에게 객체로서
대상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유산이 같은 한 맥락 속에서 어우러질 때에야 문화로
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 문화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과
하나가 되어 직접 체험하고 실천해야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有機體)인 것이다.

8) 이상 문화유산 활용 유형 분류에 관해서는 류호철, 「문화재 활용의 개념 확장과 활용 유형 분류체계 구축」, 『문화재』
제47권 제1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11~14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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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세계>의 서사 구성방식과 그 의미

이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차

례

Ⅰ. 서론
Ⅱ. 6대 선조담의 줄거리 및 단락별 서사의 정리
Ⅲ. <고려세계>의 서사 구성방식의 특징과 의미
Ⅳ. 결론

Ⅰ. 서론
고려 태조 왕건의 6대 선조의 이야기는 <고려사>의 世家의 앞에 실린 <고려세계>에 전하며,
金寬毅의 <編年通錄>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高麗世系>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왕건의 6대조
신화이면서도, 특이하게 선조들만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았고 시조 왕건은 구체적인 서사에 등장
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6대 선조 이야기는 고대 건국신화와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많다. 게다가
12세기 역사시대에 제작된 것이기에 신화가 가지는 神聖性이 현저하지 않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초기 연구는 <고려세계>에 전시대 설화가 수용된 양상을 살피고 그 속에
담긴 풍수도참사상과 같은 전통 민간신앙의 흔적을 찾는 데 주력하였다.1) 이를 바탕으로, 점차
6대 선조 이야기가 가지는 신화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고대 건국신화와 다른 신성성의 구현양상을

1) 정중환, 고려왕실의 선대세계 설화에 대하여, 『동아논총』1, 동아대, 1963. ; 박두포, 김관의설 고려세계의 고찰, 『청구공
전논문집』제2집, 경북공업전문대학, 1965. ; 장덕순, 고려국조신화,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출판부, 1971. ; 박두
포, 여조선계의 설화성, 『어문학』제42집, 한국어문학회,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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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는 연구로 나아갔다. 김열규는 4개의 결혼담과 그 속에서 구현되는 女系의 신성에 의해 왕권의
신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고,2) 이강옥은 전시대의 신화소를 수용하고 변개하는 양상을 살피되
이러한 왕권의 신성화 작업이 12세기 毅宗代 왕권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
다고 하였다.3) 또한 조현설은 <고려세계>가 고대 건국신화와 달리 6대 선조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
킨 탓에 새로운 구성원리로 제작되었으리라는 인식 아래, 각 선조를 중재자로 지칭하고 6대의 계보
화를 통한 ‘중재자의 기능의 확장’을 서사 구성원리로 보았으며, 天命이 아닌 地命에 의해 왕권의
신성성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4) 그리고 박대복은 <고려세계>를 건국신화가 아닌 시조신화로 간주
하면서 건국신화와 변별되는 서사전통으로 ‘신성혼과 공간 및 풍수’의 이원적 성격을 제시하고 그
성격이 왕건의 출생에 귀결된다고 하였다.5)
필자는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볼 때, ‘여러 설화의 조잡한 편집으로 비합리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혹평하는 시각6)에도 불구하고, 비록 ‘단편적인 일화집이면서도 역대조들의
탄생 동기담과 그 전제인 결혼담으로서 완결성을 지녀 나름의 서술적 자족성을 지닌다’는 진전된
사고7)가 오히려 <고려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믿는다. 확실히 <고려세계>는 6대 선조들이
각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또 이러한 개별서사가 전체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고대 건국신화와 다른 서사적 진행과 구성방식을 보여주리라고 판단한다. 게다가 <고려세계>의
맨 하단 부분을 보면, ‘징사랑 검교군기감 금관의가 <편년통록>을 짓고 동지추밀 병부상서 金永夫가
가려 뽑아8) 왕에게 바쳤다.’9)고 하는데, 김관의가 비록 微官이기는 해도 왕에게 바칠 역사서를
그렇게 조잡하게 제작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려세계>의 제작이 당대의
시대적 배경(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제작집단의 저술 동기 및 목적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10)고 믿는 것이다. 특히 풍수도참설의 유행으로 국초부터 서경천도론이 지속적으로
2) 김열규, 고려왕조전승의 무속소, 『한국신화와 무속연구』, 일조각, 1977. 이러한 여계의 신성에 주목하여, <고려세계>
속의 여성들이 자녀의 출산 외에도 가계의 신성 수용과 이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구명한 논의도 있다.
3)
4)
5)
6)
7)
8)

오세정, 고려 건국신화의 여성인물 연구, 『우리문학연구』 48집, 우리문학회, 2015.
이강옥, 고려국조신화 「고려세계」에 대한 신고찰, 『한국학보』48, 일지사, 1987.
조현설, 고려건국신화 「고려세계」의 신화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17, 한국고전문학연구회, 2000.
박대복, 「고려세계」에 나타난 시조신화의 성격과 문학사적 의미, 『어문연구』제39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제5집, 한국구비문학회, 1998, 23쪽.
김열규, 앞의 논문, 94쪽.
<편년통록>의 제작시기와 관련하여, 허인욱은 김영부가 ‘동지추밀원사’에 재직한 것이 <고려사>에는 의종12년(1158년)
인데 그의 <묘지명>에는 14년으로 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의종14년(1160) 이전에 편찬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허인욱,

「고려세계」에 나타나는 신라계 설화와 『편년통록』의 편찬의도, 『사총』56, 역사연구회, 2003, 14쪽.
9) 同知樞密兵部尙書 金永夫, 徵仕郞檢校軍器監 金寬毅, 皆毅宗朝臣也. 寬毅作編年通錄, 永夫採而進之
10) 가장 기본적으로는 ‘의종대(1146~1170) 대외적 국제관계와 대내적 정치상황 아래 위축된 왕권과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
려는 왕의 의지에 부합하기 위해, 김관의가 왕건 선조(조상)의 사적을 신성화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하현강, 고려
의종대의 성격, 『동방학지』 26, 1981. ; 하현강, 편년통록과 고려왕실세계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 1988.
; 이기동, 김관의, 『한국사 시민강좌』10, 일조각, 1992. ; 이강옥, 앞의 논문. ; 허인욱,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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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자,11)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개경 세력이 개경 수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고려세계>
를 제작했으리라는 견해12)는 본고의 논지와 연관되어 있어서 상당히 시사적이다. 왜냐하면 <고려세
계>에는 도읍지 송도(개경)의 천정성·유구성과, 송도에서의 왕건 탄생의 신성성·필연성이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제 필자는 <고려세계>가 비합리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이야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잘
짜인 서사 구성방식을 통해 서사적 논리성을 갖추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하여 6대 선조들의
개별서사가 단일하고 독자적인 서사적 완결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 개별서사는 따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 차원에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Ⅱ. 6대 선조담의 줄거리 및 단락별 서사의 정리
<고려세계>는 크게 보아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三代祖考 추존에 관한 <태조실록>의
기사이고, 둘째는 <편년통록>의 내용이며, 셋째는 <편년통록>에 대한 이제현의 비평과 <고려사>
편찬자의 史論이 그것이다. 둘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왕건의 6대조 이야기’13)이니, 본고에서는
이 부분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먼저 왕건의 6대 선조들의 개별 서사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1대 호경
자칭 성골장군인 호경이 백두산에서부터 내려와 부소산 左谷에 와서, 결혼하여 부유하게 살았다.
활을 잘 쏘아 사냥으로 업을 삼았다. 마을사람 9명과 함께 平那山 매 사냥을 나갔다가, 밤에 바위굴에
서 잠을 잤다. 호랑이가 굴 앞에서 울자, 일행은 冠을 던져 잡힌 자의 임자가 대신 잡아먹히기로

11) 고려 초부터 개경의 지세와 운수가 쇠퇴하여 새 길지를 선택하면 국운이 연장된다는 풍수도참설이 유행하면서 서경천
도론이 계속 제기되고 또한 白州나 南京 등지에 別宮이나 離宮을 짓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 서경천도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이 있다. 강옥엽, 인종대 서경천도론의 대두와 서경세력의 역할, 『사학연구』55·56, 한국사학회, 1998.
; 백남혁,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의 연구, 『한성사학』10, 한성사학회, 1988. ; 진석우, 고려 인종대 서경천도론의 정치적
성격, 『학술논문집』17, 호남대, 1996. ; 김당택, 고려 인종조의 서경천도·칭제건원·금국정벌론과 김부식의 《삼국사
기》 편찬, 『역사학보』170, 역사학회, 2001. ; 김창현, 고려의 운수관과 도읍경영, 『한국사학보』15, 고려사학회, 2003.
; 김기덕, 고려시대 개경과 서경의 풍수지리와 천도론, 『한국사연구』127, 한국사연구회, 2004.
12) 허인욱, 앞의 논문, 22쪽. ; 이기동, 앞의 논문, 126쪽.
13) 둘째 부분은 김관의의 <편년통록>이 중심을 이루지만, 3대 보육 이야기부터는 중요 내용에 대한 異見이나 첨가할
사항이 있을 때는 민지의 <편년강목>이 주석으로 附記되었을 뿐 아니라 6대 용건 이야기 맨 마지막에는 위숙왕후에
대한 <(고려)실록>의 기사가 첨부되어 있다. 필자가 다루려는 둘째 부분을 굳이 <편년통록>이라 하지 않고 크게
보아 <고려세계>라 부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논의 도중에 <편년통록>의 내용을 강조할 때는 <고려세계>라
하지 않고, <편년통록>이라고 지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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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하였다. 범이 호경의 것을 잡은 뒤 사라지고, 호경이 굴 밖으로 나오자 굴이 무너지고 9명이
죽었다. 호경이 군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9명의 葬事를 지내기 전에 산신제를 지냈다. 산신이
호경에게 나타나 정체를 밝히고 ‘부부신이 되어 산을 다스리자’고 청한 뒤, 호경과 함께 사라졌다.
군민들은 사당을 세워 호경을 ‘대왕’으로 삼아 제사를 지냈다. 호경은 옛 처를 잊지 못하고 밤마다
와서 그녀와 교합하였다. 그녀가 강충을 낳았다.

2대 강충
강충은 외모가 단정하고 근엄하며 재주가 많았다. 西江 永安村 부호의 딸 具置義와 혼인하여,
五冠山 아래 摩訶岬에서 살았다. 그 때 풍수에 밝은 신라 監干 八元이 ‘扶蘇郡이 扶蘇山 북쪽에 있고,
산의 형세는 빼어나나 나무가 없음’을 알고는, 강충에게 ‘고을을 산의 남쪽으로 옮기고 소나무를
심어 바윗돌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 三韓을 통합할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강충이
그 말대로 따르고, 고을이름을 松嶽郡으로 고쳤다. 그는 고을의 上沙粲이 되었으며, 또 마하갑의
집을 永業地로 삼고서 왕래하였다. 천금을 가진 부호였으며, 두 아들을 두었다.

3대 보육
보육(초명이 損乎述)은 강충의 둘째아들로, 성품이 자비롭고 은혜로웠다. 출가하여 지리산에 들어
가 도를 닦고, 평나산의 北岬으로 돌아와 살다가 또 마하갑으로 옮겼다. 일찍이 ‘鵠嶺에 올라가
남쪽을 향해 소변을 보니, 三韓의 산천이 은빛 바다로 변하는 꿈’을 꾸었다. 다음날 이 말을 전해들은
그의 형 伊帝建은 ‘너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낳게 될 것’이라면서, 자기의 딸 德周를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는 居士가 되어 마하갑에 나무암자를 지었다. 신라 術士가 그것을 보고 ‘이곳에 살면
大唐의 천자가 와서 사위가 되리라.’라고 예언하였다. 두 딸을 낳았는데 막내가 辰義다.

4대 진의
진의는 아름답고 지혜와 재주가 많았다. 15세 때 그녀의 언니가 ‘五冠山에 올라가 소변을 보니
천하에 흘러넘치는 꿈’을 꾸었다. 이 일을 전해들은 진의는 언니에게 비단치마를 주어 그 꿈을
샀다. 당나라 肅宗[숙종이 아니라 선종 : <편년강목>]이 잠저시에, 산천을 유람하는 길에 바다를
건너 浿江 나루로 왔다. 송악군의 곡령에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고, ‘이 땅은 반드시 도읍이 될 것이
다.’라고 하였다. 마하갑 養子洞의 보육의 집에 기숙하였는데, 두 딸을 보고 기뻐하며 옷을 꿰매
주기를 요청하였다. 보육은 그가 中華 귀인임을 알고 내심 ‘술사의 말에 들어맞는다.’고 생각하였다.
큰딸이 문지방을 넘다가 코피가 나자, 진의가 대신하였고 잠자리까지 모셨다. 진의가 임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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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은 헤어지면서 ‘大唐의 貴姓’이라 한 뒤 弓矢를 주며 ‘아들을 낳거든 주라’고 하였다. 그녀가
作帝建을 낳았다. 보육을 國祖 元德大王, 그의 딸 진의를 貞和王后로 추존하였다.

5대 작제건
작제건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용력이 神과 같았다. 대여섯 살에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정체’를
묻자 모친은 ‘중국 사람[唐父]’이라고만 답하였다. 성장하면서 六藝가 뛰어났는데, 그 중 글씨와 활쏘
기가 더 뛰어났다. 16세에 모친이 弓矢를 주었는데, 작제건이 그것을 쏘면 백발백중이므로 사람들이
그를 神弓이라 불렀다. 그는 부친을 만나고자 商船에 탔는데, 바다 가운데에 이르러 雲霧로 배가
3일간 나가지 못했다. ‘高麗人을 없애야 한다’는 점괘가 나오자, 그가 바다에 몸을 던졌는데 아래에
바윗돌이 있었다. 그제야 운무가 걷히고 배가 나아갔다. 서해용왕이 나타나 그에게 늙은 여우를
퇴치해달라고 부탁하였다.[‘여우 퇴치 부탁’에 대한 異說 : <편년강목>] 작제건이 활을 쏘아 늙은
여우를 죽였다. 용왕은 그를 궁궐로 맞아 환대하고 소원을 물었는데, 그가 ‘동토의 왕이 되고 싶다’고
하나 용왕은 ‘그대의 자손 三建을 기다리라’고 일러주었다. 작제건은 노파의 권유로 ‘용녀와 혼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용왕은 딸 저민의를 아내로 삼게 하였다. 용녀의 권유로 용왕에게 楊杖과 돼지를
얻은 뒤 귀국하였다. 白州正朝 劉相晞 등이 이 일을 경하하며 開州·貞州·鹽州 ·白州 4주와 江華
縣·喬桐縣·河陰縣 3현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그를 위해 永安城을 쌓고 궁실을 지어주었다. 용녀는
開州 동북쪽 산기슭에서 우물(開城 大井)을 팠고 거기에 1년을 살았다. 그런데 돼지가 우리에 들어가
지 않자, ‘이 땅이 살 만하지 않다면 나는 장차 네가 가는 바를 따르겠다.’라고 하였다. 돼지가
송악 남쪽 기슭에 드러누은 곳에 새집을 지으니 그곳이 곧 강충의 옛집이다. 작제건은 그곳과 영안
성을 30여년간 오가며 살았다. 용녀가 새집 곁에 우물을 파고 용궁을 왕래하였는데, 작제건에게
‘용궁에 들어갈 때 엿보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작제건이 이 일을 어기고 몰래 엿보자, 용녀는
‘부부의 신의를 어겼다’면서 딸과 함께 황룡이 되어 서해로 돌아갔고,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았다.
작제건은 만년에 俗離山의 長岬寺에 살며 불경을 읽다가 죽었다. 작제건을 懿祖 景康大王, 용녀를
元昌王后로 추존하였다.

6대 용건
龍建(隆. 世祖)은 용녀의 네 아들 중 첫째로, 체격이 우뚝하고 수염이 아름다우며 도량이 넓고
커서 三韓을 삼키려는 뜻이 있었다. 일찍이 꿈에서 한 미인을 보고 부인으로 삼겠다고 다짐하였다.
뒤에 송악에서 영안성으로 가다가 길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용모가 매우 닮아 그녀와 혼인하였
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른다.’ 하여 그녀를 夢夫人이라 불렀는데, 그녀가 위숙왕후 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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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조가 송악의 옛집에서 살다가 그 남쪽에다 새집(延慶宮의 奉元殿 터)을 지었다. 道詵이 그
집을 보고, ‘기장[穄]을 심을 땅에다 마(麻)를 심었다’ 하자, 세조가 그를 모시니 도선은 산수의 맥과
천문과 운수를 살피며 그곳이 명당임을 알려주었다. 도선은 ‘그곳에 36區의 집을 건축하면, 명년에
삼한통합자인 聖子 왕건을 낳을 것’이라 예언하였다. 세조가 그 말대로 집을 짓고, 부인이 임신하여
태조를 낳았다.[태조 나이 17세에 도선이 와서, ‘그대가 百六의 운에 응하여 天府名墟에서 태어났으
니, 창생이 그대의 弘濟를 기다린다.’고 아뢰었다. 진법과 산천제사법 등을 알려주었다. : <편년강
목>] 세조가 897년에 죽자 창릉에 모셨고, 왕후와 합장하였다.

위의 6대조 선조들의 이야기는 <편년통록>에 실린 기사를 중심으로 그 서사 진행의 순서에 따라
제시된 것이다. 1대 호경을 기준삼아 그 줄거리의 특징을 살피면, 우선 주인공의 성품이나 영웅성과
같은 인물됨을 말하고, 이어서 주인공이 주거지를 옮긴 사정이 나오며, 주인공이 결혼한 사실과
함께 죽음과 자녀의 생산으로 결말을 짓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의 전개 순서는 물론 모든 개별서사
에 일정하지 않아서, 남녀의 결합과 혼인에 이어서 주거지의 이동을 서술하는 기술방식을 보이기도
한다. 이제 필자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위의 각 선조들의 이야기를 네 개의 단락(1~4)으로 재조정
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그리고 1~4의 숫자는 서사의 진행순서에 따라 부여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먼저 단락1)은 주인공의 인물됨(외모, 성품, 영웅성 등)을 말하고, 단락2)는 주인공의 거주지 이동과
정착에 관한 내용이며, 단락3)은 주인공의 활동상(남녀의 결합과 혼인 등)이고, 단락4)는 개별서사의
결말 부분으로서 주인공의 자녀 생산·죽음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1대 호경
1) 자칭 성골장군. 善射. 수렵. 富裕.
2) 백두산에서부터 내려와 부소산 左谷에 삶.
3-1) 혼인. 3-2) 평나산 매사냥. <모자를 잡은 호랑이>설화. 3-3) 死後에 호랑이 여산신과 부부.
3-4) 혼령이 옛 妻와 交合.
4-1) 평나산 대왕으로 祭享받음. 4-2) 강충 生.

2대 강충
1) 외모가 단정하고 근엄, 재주 많음. 천금 부자.
2-1) 오관산 아래 마하갑에서 삶. 2-2) 八元이 ‘고을을 산의 남쪽으로 옮기고(송악군), 산에 소나무
를 심어 바위를 가리면 삼한 통합자를 낳을 것’이라 권유. 그 말대로 하고, 부소산 남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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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 삶[徙居].
3-1) 구치의와 혼인. 3-2) 고을의 上沙粲이 됨.
4) 二子. 둘째가 손호술(보육).

3대 보육(국조)
1) 성품이 자비롭고, 은혜로움.
2) 평나산 北岬에서 살다가 마하갑으로 옮겨 삶.
3-1) <선류몽>. 형 이제건이 ‘支天之柱를 낳을 것’이라며 딸 덕주를 아내로 줌. 3-2) 마하갑 암자[木
菴]를 지음. 신라 術士가 이를 보고 ‘이곳에서 살면, 大唐 천자가 와서 사위가 될 것’이라
예언함.
4) 二女. 막내가 진의.

4대 진의
1)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재주 있음.
2) Ø
3-1) 언니 <선류몽>과 진의 <매몽>. 3-2) 당 숙종 곡령에 올라 남쪽을 보고 ‘이 땅은 반드시 도읍지
가 될 것’이라 함. 3-3) 숙종이 보육의 마하갑 집에 寄宿. 보육의 두 딸을 보고 ‘옷을 꿰매달라’
고 요청. 보육은 그의 정체를 알고는 ‘술사의 말이 들어맞는다’고 생각함. 진의가 숙종을
모심. 숙종이 떠날 때 弓矢를 주면서 ‘아들 낳으면 주라’고 함.
4) 작제건을 낳음. 보육은 국조 원덕대왕, 그 딸 진의는 정화왕후.

5대 작제건(의조)
1) 어려서 聰明, 神勇. 자라서 六禮 겸비하고, 그 중 글씨와 활쏘기가 탁월. 神弓.
2) 영안성에 거주. 돼지가 점지한 곳에 새집(강충의 옛집터)을 짓고 삶.
3-1) 16세에 중국행. 여우퇴치(거타지설화). 3-2) ‘동토의 왕은 三建을 기다려라’는 말을 들음.
3-3) 용녀와 혼인. 3-4) ‘浴身 금기’ 위반으로 용녀는 딸과 용궁으로 되돌아감.
4) 만년에 속리산 장갑사에서 지내다 죽음. 네 아들.

6대 용건(세조)
1) 체격이 우뚝하고 수염이 아름다우며, 도량이 큼. 삼한통합의 뜻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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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악 옛집의 남쪽에 새집을 지음. 道詵이 그 집을 보고, 용건에게 천문과 운수에 따라서 ‘집을
36區로 만들면, 삼한 통합할 聖子를 낳는다’고 함[훗날 도선이 태조에게 ‘天府名墟’에서 태어남
을 告하고, 세상 구제자라 함.(<편년강목>)]. 그 말대로 집을 지음.
3) <몽부인과의 야합담>
4) 왕건을 낳음. 세조가 죽어 창릉에 묻힘.

이를 보면, 6대조 선조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인 4대 진의를 제외하고, 각 선조들의 이야기는
4개의 단락을 모두 갖고 있다. 진의에게는 거주지에 관한 단락2)가 나오지 않는데, 이는 주인공
여성의 ‘혼인과 자녀생산’에 이야기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성 주인공들 모두
네 단락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은, <편년통록>의 撰者가 이들 선조에게 ‘일관된 서술원리’를 적용하고
있음을 말한다.14) 개별서사에 나타나는 네 단락의 내용을 요약하면, ‘주인공의 외모와 성품을 먼저
설명하고, 그의 거주지를 소개하며, 누구와 어떻게 혼인하여 자녀를 낳고, 어떤 죽음을 맞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한 개인 일생의 핵심사항’만을 요령 있게 요약한 것이어서, 이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한 주인공의 이야기’ 곧 개별서사는 나름대로 ‘단일하고 독자적인 완결성’을 지녔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역사적 사실을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된 <편년통록>은 네 단락으로
구성된 ‘각 선조의 이야기’가 독자적인 완결성을 지닌 채 각각 순차적으로 제시되어, ‘6대조 선조들의
이야기군’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개별서사의 단일하고 독자적인 서사적
완결성’을 <고려세계>가 지니는 서사 구성방식의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하려고 한다. 이는 서론에서
지적한 대로, ‘비합리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내용’이라는 그간의 認識과 指摘을 불식하는 일이기도
하다.

Ⅲ. <고려세계>의 서사 구성방식의 특징과 의미
이제 6대조 선조들의 전체 이야기 속에 각 단락별 내용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그 서사 구성방
식의 특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단락1)은 각 주인공들의 인물됨을 나타내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 단락은 단락4)와 함께 각
14) 김열규는 <고려세계>가 ‘일관된 하나의 서술원리’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역대조들의 탄생 동기담
과 그 전제로서 결혼담’으로서 완결성을 지닌 것이라고 하였다. 필자는 ‘탄생과 결혼’으로 이루어진 완결성이 아니라,
네 단락, 곧 ‘주인공의 인물됨, 거주지, 결합과 혼인의 활동상, 그리고 자녀생산과 죽음’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서술원리’
를 <고려세계>의 서사 구성방식의 특징으로 보고자 한다. 김열규, 앞의 논문,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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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들의 영웅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1대 호경은 자칭 성골장군으로
활을 잘 쏘며 사냥을 업으로 한다. 이는 고대사회의 무사적 자질을 갖춘 영웅적 인물에 해당한다.
왕건 가문의 1대 조상답게 고대적 유풍을 간직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호경과 유사한
인물이 5대 작제건이다. 그 역시 활쏘기가 탁월한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총명하며,
육례를 겸비하고 글쓰기에도 뛰어나다. 이로 보아, 그는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서, ‘중세적 영웅’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중세의 군주’는 아니다. 그는 젊어서 서해용왕의 요청으로 ‘늙은
여우’를 퇴치해준 적이 있었다. 그때 용왕은 이 일을 사례하면서 그에게 ‘부친인 중국의 천자를
만날지, 아니면 귀국하여 모친을 모실지’를 묻는다. 그러자 그는 ‘동토의 왕이 되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용왕은 ‘그대의 자손 三建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대답한다. 아직 그가 왕이 되기에는
때가 이르다는 뜻이다. 6대 용건 역시 영웅적 자질을 지니고 있다. 그는 체격이 우뚝하고 도량이
큰데, 특히 ‘삼한통합의 뜻’을 품고 있다. 이 뜻은 결국 작제건과 같이 ‘동토의 왕’이 되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필자는 <편년통록>에는 태조 왕건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탓에, 왕건
대신에 작제건(조부)과 용건(부친)에게 이와 같이 ‘건국주의 야망’이 부여되었다고 판단된다.15)
단락4) 역시 주인공의 영웅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다. 1대 호경이 특히 그러
한데, 그는 사후에 호랑이 여산신과 부부신으로 좌정하였고, 평나산의 대왕이 되어 마을사람들에게
제향을 받고 있다.16) 필자는 평나산이 왕건 가문의 聖山이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산악숭배사상은
고래로부터 익숙한 것이거니와, 신라 육촌장이 천상에서 하강한 각각의 산들이 그러하고, 신라
4대 석탈해왕이 사후에 산신이 된 동악(<삼국유사>, 기이편, 제4탈해왕조)이 그 좋은 예가 된다.
6대 용건 이야기에는 사후에 ‘창릉’에 모셔진 일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 창릉은 왕릉에 해당하기에
용건의 영웅성을 어느 정도 확보된다. 그러나 역사 인물로 그려진 탓에, 사후의 신격화에 관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5대 작제건이 영웅성을 가진 인물라는 점은 앞서 지적하였지만, 그 실상을
보면 ‘신궁과 여우퇴치’ 부분을 제외하면 그 영웅성이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단락4)를
보면, 그는 용녀와 헤어진 뒤 속리산 장갑사에 들어가 불경을 읽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치고 있다.
지극히 중세의 불교적 인물의 행적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모습이 <편년통록>의
찬자가 가지는 중세적 인식의 한계에서 비롯한다고 판단하며, 이를 두고 ‘선조 영웅화의 미숙성’이라
할 만하다.
그 외의 선조들은 더욱 더 영웅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2대 강충과 3대 보육은 ‘단정하고 근엄하며,
15) 그동안 선학들은 호경과 작제건에게만 영웅적 면모를 지적하였는데, 필자는 용건에게도 그러한 면을 부각해야 한다고
믿는다.
16) 이 부분은 여성 호랑이 산신에서 남성 산신으로 바뀌는 ‘신격의 이동’ 사례로 간주되어 민속학의 관심을 받기도
한다.

176
자비와 은혜가 많은’ 인물로 그려져 있다. 한 마디로 덕이 많은 인물의 형상인 것이다. 4대 진의는
여성답게 미모와 지혜, 그리고 재주를 두루 갖춘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세 주인공들의
인물됨은 ‘유교적인 중세이념’에 부합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세 인물들에게는 단락4)에서 ‘능이나
죽음, 나아가 신격화’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고려세계>가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된 고대 건국신화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일차적으로 <고려세계>는 여느 건국신화처럼 ‘건국시조의 일대기’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태조 왕건이 아닌, 6대조 선조들의 이야기가 ‘서사적 완결성’을 가지면서 순차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게다가 위의 네 단락의 내용에는 개별서사의 주인공에게조차 ‘비정상적인 잉태와 탄생, 투쟁’
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이강옥은 <고려세계>에 투쟁 모티브와 왕건의
건국과정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고려세계>의 서술자와 이것의 수용층들이 가지는, ‘현실적
인 삶의 태도’를 반영하며 ‘건국신화 제작의 절실함’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이라 한 바가 있다.17)
필자는 이러한 서사적 특징에 대한 지적을 크게 공감하면서도, 이른바 ‘건국신화 제작의 절실함’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고려세계>는 근본적으로 건국신화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많다.18) 고려건국 후 200년이 지난 12세기경에 와서, 그것도 왕명이 아닌, 무명의
개인이 <편년통록>을 통해 건국신화를 새로이 제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제 단락2)를 살펴볼 차례다. 이 단락은 왕건 가문의 世居地의 내력담이라 할 수 있거니와,
선조들이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송악(개성)의 부소산 남쪽에 자리를 잡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
다. 1대 호경은 ‘백두산에서부터 두루 돌아다니다가[遊歷], 부소산의 왼쪽 골짜기[左谷]에 정착’한다.
백두산에서 시작한 호경의 거주지 이동은 왕건 가문의 내력과 관련하여 사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필자가 보기에 대부분은 왕건의 선조(호경 포함)를 고구려계 유민으로 보는 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박한설은 발해의 고구려인 계통으로 보지만, 신형식은 안록산의 난(755년)으로 이정기 장군을
따라 이동하던 고구려 유민 가운데 왕건 선대가 대동강 이남으로 南下하고 8세기 중엽에 강충과
보육 대에 개성 일대에 정착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19)
2대 강충은 오관산 아래 마하갑에서 살다가 부소산 남쪽으로 이주함으로써 왕건 가문이 개경에
17) 이강옥, 앞의 논문, 111-112쪽. 이강옥은 ‘작제건과 여우의 싸움’을 투쟁 화소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건국신화 주인공
의 투쟁과 달리 ‘용녀와의 신비한 만남의 계기’를 마련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다고 하였다. 112쪽.
18) 박대복 역시 <고려세계>의 신성성이 고대 건국신화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고려세계>의 6대조 이야기가 건국신
화와 변별되는 ‘시조신화의 서사전통’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박대복, 앞의 논문.
19) 문경현, 『고려 태조의 후삼국통일』, 형설출판사, 1986, 95쪽. ; 박한설, 고려 왕실의 기원,『사총』21·22, 역사연구회,
1977, 101쪽. ; 신형식, 통일신라시대 고구려 유민의 동향, 『통일신라사연구』, 삼지원, 1990, 110쪽. 물론 이에 대해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기 어렵다면서 고구려 유민설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 이기동, 앞의 논문, 126-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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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에게 고을을 옮기게 한 사람은 풍수를 잘 아는[善風水] 신라 監干
八元이었다. 그는 扶蘇郡이 扶蘇山 북쪽에 있을 뿐 아니라 산의 형세는 빼어나나 나무가 없는 것을
보고, 강충에게 ‘고을을 산의 남쪽으로 옮기고 소나무를 심어 바윗돌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 삼한
(三韓)을 통합할 인물이 태어날 것’(移郡山南, 植松使不露巖石, 則統合三韓者出矣)이라고 권유하였다.
그런데 그 이주는 비단 왕건 가문만이 아니라, 군민의 전체를 옮기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은 강충이 그 고을의 上沙粲(단락3-2)일 정도로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는 새 고을을
송악군으로 개명한다. 박한설은 상사찬을 ‘太守’와 같다고 했고, 최병헌은 ‘上村主’로 보고 ‘眞村主’와
함께 신라에서 5두품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 그렇다면 강충은 촌주 내지 태수의 신분으로
송악의 고을 백성을 옮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새 고을 송악은 주지하듯이 왕건
가문의 세거지이면서 고려의 도읍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팔원은 문맥상으로 ‘삼한통합자의 탄생’을
예언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고려 도읍지의 예정지’를 예언한 것이라 해야 마땅하다. 그 도읍지
예언이 4대 진의의 이야기에서 당 숙종의 말로 재확인되기 때문이다.
3대 보육은 처음에 평나산 북쪽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부친 강충이 영업지로 삼고 있었던 마하갑으
로 옮겨온다. 그리고 그곳에 ‘나무 암자’를 따로 짓는다. 그러자 신라 術士가 그 집을 보고는 ‘이곳에
살면 꼭 大唐 천자가 와서 사위가 될 것’(居此, 必大唐天子來作壻矣)이라고 예언한다. 그는 위의
팔원처럼 거주지역이나 집터를 옮기라고 권유한 것이 아니다. 보육이 따로 ‘나무 암자’를 지었기
때문인데, 필자는 이 ‘나무 암자’를 주목하려고 한다. 신라 술사는 거주지의 이동이 아니라, 바로
집(종류)인 ‘나무 암자’를 보고 ‘대당 사위’ 운운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6대
용건의 이야기에서 용건이 지은 새집을 도선이 ‘36區의 집’으로 다시 짓게 한 일에도 확인된다.
이로써 陽宅風水에서 거주지의 이동뿐만 아니라 가옥의 방향이나 종류·크기 등도 發福을 위해
중요함을 짐작하게 된다.
4대 진의의 이야기에는 거주지의 이동이나 정착에 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3대 보육의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2대 강충의 이야기에서 나왔던 ‘팔원의 예언’을 당 숙종이 재확인해주는
대목이 있다는 것이다. 당 숙종은 잠저시 바다를 건너 패강 나루터로 온 적이 있었다. 그는 송악의
곡령에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다가 ‘이 땅은 반드시 도읍이 될 것’(此地必成都邑)이라고 예언한다.
‘곡령의 남쪽’은 ‘부소산 남쪽’을 말하며, 그곳은 일찍이 강충이 팔원의 권유로 마을을 옮겨 송악군이
라 개명한 곳이다. 팔원은 고을을 옮기면 ‘삼한통합자를 낳을 것’이라 했는데, 당 숙종은 그 고을이
20) 박한설, 왕건 세계의 무역활동, 『사총』10, 고대사학회, 1965, 417쪽. ; 최병헌, 도선의 생애와 나말여초의 풍수지리설,
『한국사연구』11, 한국사연구회, 1975, 123-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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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읍지가 될 것’이라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앞서 필자가 지적한 대로, 팔원의 예언이 문맥상으로
‘삼한통합자의 탄생’을 가리키면서도, 아울러 그 이면에는 ‘고려 도읍지의 예정지’를 의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당 숙종이 보육의 마하갑 집에 기숙한 뒤 그의 두 딸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보육이 숙종이 ‘중화 귀인’임을 알고는 ‘신라 술사의 말이 들어맞는다’(心謂, 果符術士言)’고
생각하는 대목이다. 이 부분은 비록 신라 술사나 당 숙종처럼 외부인이 이전의 예언을 재차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보육 자신이 직접 당숙종의 정체를 알고 술사의 예언이 실현됨 깨닫는 것은
‘예언의 재확인’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5대 작제건은 부친을 찾으러 중국행 상선을 탔다가 용녀와 함께 귀국한 뒤, 群民들이 지어준
永安城에 기거한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용궁에서 얻어온 돼지가 돼지우리에 들어가지 않자,
작제건은 ‘이 땅이 살 만하지 않으면, 나는 네가 가는 바를 따르겠다.’(若此地不可居, 吾將隨汝所之)고
말한다. 이에 돼지가 송악 남쪽 기슭에 드러누우니, 작제건은 그곳에 새집을 짓는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2대조 강충이 살았던 옛집터[舊第]였다. 게다가 ‘송악의 남쪽’은 팔원이 말한 ‘삼한통합자를
낳을 곳’이자, 당 숙종이 말한 ‘도읍지’이기도 하다. 돼지가 미래의 고려 도읍지를 점지해 준 셈인데,
신성한 동물 ‘돼지’와 도읍지의 연관성은 고구려 제2대 유리왕이 돼지의 도움으로 국내성으로 遷都한
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21) 이처럼 돼지는 영안성에서 일찍이 강충이 정착했던 왕건 가문의 세거지
(송악 남쪽)로 복귀시켜줄 뿐만 아니라, 팔원과 당 숙종이 예언하고 재확인했던 미래의 고려의
도읍지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켜준다. 도읍지의 경우 돼지가 다시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려 도읍
지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돼지가 도읍지를 재확인해줌으로써 도읍지 ‘개성(송악)’의
천정성과 역사적 필연성, 그리고 신성하고 신비스러움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6대 용건(세조)의 이야기에서 단락2)는 태조 왕건의 탄생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용건은 송악의 남쪽 옛집에서 살다가, 다시 그 집의 남쪽에 새집[新第]을 짓는다. 그때 道詵이 그
집을 보고 ‘기장[穄]을 심을 땅에다 마를 심었다.’(種穄之地, 何種麻耶)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 이는
‘땅은 좋은데 거기에 씨를 잘못 뿌렸다’는 것으로, ‘명당터인데 집(규모, 방향 등)을 잘못 지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세계>를 보면, 고려말 이제현이 ‘기장[穄]은 王과 우리말에서
서로 비슷하다.’고 해명하였는데, 그 ‘기장’의 穄가 ‘帝’와 발음이 유사한 것에 착안한 것이다. 얼마
뒤 도선은 용건의 요청으로 함께 곡령에 올라가서, 산수의 맥을 살펴보고 위로 천문을 바라보며
아래로 운수를 자세히 살핀 뒤 다음과 같이 말한다.

21) 이에 관하여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할 만하다. 이기동, 앞의 논문, 125쪽. ; 정연식, 작제건 설화의 해석, 『한국사연구』
158, 한국사연구회, 2012, 41-43쪽. ; 박대복, 앞의 논문,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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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맥은 壬方의 백두산에서 水母木幹으로 와서 馬頭明堂까지 떨어지고 있소(가). 그대는
또한 水命이니 마땅히 水의 大數를 따라 집을 六·六으로 지어 36區로 만들면(나) 천지의
대수와 맞아 떨어져 내년에는 반드시 성스러운 아들[聖子]을 낳을 것이니, 마땅히 이름을
王建이라 지으시오.(此地脉, 自壬方白頭山水母木幹來, 落馬頭明堂. 君又水命, 宜從水之大數, 作
宇六六, 爲三十六區, 則符應天地之大數, 明年必生聖子, 宜名曰王建.)

이 부분은 풍수의 坐向論과, 水·木을 포함한 五行說, 그리고 國都風水論의 관점에서 자주 거론되
지만, 여기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 밑줄(가)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병도의 해석이
있었고 이를 최창조가 자세히 재론한 바가 있는데,22) ‘송악(개성)은 백두산에서 시작한 지맥으로
송악산을 진산으로 한 명당이며, 용건의 집터가 마두명터’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마두명당은 ‘중앙
만월대와 그 부근 일대의 땅’을 말하며, ‘부소산명당, 송악명당’으로도 불린다.23) 밑줄(나)는 五行相生
說의 원리를 적용하여 집을 창건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선은 용건이 水命이므로 水의 大數인 ‘6(水의
숫자)·6의 36區로 집을 지어야 한다’고 권유한다.24) 이 ‘36區’는 제법 ‘큰집의 규모 내지 크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선은 ‘미래의 삼한통합의 주인에게 바친다’는 글을 봉투에 써서
준다. 그가 오행상생과 풍수의 원리로 집을 지으면 삼한을 통합할 聖子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다. 이 ‘삼한통합자’의 예언은 일찍이 팔원이 2대 강충에게 말했던 것과 같으니, 도선이 팔원의
예언을 재확인하는 셈이 된다. 그런데 예언의 재확인은 훗날 도선에 의해 다시 한 번 이루어진다.
6대 용건 이야기의 말미에 附記된 <편년강목>(민지)을 보면, 도선은 왕건이 왕위에 오르기 이전인
17세에 찾아와, ‘天府의 名墟에서 탄생하였으니, 삼계의 창생이 그대의 세상 구제를 기다린다.’(足下
應百六之運, 生於天府名墟, 三季蒼生, 待君弘濟)고 말한다. 태조가 천부명허(하늘이 내린 고을로 이름
난 터25). 곧 송악과 그 남쪽 집)에서 태어났으며 장차 세상을 구제[弘濟]할 것이라고 알려준 것이다.
‘세상의 구제자’란 ‘삼한통합의 聖子’ 곧 ‘건국주’인 왕건을 말하고, 그가 ‘天定의 명당터’에서 탄생하였
다는 말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개별서사들의 단락2)에는 사건을 예언하는 인물에 이어서 그 당위성
을 재확인해주는 인물이 후대 선조들의 이야기에 빠짐없이 등장한다. 이는 개별서사가 ‘단일하고
독자적인 완결성’을 지닌 것에 그치지 않고, 6대 선조들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22) 이병도, 『고려시대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0, 90쪽. ;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4, 208-209쪽.
23) 최창조, 위의 책, 202쪽.
24) 용건의 水命에 따른 집 건축 문제는 두 논문을 참조 바람. 최병헌, 고려시대 오행적 역사관, 『한국학보』4-4, 일지사,
1978, 29쪽. ; 김창현, 앞의 논문, 16쪽.
25) 최창조, 앞의 책, 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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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려는 고도의 서사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한다. 필자는 이러한 ‘예언하는 인물과 이를
재확인하는 인물들의 반복 등장’을 <고려세계>가 보여주는 서사 구성방식의 또 다른 특징으로 간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논의되었던 핵심적인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 <고을의 부소산 남쪽 徙居와 소나무 심기> - 거주지의 이동과 정착
주인공

예언자

예언내용

강충

팔원

- 삼한통합자 낳을 것(왕건 가문의 세거지 정착) : 예언

진의

당 숙종

- 도읍지가 될 것 : 재확인

B. <마하갑 암자 짓기> - 집의 건축
보육

신라 술사

- 대당 천자를 사위로 삼을 것 : 예언

진의

보육

- 숙종 정체 인지 후 술사의 말이 부합함 : 재확인

C. <새집을 36區로 짓기> - 집의 건축
용건

도선

- 삼한통합의 성자 낳을 것 : 예언

태조

도선

- 성자의 태어남, 세상 구제자가 될 것 : 재확인

위를 보면, ‘마하갑 암자 짓기’(B)의 보육을 제외하고 각 사건들을 예언하고 재확인하는 인물들이
신라와 당나라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들 예언자는 고려의 도읍지 선정과 건국시조의 탄생의
일과 연관된 탓에 일상적 인간은 결코 아니다. 팔원, 술사, 도선 등은 풍수와 관련되어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당 숙종은 신분의 고귀함 탓에 여느 인간과
는 다른 능력과 지위를 부여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도 이들이 신화적 서사물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려세계>의 제작이 역사시대에 이루어진 탓에 신화적 사유와 상상력을 쉽게 동원하
기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고려세계>의 주인공들은 고대 건국신화의 신격처럼 스스로
天命을 자처하거나 天意를 해석하지 못하고, 풍수사·당 숙종처럼 천지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인물을 통해 그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26) 어쨌든 예언과 재확인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개별서사 속의 사건이 후대의 이야기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읍지 선정의
천정성·유구성과, 송도에서의 왕건 탄생의 신성성·필연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또 하나 단락2)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서사 구성상 특징은 ‘거주지의 이동과 정착’이‘도읍지’와
‘삼한통합자’가 함께 결부되고 또한 그곳에서의 집의 건축이 ‘삼한통합자 탄생’에 결부되면서도,
26) <고려세계>에서 神命을 해석하는 감여가·점몽가·관상가의 등장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조현설, 앞의 논문, 23-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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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두 항목이 전체의 이야기가 끝나는 말미까지 나란히 늘어서는 ‘병렬적’27)인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고려세계>가 보여주는 이와 같은 서사 구성방식을 ‘공간의 병렬적 전개와
초점화’라 부르기로 한다. 위의 도식에서 보듯이 ‘거주지의 이동과 정착’은 2대 강충의 이야기에
나오고, ‘집의 건축’은 6대 용건의 이야기에 구체적으로 나온다. 물론 2대 강충 이야기에는 문맥의
표면적 발언으로 보면 ‘고을을 남쪽으로 옮기면 삼한통합자를 낳을 것’이라 하여 건국주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지만, 당 숙종이 그곳을 가리켜 ‘반드시 도읍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으로
보면 ‘송악의 남쪽’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앞서 이미 지적한
바다. 강충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송악의 남쪽이 ‘도읍지’와 ‘왕건 가문의 세거지 및 탄생지28)’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은, 송악(개경)의 왕궁 속에 왕건 가문의 세거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왕건의 탄생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려세계>를 보면, 용건이 지은 새집, 곧 왕건의 탄생지가
‘연경궁의 봉원전 터’(創新第於其南, 卽延慶宮奉元殿基也)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
람>에는 연경궁을 가리켜 ‘송악산 밑에 있는 명당지로서, 正殿은 乾德宮인데 인종 때 이자겸 난으로
불탔다.’29)고 하였다. 결국 위의 기사대로라면 왕건의 탄생지가 곧 고려왕궁의 정전이 있는 곳이
된다. <고려세계>에서 도읍지이든 태조의 탄생지이든 그 지리적 공간이 6대 용건 이야기에 와서
태조의 탄생지로 귀결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구성상 특징을 구사한
것은 바로 <고려세계>의 제작이 풍수의 논리에 입각하여 고려 도읍지와 태조 왕건의 탄생지의
내력이 지니는 천정성·신성성을 부각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고려
세계>는 단지 ‘왕건에 집중’하였거나30) ‘삼한통합자의 출현 곧 왕건의 출생31)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
라, ‘송악산 밑의 고려의 도읍지와 왕건 가문의 세거지를 설정하는 과정을 동시에 함께 강조하고
있다.’32)고 보아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단락3)을 보자. 이 단락은 대부분 남녀의 결합과 혼인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먼저
1대 호경은 부소산 좌곡에 거주하면서 혼인하고 있는데, 상대여성은 송악의 토착인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평나산 매사냥과 호랑이 여산신의 구원, 그리고 호경 사후의 부부신되기’ 등의 내용을 보이
는 이야기[삽화]이다. 이 설화에 대해서는 그 원천을 어디서 찾는가와, 그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27) ‘병렬적’이라는 말은 ‘여럿이 나란히 늘어서는 방식의’의 뜻이 있이 있다.
28) <고려사>에는 “당 건부 4년(877) 정유 정월 병술 송악의 남쪽 집에서 태어나자...”(唐乾符四年丁酉 正月丙戌 生於松嶽南
29)
30)
31)
32)

第 ; <고려사>, 세가 1권, 태조 총서)라 하여, 태조 왕건이 실제로 ‘송악의 남쪽 집’에서 태어났음을 말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5권, 개성부 하, 고적조.
장덕순, 앞의 논문, 60쪽.
박대복, 앞의 논문, 139쪽.
김기덕, 앞의 논문, 69-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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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논란거리였다. 그 원천에 대해 일찍이 이강옥은 <삼국유사>의 ‘김유신’조에 나오는 ‘세 여산신
의 구원담’을 거론하면서, <고려세계> 창출집단의 신라 지향성과 연계시킨 바가 있다.33) 그런데
이 설화와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다우르족, 어룬춘족, 만주족 등에
전승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모자를 잡은 호랑이>로 부르면서 네 민족 설화들 사이의 同異點을
통해 그 특징과 의미를 구명한 바가 있는데, 네 민족 모두 퉁구스계통에 속하고 또 호랑이 신앙과
샤머니즘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어서 이 설화를 각각 전승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34) 이 설화는 수렵
문화의 古形을 간직하고 있거니와, 호경이 백두산으로부터 내려왔으며 활을 잘 쏘고 사냥을 즐겨한
다는 점에서 호경과 그 집단이 이 설화를 간직할 수 있었을 것을 믿는다. 아울러 이 설화로 인하여
호경 집단이 북방지역 특히 고구려계 유민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설화의 성격이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호경과의 관련성이다. 이 설화는 ‘역사적 인물
의 뛰어남을 호랑이가 알고 그 생명을 구출해준다.’는 내용이 특징적이다. 그렇다면 호랑이 여산신
이 장차 무너질 바위굴에서 호경을 구출한 것은 바로 호경이 ‘영웅’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이 설화는 호경의 영웅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고려세계>에 차용되었다고 믿는다.
한편, 논자에 따라 호경이 호랑이 여산신과 부부신이 되는 것을 두고, 왕건 가문에 ‘산신의 혈통’을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호경이 죽어서도 옛처를 잊지 못하고 밤마다 그녀를 찾아가 교합하였
고, 그 일로 강충이 태어난(虎景不忘舊妻, 夜常如夢來合, 生子曰康忠) 것으로 보아, 왕건 가문은 호랑
이 산신의 혈통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개경지역 출신의 여성[가문]과 결합을 지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거듭 말하지만, 이 설화는 ‘호경의 영웅성’을 과시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2대 강충 이야기에는 그가 서강 영안촌의 부자집 딸 구치의와 혼인한 내용만 간단히 소개되어
있다. 1대 호경과 함께 강충도 개경지역의 토착여성과 혼인한 것이다. 그런데 3대 보육 이야기에서
부터는 남녀의 결합과 혼인이 ‘삼한통합자’ 곧 왕건의 탄생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앞서 지적했던, 공간면[거주지]에서 보이는 전체 이야기 속의 상호 서사적 긴밀성과
통하는 것이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3대 보육과 4대 진의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설화가 <旋流夢(旋溺)說話>35)이다. 전자를 보면, 보육이 ‘곡령 위에서 소변을 보자 삼한이 은빛바다
33) 이강옥, 앞의 논문, 101-103쪽. 장영희는 호랑이에 주목하여, 이 설화를 단군신화와 비교하기도 했다. 장영희, 고려세계
「편년통록」의 서사성 연구, 『한문학보』제21집, 우리한문학회, 2009, 182-183쪽.
34) 이지영, <모자를 잡은 호랑이>의 동북아 전승양상과 특징, 『동아시아고대학』17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8. 이 설화가
개별 민족에 어떻게 전승하고 있는지는 이 논문을 참조 바람.
35) 이 설화는 <삼국유사> ‘태종춘추공’조에 나오는 문희와 보희의 이야기로도 유명한데, 대개는 보육과 진의 이야기가
문희와 보희의 이야기를 수용 내지 차용한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삼국유사>보다 김관의의 <편년통록>이 먼저
제작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선후가 뒤바뀌어야 마땅할 것이다. 참고로 ‘보희가 핑계를 대고 나가지 않았다’는 대목에
서 ‘古本의 기사가 주석으로 첨부[因辭(古本云, 因病不進)]된 것으로 보아, 古本에 실린 이야기가 그 선행본으로 간주되어
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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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꿈을 꾸자, 그 형 이제건이 ‘하늘을 바칠 기둥[支天之柱]을 낳을 것’이라며 자신의 딸 덕주를
아내로 삼게 한다. ‘支天柱’는 원효의 <沒柯斧歌>에도 나오는 것으로, 원효가 이 노래를 부르자 태종
무열왕은 ‘그가 부인을 얻어 어진 아들을 낳고 싶어한다.’고 해석한다.(<삼국유사>, 의해, 원효불기
조) ‘어진 아들’은 뛰어난 인물(곧 설총)을 의미할 터인데, 필자는 <편년통록>에서는 ‘삼한통합자’인
태조 왕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한다.36) 이에 대하여, 정중환은 이 ‘선류몽’을 ‘至尊의 지위에
본인이 나가거나, 그러한 자녀를 탄생하는 징조의 꿈’이라고 풀이했다.37) 실제로 보육이 이 꿈을
꾸고 진의를 낳았는데, 진의가 지존인 당 숙종을 만난 임신함으로써 그 꿈이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
다. 그리고 4대 진의 이야기에도 <선류몽설화>가 나오는데, 진의는 당 숙종을 모시고 임신하여
작제건을 낳는다. 당 숙종도 至尊일 뿐 아니라 작제건도 영웅이라는 점에서, 그 꿈의 가치가 충분히
발휘되었다고 본다.38)
이처럼 보육과 진의 이야기에 <선류몽설화>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신성하고 고귀한 혈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장차 ‘삼한 통합자’를 낳을 당위성과 필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게다가
고귀한 혈통을 위해 두 번의 외부 수혈을 거친다. 하나는 ‘당 숙종’이라는 중국 황손의 수혈이고,39)
또 하나는 水神系 ‘용녀’의 수혈이다. 먼저 12세기 중세사회의 중국 중심적 사고로 보아 대당 황손은
‘고귀한 신분과 혈통’을 보장할 것이다. 또한 용녀는 龍이 갖는 신성함에다 고려 왕조 초기부터
왕건 가문이 가졌던 용손의식40)으로 보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설정이 될 터이다. 물론 용녀의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41) 이야기 속의 표면적 언술로 보아 水神系
36) 이에 대해서는 ‘獻貞王后 皇甫氏가 동일한 꿈을 꾸자 점쟁이가 왕이 될 아들을 낳을 꿈이라고 해몽하는데, 그녀는
왕족 안정과 通情하여 顯宗을 낳는다.’(<고려사> 권88, 열전 권1, 후비1, 경종 후비 헌정왕후 황보씨)는 선행 이야기가
많이 참고가 된다. 그녀는 그 꿈을 꾸고 ‘왕’을 낳았다.
37) 정중환, 앞의 논문, 24쪽. 정중환은 이 설화가 ‘현종출생담’에서 그 유형을 가져왔다고 보았다.
38) 진의 이야기와 유사한 사례가 바로 문희의 이야기이다. 문희가 언니 보희의 꿈을 산 뒤, 그녀는 김춘추(무열왕)를
모셨고, 그 후 임신하여 삼국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을 낳는다.
39) 이에 대하여, 장덕순은 당 사대주의 소산으로, 정중환은 당 문물의 숭배사상으로, 박한설은 모화사상으로, 조동일은
중국 중심적 사고로 ‘고려 왕실의 지체나 혈통을 높이려는 것’으로 각각 이해하였다. 장덕순, 앞의 논문, 62쪽. ; 정중환,
앞의 논문, 17쪽. ; 박한설, 고려 태조 세계의 착보에 관하여, 『사총』17·18, 역사연구회, 1973, 236쪽. ; 조동일, 『한국문
학통사』(제3판)1, 지식산업사, 1994, 294쪽.
40) 이정란은 용손의식이 고려 초부터 왕가에 전파되고 문종대에 정착되었으며, 무신란 이후에 왕권의 약화와 함께
약화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정란, 고려 왕가의 용손의식과 왕권의 변동, 『한국사학보』 제55호, 고려사학회,
2014, 14-21쪽.
필자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유념하면서, <편년통록>의 작제건설화를 통해 왕가의 용손의식이 비로소 정착 내지 고조되
었다고 보지 않는다. 용녀는 30년의 결혼생활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信義’를 문제 삼아 그 딸과 함께 서해로 들어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일종의 결혼 파탄이라 할 수 있거니와, 작제건 역시 만년에 장갑사에서 불경을 읽다가 죽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용녀는 네 아들이 받들어 기렸던 대상이 되기에 부족한 여인으로 비쳐진다.
41) 전기웅은 남해의 거타지(진주)나 서해의 작제건(개경) 등 신라말에 해상에서 무역에 종사하던 상인들 사이에 ‘바다에
나가 보화와 여인을 얻어온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진 결과로 이해한다. 반면에 <고려세계> 후반부에 있는 이제현의
찬술 기사(龍女者, 平州人豆恩坫角干之女子也)에 주목하여, 문경현, 이수건, 신형식 등은 용녀를 平州 곧 平山 세력의
딸로 보기도 한다. 전기웅, 『삼국유사』 소재 ‘진성여왕거타지’조 설화의 검토, 『한국민족문화』38, 부산대 한국민족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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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格인 서해용왕의 딸이라는 ‘신성함’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보육의 ‘선류몽’에 대해 그 형이 ‘지천지주를 낳을 것’이라 하고 실제로 보육이 진의를
낳았지만, 진의의 ‘선류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과연 그녀가 낳은 작제건이 ‘지천주’에
해당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신성한 혈통’이 ‘진의→작제건’ 과정에서 단절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진의 이야기의 말미에 ‘뒤에 보육을 추존하여 국조 원덕대왕이라 하고 그의 딸
진의를 정화왕후라 하였다.’(後追尊寶育爲國祖元德大王, 其女辰義爲貞和王后)라 하여, 보육과 진의가
부부 사이로 설정된 점이 주목된다. 실제로 <고려세계> 앞머리에는 <태조실록>에서 태조 2년(919)
에 왕의 三代祖考 곧 ‘시조 元德大王(보육)과 그의 妣 貞和王后(진의), 懿祖 景康大王(작제건)과 그의
비 元昌王后(용녀), 그리고 世祖 威武大王(용건. 륭)과 그의 비 威肅王后(한씨)’를 추존한 사실을 언급
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래 보육과 진의가 부부 사이인데 이를 무시하고 ‘보육의 딸 진의가 당 숙종과
통정하여 작제건을 낳았다.’고 설정한 것은, ‘중국 황손의 혈통’을 수혈하기 위해 꾸민 것이라 여겨진
다.42) 그렇다면 ‘마하갑 암자 짓기’ 이야기는 ‘당 숙종 등장의 필연성’을 위해 예비한 삽화임이 분명하
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보육·진의의 ‘선류몽’을 ‘하나’로 간주한다면 작제건에게 ‘지천주’의
역할이 부여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작제건→용건’ 사이에도 신성한 혈통의 단절이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작제건은 서해용왕 앞에서 ‘동토의 왕이 되고 싶다.’고
하였지만, 용왕은 ‘三建을 기다려야 한다’고 일러준다. 그렇다면 작제건[祖]과 용건[父]은 ‘동토의
왕’인 왕건[子]으로 이어지는 ‘신성한 계통’을 구성하게 되어, 어느 하나라도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결국 인물과 사건이 ‘왕건’을 위해 계기적으로 연결되는 셈이다. 한편, 6대 용건 이야기에
서 ‘용건이 몽부인과 야합하는 일화’는 ‘왕건 탄생의 신비성이나 필연성’을 크게 부각하지 못한다.43)
오히려 왕건의 탄생은 이미 앞서 거론하였듯이, ‘송악 남쪽으로 새집을 36區로 지은 사건’과 연관되
어 있다. 도선은 새집을 짓게 되면 ‘삼한통합자를 낳을 것’이라 하여, 왕건 탄생의 필연성을 예언하였
기 때문이다.
연구소, 2010. ; 문경현, 앞의 책, 101쪽. ; 이수건, 『한국중세사회사 연구』, 일조각, 140쪽. ; 신형식, 앞의 논문, 114쪽.
42) <고려세계> 말미에서 이제현은 ‘고려 왕실의 선대 계통에 母系가 차입되는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있거니와, 정중환·
박한설도 이러한 왕건 가문의 錯譜 문제를 제기하면서 ‘덕주와 진의’를 자매로 보고 이들이 보육과 혼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중환, 앞의 논문, 21쪽. ; 박한설, 고려왕실의 기원, 233쪽.
43) 더러는 몽부인을 ‘출처를 알 수 없는 신이한 인물’이라 하여 왕건 가문의 신성화에 기여하는 인물로 간주한다(오세정,
앞의 책, 2015, 25쪽). 그런데 <편년통록>의 기사에는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였다(不知所從來)’고 하였으
나, 그 기사의 앞부분에는 용건이 ‘송악에서 영안성으로 가는 길에 그녀를 만난 것’[自松嶽, 往永安城, 道遇一女.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영안성에 가서 그녀를 만났다.’(往永安城, 遇一女. 제5권 개성부 하, 고적)하여, ‘길에서’의
道 자가 빠져있다.]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로 보아 그녀는 영안성에 사는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 이수건은 몽부인(위숙
왕후 한씨)을 그 당시 장단 지역의 유일한 土姓인 장단 한씨로 보았다. 이수건, 앞의 책, 140-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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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단락3)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

예언

실현

2대 강충 :

부소산 남쪽 徙居

- 삼한통합자 낳을 것

→ (혼인)/보육 낳기

3대 보육 :

선류몽

- 지천지주 낳을 것

→ 덕주와 혼인/진의 낳기

마하갑 암자 짓기

- 대당 천자 사위 볼 것

→ 당 숙종 寄宿

선류몽

- Ø

→ 숙종과 통정/작제건 낳기

- 삼건을 기다릴 것

→ 용녀와 혼인/용건 낳기

4대 진의 :

5대 작제건 : 여우퇴치
6대 용건 :

송악 남쪽 新第建築 - 삼한통합자 낳을 것

→ (몽부인과 야합)/왕건 낳기

위의 밑줄친 부분은 원래 단락2)에 속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남녀의 결합·자녀 생산’과 관련되기
에, 필자가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위 도식에 함께 집어넣었다. 이를 보면, 우선 2대 강충 대에
‘삼한통합자를 낳을 것’이라는 예언과 그 이후로 태어난 ‘보육’에서부터 시작하여 진의, 작제건, 용건
에 이르기까지, 이들과 관련된 각 사건들은 태조 왕건을 향하여 서로 繼起的44)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왕건의 탄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5대 작제건 이야기에는 ‘선류몽’처럼 남녀결
합·혼인에 관련된 사건이 없어서 ‘지천주’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삼건을 기다릴 것’이라는 서해
용왕의 말을 통해 자신과 그의 아들에 이어서 손자인 ‘동토의 왕(삼한통합자)’과 연결되는 ‘끈’을
보여준다. 필자는 단락3)에 보이는 이러한 서사 구성방식의 특징을 ‘사건의 계기적 전개와 초점화’로
부르기로 한다. 아울러 2대 강충 대에 예언한 ‘삼한통합자’가 마치 詩學의 구성법인 ‘수미상관법’처럼
맨 아래의 6대 용건 대에서 다시 한 번 나타난 것은, 개별서사의 사건들이 ‘왕건의 탄생’에 집중됨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개별서사가 따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 차원에서 서로 긴밀하
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Ⅳ. 결론
<고려세계>의 서사 구성방식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보면, 첫째, 6대조의 각 선조의 이야기, 곧

44) ‘계기적’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바뀌게 되는 원인 또는 기회가 되는’의 뜻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편년통
록>에서 ‘개별서사의 각 사건과 관련 인물들이 종국에 가서 왕건의 탄생에 관련을 맺고 있다.’는 서사적 특징을 부각하
기 위하여 이 용어를 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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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서사가 ‘한 개인의 일생사를 구성하는 네 개의 단락’을 모두 갖고 있는 ‘단일하고 독자적인
완결성’의 특징을 가졌다고 하였다. 둘째, 전체 이야기 차원에서도 개별서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
는 서사 구성방식을 구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들 전체 차원의 구성적 특징으로는 1) 예언하
는 인물과 이를 재확인하는 인물들의 반복 등장, 2) 공간의 병렬적 전개와 초점화, 3) 사건의 계기적
전개와 초점화 등을 추출하였다. 특히 ‘거주지의 이동과 정착·건축’과 같은 공간이 병렬적으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계기적으로 전개되면서도, 이들 두 요소들이 종국에는 한 곳인 ‘왕건의
탄생’으로 귀결되는 구성방식을 구사하고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고 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전개방식
이 전체 이야기가 고도의 서사전략에 입각하여 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이러한 서사전략은 결국 ‘왕건 가문의 세거지와 고려 도읍지’로서 송악(개경)이 갖는 천정성과 유구
성을 부각하면서, 송악에서 정착하고 건축함으로써 태어난 삼한통합자 왕건 탄생의 신성성과 필연
성을 동시에 과시하려는 목적하에 안출되었다고 믿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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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메이지시대의 일본 학계에서는 아이누(Ainu)가 일본열도의 선주민이었으나, 이후 한반도에서
도래한 현 일본인의 선조에게 정복당했다는 견해가 널리 공유되어 왔다. 이러한 견해는 학계에서는
‘아이누설’1)로 불려 왔다. 특히 도리이 류조(鳥居龍蔵, 1870~1953)가 제창한 ‘고유일본인설(固有日本
人説)’ 즉 일본인을 이루는 중심적 민족인 고유일본인이 한반도에서 도래했다는 견해2)는 전형적인
아이누설로서 1910~30년대 당시 널리 공유되어 있었던 정설이었다.
그러나 1924년에 도리이가 도교제국대학을 떠난 후 고유일본인설은 경성제국대학의 해부학자들
에게 계승되었지만3) 내지(内地, 본토일본)의 학계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학설이 부상하였다. 특히
1938년에 도쿄제국대학 인류학 교실에 부임한 하세베 고톤도(長谷部言人, 1882~1969)가 학계를 주
1) 정복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도래설’ 내지 ‘정복설’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편이 타당할 수도 있다.
2) 鳥居龍蔵, 『鳥居龍蔵全集 第１巻』, 朝日新聞社, 504~505쪽(鳥居龍蔵, 「古代の日本民族移住発展の経路」, 『歴史地理』28巻５号, 1916).
3) 세키네 히데유키, 「‘경성학파 인류학’의 한반도 도래설 재고」, 『日本思想』 제29집,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5, 123~1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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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후에는 태세가 급변하였다. 일본인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오로지 생활환경에 따라 체질을 변화
해 왔을 뿐 외부민족의 이입에 의한 영향은 없었다는 견해가 주류 학설이 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하세배의 제자들이 인류학 교실을 주도하여 하세베설을 실증적,
이론적으로 보강해나갔다. 그 결과 정밀한 신체 계측과 통계학을 구사한 그들의 학설 앞에 오랫동안
정설이었던 아이누설은 모습을 감추다시피 했다.4)
이러한 현상은 유독 인류학에 제한되지 않았다. 필자는 일본 고고학자의 한반도 도래인 인식을
살펴본 바 있는데 거기에서 ‘일본근대고고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는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
1881~1938)에게 영향을 준 인물이 바로 하세베였다는 사실5)을 지적했다. 하마다 이후 일본 고고학
자의 뇌리에서 한반도 도래인의 존재가 사라져 유물의 편년(編年) 규명에 전념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전기에 인류학자의 견해가 관여했다면 고고학자에게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한다.
주목되는 것은 그들이 인종주의와 관련되는 우생학(優生學:eugenics)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세력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객관성을 중시하는 과학자라 할지라도 학설 산출 과정에서 사회적 요건
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6) 인류학자 역시도 거기에서 자유로
울 수 없을 것이다. 인종주의를 비롯하여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상이 일본인과 한국인의
계통관계를 부정한 학설을 조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까지 과학적 연구의 이름 아래 일본인의 기원연구에서
한반도 도래인을 배제함으로써 1970년대까지 주류 학설을 군림했던 인류학자 하세베와 그와 함께
전전의 인류학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기요노 겐지(清野謙次, 1885~1955)의 학설과 사상을
검토하고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한반도 도래설을 부정한 일본인 기원설의 내용
1. 일본인의 단일민족 기원론 - 하세베 고톤도

하세베는 도쿄제국대학(東京帝国大学) 의학부를 졸업한 후 교토제국대학(京都帝国大学), 도호쿠
제국대학(東北帝国大学)을 거쳐 1938년에 도쿄제국대학 인류학 교실 주임교수로 취임하여 전전과
4) 池田次郎, 『日本人のきた道』, 朝日新聞社, 1998, 169~173쪽.
5) 세키네 히데유키, 「일본 고고학자의 한반도 도래인 인식 -일본 인류학자와의 대조를 통해서-」, 『東아시아 古代學』제42
집, 2016, 243쪽.
6) Kuhn, Samuel (1962)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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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에 걸쳐 일본의 인류학계를 주도한 대표적인 인류학자였다. 그는 골학(Osteology)뿐만 아니라
생체계측, 지문, 토기, 골각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일본인의 기원을 규명했다.
시대마다 학설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그 개관은 다음과 같다.
그가 일본인의 기원론에 대해 언급한 것은 1917년부터 시작한다. 석기시대인을 선주민(아이누)으
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며 단지 ‘석기시대 주민’으로 지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 이어서
1919년에는 석기시대 주민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근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주민(아이
누)이 아니라 일본인의 선조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8) 나아가 그가
도쿄제국대학 교수가 된 이듬해인 1939년에는 일본의 석기시대의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하기
때문에 선조가 석기시대인이라고 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당연히 석시시대인이 일본인이라
고까지 하게 되었다.9) 이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본인이 순수한 단일민족임을 강조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전후가 된 1949년에는 완성된 자신의 학설을 피력했다. 즉 경신세(更新世) 말기에 중국 화남(華南)
에 거주하고 있었던 동아시아인의 일부가 육교를 통해 규슈에 상륙하여 일본인의 선조가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점차 야요이시대인(弥生時代人), 고훈시내인(古墳時代人)을 거쳐 현대 일본인으로 진
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보다 중국 장강 연안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다10)는 것이다.
이처럼 헤세베는 종래 일본의 선주민족(아이누)으로 생각되었던 석기시대인은 일본인의 선조로
생각되며 그들과 아이누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종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한반도보다
중국남부의 성향이 부각되면서 일본인이 형성되는 과정에 한반도 도래인이 개재되는 여지는 전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약간의 혼혈을 인정하는 단일민족 기원론 - 기요노 겐지

기요노는 교토제국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 유학을 거쳐 모교의 교수가 되었다. 본래 병리학 전공이
지만 1910년대 기점으로 인류학으로 연구의 비중이 늘었으며 일본 각지에서 방대한 인골을 수집했
다. 그가 주장하는 일본인의 기원론이 처음으로 정리된 형태로 발표된 것은 1926년이다. 해당 학설
에서는 일본 석시시대인은 현대 일본인의 토대가 된 인종이기 때문에 ‘일본원인(日本原人)’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현대 아이누인도 현대 일본인도 진화한 일본원인이 인접 인종과 혼혈해
7)
8)
9)
10)

長谷部言人,
長谷部言人,
長谷部言人,
長谷部言人,

「石器時代住民論我論」, 『人類学雑誌』 第32巻 第11号, 1917, 335쪽.
「石器時代住民と現代日本人」, 『歴史と地理』 第3巻 第2号, 1919, 16~18쪽.
「石器時代住民論我論」, 『人類学雑誌』 第32巻 第11号, 1917, 335쪽.
「日本民族の成立」, 『論集日本文化の起源』, 平凡社, 1973, 123~126쪽(초판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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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형성된 것이라고 하였다.11) 또한 1931년에는 일본열도에 처음으로 인류가 도래한 시기에 일본
석기시대인이 발생했다고 하였다. 후대에 대륙이나 남양에서 여러 인종들이 도래하여 혼혈했으나
일본원인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킬 정도가 아니었다고 했다.12) 주의해야 할 것은 기요노가 말하는
혼혈은 일본인과 아이누 사이가 아니라 일본원인과 주변민족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며 현대 일본인
과 현대 아이누는 이러한 혼혈의 결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38년이 되면서 혼혈은
과소평가되었으며 일본인은 석기시대부터 일본열도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묘사하게 된다.13)
이처럼 초기의 기요노는 주변민족과의 혼혈을 인정했기 때문에 ‘혼혈설’을 주장하였으나 3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하세베와 마찬가지로 일본민족의 순서성과 단일민족성이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차세대로의 계승 - 스즈키 히사시

하세베나 기요노의 영향은 전전의 학계뿐만 아니라 전후까지에도 영향력을 미쳤다. 도교대학
인류학 교실에서 하세베의 후계자였던 스즈키 히사시(鈴木尚, 1912~2004)는 조몽시대(縄文時代)부
터 현대까지의 간토(関東)지방 남부 주민의 형질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발표했
다. 야요이시대와 근대에는 일본인의 체질이 크게 변화하였으나 그 원인은 어디까지나 생활양식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있으며 도래인의 유전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14) 즉 고대부터 현대까지
일본인은 외부 민족과의 혼혈 없이 소진화(小進化)에 의해 형질을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혼혈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스즈키의 견해는 하세베 설과 함께 ‘이행설’ 내지 ‘변형설’로 불렸다.

Ⅲ. 도래설 부정론에 깔려 있는 사상
1. 아시아 민족과의 혼혈 논쟁과 우생학

하세베나 기요노가 한반도 도래인을 부정하게 된 근거로써 인골 데이터의 통계처리 결과에 기반
하는 직접적인 요인도 있으나 시극이나 사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사상이나 가치관
등 관념론적인 요인도 들 수 있다.
11)
12)
13)
14)

清野謙次․宮本博人, 「再び津雲貝塚石器人のアイヌ人に非らざる理由を論ず」, 『考古學雑誌』 16巻 9号, 1926, 575쪽.
清野謙次, 「古墳時代日本人の人類学的研究」, 『人類學․先史學講座』 第2巻, 雄山閣, 1938, 24쪽.
小熊英二, 『単一民族神話の起源』, 新潮社, 1995, 267쪽.
鈴木尚, 「先史時代から現代に至る日本人の小進化的変化」, 『論集日本文化の起源』, 平凡社, 1973, 241~256쪽(초판 1969,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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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식민지 확대 과정에서 인류학자가 관련되는 중대한 논의가
있었다. 즉 이민족과의 혼혈의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찬반논의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는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에 따른 동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혼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지지자들은 주로 조선총독부나 대만총독부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었다.
다른 하나는 일본민족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혼혈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들
은 나치스처럼 일본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려는 우생학 및 인종주의를 신봉하는 세력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수한 지배민족의 혈통이 열등한 피지배민족과의 혼혈에 의해 오염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상의 세력은 주로 후생성(厚生省)과 이를 우생학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일본민족위생학회(후에 일본민족위생협회로 개칭)’이었다.
전자는 혼혈을 추진함으로써 피지배민족의 정체성을 말소하는 것을, 후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질서를 명확히 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도 인도적이지 못한 것은 분명하
다. 다만 전략상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두 진영은 자신들의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줄 학자의 영립을 시도하게 되었다. 전자는
도리이 설과 같은 일본인의 혼합민족설을 지지하는 학자를 채용하였으며 후자도 자신들의 정책에
맞는 인류학자를 영입했다. 그것이 바로 하세베와 기요노였던 것이다.

2. 하세베의 황국사관

상기한 바와 같이 하세베는 오랫동안 일본 인류학계를 주도하여 영향력이 강한 연구자였으며
그가 일본 인류학의 제일인자 자리에 올라간 시기가 일본이 군국주의 노선에 달리고 있는 시대였다
는 점은 주목된다.
1933년에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한 후 37년의 중일전쟁 발발, 40년의 대동아공영권 제창, 41년의
태평양전쟁에 돌입했다. 마침 중일전쟁 직전 도쿄제국대학 인류학 교실의 주임 마쓰무라 아키라(松
村瞭, 1880~1936)가 사망하자 하세베는 기요노의 가세 덕분에 1938년에 그 후임자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 후 하세베는 ‘일본민족위생학회’의 평의원이자 도쿄제국대학 총장을 설득하여 인류학
교실을 ‘인류학과’로 승격시켰다.15)
이어 1942년에는 기획원에 「대동아건설에 관하여 인류학 연구자로서의 의견」을 제출하여 정치적
제언을 하였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일본인은 이미 홍적세(洪積世) 말에 일본 영토에 거주했
으며 다카마가하라(高天原)도 일본 국내에 있었다. 일본인을 혼혈민족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견(誤
15) 위의 책, 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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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에 불과하며 이러한 견해는 대동아공영권 건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일본인은 동아시아에서
탁월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특정 민족과 가깝다는 견해는 바람직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공평하게 접해야 한다는 것이다.16)
이처럼 하세베는 일본인의 기원을 아득한 태고로 규정하거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거처인 다카
마가하라를 일본 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17)으로 보아 일본역사가 만세일계(萬世一系)인 천황을
중심에 형성하여 흘러왔다고 하는 황국사관(皇國史觀)의 신봉자로 추정된다. 그리고 일본인의 특수
성을 근거로 아시아 민족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체제 수립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가 서구 열강의
아시아․아프리카 민족 지배를 모델로 하고 있었음이 진작된다.
이처럼 하세베는 오늘날의 견지에서 보면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뜻밖에도 은퇴하고
나서 1969년에 사망할 때까지 ‘일본인류학회’의 회장 직을 맡아 후학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3. 기요노의 황국사관과 군국주의

나중에 언급할 바와 같이 하세베와 기요노를 높게 평가한 당대의 연구자들은 그들이 문헌 연구에
의존했던 기존의 인류학 및 고고학의 방법을 극복하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기요노의 경우, 일본인의 기원연구에 문헌 연구를 거부한 것은 맞지만 『고사기』·『일본서
기』만은 예외였다. 일본 석기시대인과 혼혈한 이민족에 대해 『고사기』·『일본서기』에 나온 여러
이민족을 무비판적으로 짜 맞추고 있다.18) 또한 ‘일본민족의 비약적 문화 증진은 늘 황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황실은 진보적인 신화들과 함께 규슈(九州)에서 철 문화를 수입하여 그 발전에 진력했
다.’19) 등의 언급이 도처에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그도 하세비와 마찬가지로 황국사관 신봉자임
을 알 수 있다.
하루나리 히데지(春成秀爾, 1942~)에 의하면 기요노의 황국사관은 그가 중학교 3학년의 작문에서
도 나타나 있으며 기본적인 일본역사관은 평생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20) 그렇다면 기요노는 과학의
16) 長谷部言人, 「大東亜建設ニ関シ人類学者トシテノ意見」 土井章 監修, 『昭和社会経済史料集成』 第16巻(大東文化大学東
洋研究所), 1991, 33~34쪽.
17) 다카마가하라는 종래 천상설, 지상설이 있었다. 후자는 「신화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타마라하
라도 실제한 곳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설이다. 현재의 역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기피되어 있지만 근대 이전에는
유력한 견해였다. 국내 설과 해외 설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야마타이코쿠(邪馬台国)과 관련시겨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후자는 한반도 설이나 중국 남부 설 등이 있다.
18) 清野謙次, 『古代人骨の研究に基づく日本人種論』, 岩波書店, 1949, 388~391쪽.
19) 위의 책, 481~483쪽.
20) 春成秀爾, 『考古学者はどう生きたか-考古学と社会-』, 学生社, 2003, 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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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통계학을 구사하여 일본민족의 기원을 추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답은 이미 어린 시절부
터 정해져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요노는 군국주의의 그림자를 아주 강하게 드리우고 있었다. 그는 1938년에 생체염
색 연구로 의학박사를 취득했으나 1941년에 고문서 절도사건으로 교토제국대학에서 면직되었다.
그 해에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는데 마침 대학에서 면직당한 기요노는 바로 국책 조사 연구기관인
‘태평양협회(1938년 창립)’의 촉탁으로 채용되었다. 거기에서 그는 동남아시아 조사를 하면서 대동
아공영권 이데올로기를 선전을 위한 인류학과 민족학의 저술활동을 펼쳤다.
기요노가 731부대 창설자로서 인체실험을 수행했던 이시이 시로(石井四郎, 1892~1959)의 은사였
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교토제국대학에서 병리학 교수를 하고 있었을 때 이등군의(중위)의
현역이면서 대학원 학생이었던 이시이를 2년간 지도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단순히 지도교
수의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 기요노는 이시이에게 731부대의 인사문제에 관여하거나 동 부대의
‘병리해부 최고고문’으로 생체해부의 지도를 맡았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생체해부의 발상은 세포의
생체염색법21)에 의해 새로운 세포계(細胞系)를 발견한 기요노의 경험 연장선에 있었다고 한다. 이처
럼 기요노는 세균학에 관한 자신의 학식을 가지고 비인도적인 실험에 봉사한 것이다.22)
말할 나위도 없이 대동아공영권은 동아시아의 여러 민족에 대한 무력침략과 식민지지배였는데
기요노는 인류학자로서 국민 이데올로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비인도적 731부대에 대해서는 인재확보
나 기술적 지도 등 깊이 관여하여 일본 군국주의의전쟁수행과 식민지정책에 가담했다고 할 수 있다.

Ⅳ. 도래설 부정론의 수용과 비판
1. 인접학문의 수용

위에서 하세베와 기요노의 학설과 사상을 살펴보았는데 동시대의 인접학문 연구자들은 그들의
견해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하세베나 기요노의 연구의 특징은 주로 『고사기』·『일본서기』 해석에 의거했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형질측정의 통계처리라고 하는 언뜻 보기에는 과학적 수법을 중시한 데 있었다. 하세베는
21) 생체를 염색해서 관찰하는 방법으로 이것으로 색소를 받는 제포가 많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조직구성세표로
명명하여 계통적으로 연구하였다. 杉山武敏, 「京大病理学教室史における731部隊の背景」, 『15年戦争と日本の医学医療
研究会会誌』 第10巻１号, 2009, 2쪽.
22) 春成秀爾, 앞의 책, 262~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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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신체측정에서, 기요노는 유족에서 출토된 6인골조사에서 얻은 데이터를 통계처리했다.
그들이 사용했던 통계처리는 현대 통계학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미흡하지만 당시의 연구자들에게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정밀한 것으로 빚었다고 한다.23)
하마다가 그들의 견해의 영향을 받은 것은 서론에서 언급하였는데 다른 연구자들은 어떻게 생각
했을까? 당시의 저명 학술지 『인류학잡지』 및 『민족』에는 기요노의 저서 『일본석기시대인연구』
(1928)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평이 실렸다고 한다. 우선 도교대학 인류학 교실의 스다 아키요시(須田
昭義, 1900~1990)는 문화만으로 석기시대인을 연구해 왔던 연구자들에 대한 정문일침(頂門一鍼)’이
라 호평했으며 나카타니 지우지로(中谷治宇二郎, 1902~1936)는 기요노 설을 학설이 아니라 ‘사실’이
라고까지 극찬했다. 민족학자 오카 마사오(岡正雄, 1898~1982)는 인종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논증이라고 평가했다.24)
특히 고고학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고고학사에서는 기요노 설이 등장한 후 토기나 석기를
만든 인종을 문제 삼지 않고 순수하게 유물에의 편년만을 연구하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1920년대 이후 조몽토기(縄文土器)의 편년연구25)와 야요이 토기(弥生土器) 편년연
구26)로 이루어진 현대고고학의 기초적 이론이 구축되어 갔다.
주목되는 것은 그들은 인문계 학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윤리학자이자 일본사상가였던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 1889~1960)도 하세베나 하마다의 지견을
바탕으로 일본열도 선주민의 존재를 부정하여 석기시대부터 일본민족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주장했
다.27) 또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이었던 네즈 마사시(禰津正志, 1908~1986)는 『고사기』·『일본서
기』의 전통적 해석을 분쇄하는 것으로 칭찬했으며 역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였던 하야카와 지로
(早川二郎, 1906~1937)도 과학성을 가진 일본민족 기원연구로 평가했다.28)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
럼 기요노가 『고사기』·『일본서기』 연구를 배제했다는 그들의 평가는 완전히 착각이었다.

2. 자세대로의 계승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 후 도쿄대학 인류학 교실을 이끌어간 스즈키는 어떻게 하세베의 견해를
계승했을까?
23)
24)
25)
26)
27)
28)

寺田和夫, 『日本の人類学』, 思索社, 1975, 297쪽.
坂野徹, 「日本人起源論と皇国史観」, 金森修, 『昭和前期の科学思想史』, 2011, 270~272쭉.
야마우치 수가오(山内清男, 1902~1970), 야하타 이치로(八幡一郎, 1902~1987), 고노 이사무(甲野勇, 1901~1967) 등.
모리모토 로쿠지(森本六爾, 1903~1936), 고바야시 유키오(小林行雄, 1911~1989).
坂野徹, 앞의 글, 275쪽.
小熊英二, 앞의 책, 269-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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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우생학의 신봉자도 인종주의자도 아닌 것은 다음의 사항으로 알 수 있다. 1967년 유네스코는
파리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인종전쟁이었다는 반성에 입각하여 「인종과 인종적 편견에 관한 성명
(STATEMENT ON RACE AND RACIAL PREJUDICE)」(Unesco1967)을 발표했는데 스즈키는 거기에
전문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었다.
그 성명은 “오늘날 세계의 인종적 편견이나 차별은 역사적·사회적 현상에서 발생하여 과학적
사실을 위장해서 주장한다. 따라서 생물학자․사회과학자․철학자, 관련된 분야의 모둔 전문가들은
인종적 편견의 선전을 원하는 자에게 연구결과가 악용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29)는 말로 끝맺음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스즈키의 스승 하세베는 이러한 철칙
을 어긴 전형적 연구자였다.
하세베는 1943년에 도교제국대학 의학부 해부학교실 소속이었던 스즈키를 발탁해서 이학부 인류
학 교실에 강사로 이적하게 하여 이듬해 약간 31세로 조교수, 주임으로 승진시킨 경위가 있다.30)
인류학 교실 출신이 아닌 연구자를 후임으로 세운 점을 감안하면 스즈키가 얼마나 하세베의 입맛에
맞았으며 스즈키는 하세베로부터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짐작된다. 따라서 스즈키는 유네스코
선언의 일본 대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세베를 비판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간관계는 인종주의에 젖은 ‘이행설’을 전후의 학계에까지 계승하게 한 온상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3. 학술적 결함을 비판한 ‘경성학가인류학’

위에서 본 것처럼 하세베와 기요노는 황국사관, 인종주의, 군국주의 등 오늘날 마땅히 단죄되어야
할 위험한 사상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사상에 맞게 자의적으로 학설을 조작했다면
연구 방법이나 학설의 논리 전개에 결함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지적한 연구자는 과연
없었던 것인가?
사실 기요노의 연구의 오류에 관해서 지적한 몇 명 연구자들이 있었다. 우선 경성제국대학 교수
우에다 쓰네키치(上田常吉, 1887~1966)이다. 그는 1930년대의 초에 기요노에게 통계학의 통계법의
결함을 정정하지 않으면 공표하겠다고 경고하여 이에 기요노가 자신의 제자를 경성으로 보내고

29) Ra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the world today arise from historical and social phenomena and falsely claim
the sanction of science. It is, therefore, the responsibility of all biological and social scientists, philosophers, and
others working in related disciplines, to ensure that the results of their research are not misused by those who wish
to propagate racial prejudice and encourage discrimination.
30) 香原志勢, 「巨木・鈴木尚先生」, 『成城大学経済研究(鈴木尚教授古稀記念号)』79, 1982,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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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우에다의 지도를 받게 한 경위가 있다.31) 우에다는 독일에서 당시의 저명한 인류학자 루돌
프 마르틴(Rudolf Martin, 1864~1925)의 지도를 받은 형질인류학자로서 일제강점기의 연구자 중에서
가장 통계학에 정통한 연구자였다. 기요노가 하세베와 달리 적게나마 혼혈을 인정한 배경에는 이러
한 사건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32)도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아이누설’을 지지하는 형질인류학자33)로서 그의 학설이 조선총독부의
‘내선일체론’에 채용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우에다로서는 아이누설을 부정하려는 기요노와 정면
으로 대항해야 마땅하다.
또한 1950년대에는 이마무라 유타카(今村豊, 1896~1971)와 이게다 지로(池田次郎, 1922~2012)가
기요노설을 비판했다. 그들은 기요노가 학설의 전제가 되는 인골 자료의 편년을 잘못 측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기요노는 인골의 성상(性狀)에서 연대를 추정했는데 그것은 매장 상태와
이에 함께 출토된 유물의 정밀한 검출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한다.34)
그런데 그들의 비판 역시 우에다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배경이나 학통과도 관련이 있다. 이마무라
는 일제강점기 오에다와 함께 경성제국대학 해부학 교실에서 근무했던 소위 ‘경성학파인류학’의
일원이었다. 이게다는 원래 하세베의 제자였지만 1948년에 부임한 히로시마현립의과대학(현 히로
시마대학 의학부)에서 이마무라와의 만남을 계기로 연구 방향을 바꾼 연구자였던 것이다. 그들이
기요노 설에 반박하는 이유는 단지 연구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는 ‘아이누설’을
둘러싼 견해 차이, 다시 말하면 한반도 도래인을 일본인의 선조로 보느냐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하든 하세베와 기요노의 학설이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비판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 도래인을 인정하는 ‘경성학파인류학’이 몰락
해 갔다. 이는 일선동조론에 대한 비판적 사조가 형성된 것과 관련이 없지 않아 보인다.35) 대신
도래설을 부정하는 학설은 단일민족 패러다임의 형성에 힘을 얻어 패전을 거쳐 무려 1970년대까지
학계에 군림하게 되었다.

31) 寺田和夫, 앞의 책, 202~203쪽.
32) 小熊英二, 앞의 책, 262쪽.
33) 우에다의 학설에 대해서는 세키네 히데유키, 「‘경성학파 인류학’의 한반도 도래설 재고」, 『日本思想』 제29호, 123~147
쪽. 참조.
34) 今村豊․池田次郎, 「清野博士の日本人種論に関する疑義」, 『民族学研究』第14巻第４号, 49~56쪽.
35) 세키네 히데유키, 「한국인과 일본인의 계통연구와 패러다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389~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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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세베, 기요노, 스즈키로 이어지는 한반도 도래설을 부정하는
인류학 학설은 그 발생 계기부터 매우 정치적인 동시에 자의적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견해는 일본인
의 기원에 관련되는 학문분야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고고학에 대해서는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역사사회학자들에 의해 지적받았지만 인류학자나
고고학자들은 학술적인 논의에 얽매여 저변에 깔려 있는 정치성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1930년대까지는 과학의 이름으로 아이누설, 즉 한반도 도래설이 주류학설이었다. 그러나 그 후는
과학의 이름으로 일본인의 단일민족설이 주류학설이 되고 한반도 도래인과 일본인의 기원에 관한
논의는 재야학자의 몫이 되었다. 전후 인류학에서 한반도 도래설은 1955년에 가나세키 다케오(金関
丈夫, 1897~1983)에 의해 재조명36)된 후 인류학에서는 DNA 연구 등의 진전으로 제한적이나마 복권
되었다.
그러나 필자가 여러 논고에서 줄곧 지적해 온 것처럼 문화인류학, 고고학, 문헌사학 등의 분야에
서는 한반도 도래인 문제가 여전히 한반도 문화의 전파 문제로 둔갑되어 있다.37) 도리이가 한반도
도래설을 발표한 지 100년이 지난 오늘날, 각 분야마다 한반도 도래설이 부정된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사혹과 세력이 관여했는지 재조명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36) 金関丈夫, 「弥生人種の問題」, 『日本考古学講座』4, 河出書房, 1955, 238~252쪽.
37) 세키네 히데유키, 「한국인과 일본인의 계통연구와 패러다임」, 『민족문화연구』 제47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123~1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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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고조선》 기록에 나타나는
고대의 제례문화
문치웅·김은진
홍익인간재단

차

례

Ⅰ. 서론
Ⅱ. 『삼국유사』 《고조선》조 『고기』 인용부 신화성의 문제
Ⅲ. 《고조선》조에서의 고대 제례
Ⅳ. 결론

Ⅰ. 서론
『삼국유사(三國遺事)』 《고조선(古朝鮮)》조(條)는 동아시아 고대국가의 始原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단군왕검에 의한 조선 건국과 이 건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환웅천왕에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고조선의 건국 이후 이어진 기간 동안의 도읍 이전에 대한 내용이
다. 이러한 《고조선(古朝鮮)》조를 통해 고조선 건국 시기의 상황과 고조선 전반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원문의 문자에 대한 역사한자적 의미를 기반으로 분석해 나가
면 고대국가 형성 전후의 사회적, 시대적 배경을 조금이나마 정리할 수 있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는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역사, 문화, 생활, 제도, 제례 등의 다양한
기록이 있다. 먼저 주거 생활과 관련한 기록으로 혈(穴)이 있는데, 이것은 고대의 움집이나 동굴을
거주지로 한 생활의 모습을 보여준다. 주곡(主穀)을 통해 곡식(穀)을 재배하는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질병에 대한 대응책, 질서 유지 체계를 위한 형벌 체계, 혼인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형성해 단체 생활을 하면서 살았었음을 오사(五事)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웅호(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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虎) 부분의 내용 분석을 통해 문화적 요소인 제례에 대한 내용도 파악이 가능하다.
《고조선》조의 『고기(古記)』 인용 부분에서는 고조선의 역사적 정통성의 근본에 대한 내용이
건국 이전 시대의 환웅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주요 내용은 환웅의 활동 내용과 통치의 주요 요소,
신웅(神雄)으로 존칭된 위대한 업적을 이어받아 그 정신을 바탕으로 조선을 건국한다는 역사적
계승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지난 100여년간 한국어, 일본어로 해석된 『삼국유사』 내용에서
이 『고기』 인용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비현실적인 신화성이다. 대표적으로 곰이 사람으로 변하여
환웅과 혼인하고 단군왕검을 낳았다는 것이 있다. 그 과정에 대한 기존 해석서의 내용을 보면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길 원하니 환웅이 동굴 속에 이 두 동물을 넣고 쑥과 마늘만을 먹으며 삼칠(三七)
일간 견디면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1) 이러한 해석을 통해 단군신화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일본인
靑柳南冥에서 시작되었다.2)
동물이 사람이 된다는 해석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과학적으로도 그 어디에도 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개념이나 원리, 방법이 보고된 것이 없다. 또한 동물의 식생활 측면에서 볼 때,
초식을 하지 않는 호랑이에게 마늘과 쑥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지난
100여년 기간 동안의 고조선과 환웅, 단군에 대한 연구는 신화적 틀 속에 발목이 잡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역사학 분야의 연구자들조차도 이러한 비현실적인 내용을 당연시하여 고조선의 존재
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만약 기존의 주장대로 이러한 신화적 내용이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원리와 그 사례를 보여야 할 것이지만, 이 역시 전무하다.
이러한 신화적 해석의 배경에는 문헌 기록의 부족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발굴
유물과 유적의 부족, 문화사적 정리 미흡 등의 요인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에 앞서 기본적으
로 한자의 의미, 특히 역사한자적 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다. 비록 많지 않은
문헌의 기록이지만 역사한자의 의미와 훈고(訓詁)법에 의한 문헌의 이해가 있었다면 신화성의 문제
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내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유물과 유적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의 보고 사례로 남해석각에 대한 해석과 제단의 발견3),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이르
1) 靑柳南冥, 原文和譯三國遺事, 조선연구회, 1915, 2∼3쪽;
細井肇 편저, 조선총서 제3권 삼국유사, 조선문제연구소(동경), 1936, 2∼4쪽;
사서연역회 역, 삼국유사, 고려문화사, 1946, 40∼41쪽;
이병도 역, 삼국유사, 대양서적, 1972, 76∼78쪽;
이민수 역,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1975, 43∼46쪽;
이필영, 「단군신화의 기본구조-천신신앙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제26호, 1981, 5~22쪽;
김헌선, ｢단군신화의 신화학적 연구｣, 한국민속학 30호, 1998, 201∼219쪽.
2) 靑柳南冥, 朝鮮史話と 史蹟, 朝鮮硏究會(京城), 昭和02年(1927年).
3) 문치웅, 「고조선의 고각 남해석각 해석」, 『東아시아古代學』제18집, 東아시아古代學會, 2008, 59~81쪽;
문치웅, 「남해석각과 서불관련설의 문제점」, 『東아시아古代學』제35집, 東아시아古代學會, 2014, 89~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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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물, 유적에 대한 제시가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향에 맞춰 『삼국유사』 《고조선》조 『고기』 인용 부분의 熊虎에 대한
내용 부분에서 나타나는 제례 관련 역사한자적 의미를 정립하고, 내용의 바른 해석을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내용의 범위는 근대와 현대의 《고조선》조 해석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화적 표현인 곰이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고 사람이 되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해당한다.
이 내용에 대한 원문의 내용과 주요 한자에 대한 역사한자적 의미 분석을 통해 신화적 해석의
잘못을 지적하고 제례를 만드는 과정을 제시하게 된다. 이것은 고조선에 대한 역사 정립의 새로운
한 방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삼국유사』 《고조선》조 『고기』 인용부 신화성의 문제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대한 기존 해석에서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기원한다
고 한 신화적 요소의 주요 원문 부분은 다음과 같다.

時有一熊一虎同穴而居常祈于神雄願化爲人時神遺靈艾一炷蒜二十枚曰爾輩食之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熊虎得而食之忌三七日熊得女身虎不能忌而不得人身

위의 내용에 대한 기존 문헌의 일반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이때에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神) 환웅(雄)에게
기도하되 화(化)하여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이에 신 환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 타래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일(百日)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형체를 얻을 수 있으리라.’라고 하였다. 곰은 그것을 먹으면서 기(忌)한지 삼칠일(三七
日)만에 여자의 몸을 얻었으나, 범은 기(忌)하지 않아 사람의 몸을 얻을 수 없었다.5)

앞의 《고조선》조 『고기』 인용 부분의 내용에 대한 기존 해석의 관계 구조는 곰과 호랑이, 환웅의

4) 문치웅, 「『삼국유사』 <고조선> 조의 역사성 정립을 위한 훈고」, 『Proceedings of 2014 Annual Conference of World

Society of Hwandan History & Culture』, World Society of Hwandan History & Culture, 2014.
5)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이용 http://db.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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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 구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호랑이는 떨어져 나가고, 곰이 여자로 바뀌어 환웅과 양자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곰과 호랑이의 행동은 환웅에게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둘은 환웅이 알려준 방법에 따라 마늘과 쑥만을 먹으면 동굴생활 하다가 수행에서 호랑이가
탈락하고 곰만이 사람으로 변한다는 내용이다. 단순하게 보아 위 내용은 곰이 삼칠일간의 수행을
통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현실성이 없는 해석이다. 또한 원문의 몇몇 문자들을 빼버리고 번역되어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다.
내용을 결정하는 주요 부분으로는 一熊一虎, 神遺靈, 熊虎得, 不見, 食之忌, 칠일(七日) 등이 있다.
이들 주요 문장 구성 요소들 중에서 동물을 중심으로 한 신화적 설정이 만들어진 부분이 一熊一虎이
다. 이 一熊一虎에서 ‘一’을 숫자적 의미로 ‘하나’라고 인식한 것이 기존의 설정이다. 이를 통해 한
마리 곰과 호랑이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 一熊一虎는 문장중 이어지는 뒷부분의 熊虎得과 관계된다.
熊虎得은 상세히 표현하면 一熊一虎得이 되며, 《고조선》조에서 환웅에 대해 웅(雄)으로만 나타낸
것과 같은 반복적 표현을 피하면서 단순화한 표현 형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이어지는 熊得女에
대해서도 一熊得女가 된다. 이 경우 ‘一’에 대해 ‘하나’라는 숫자적 해석은 어색한 해석이 됨을 알
수 있다.
《고조선》조에 대한 잘못 이해한 문자적 의미의 문제도 발견된다. 고대사 기록 문헌에서 見의
의미는 ’견’의 음(音)으로서 ’보다’의 의미보다는 ‘드러나다’의 의미인 ‘현’으로 주로 쓰인다.6) 대표적
인 사례로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찾아뵌다는 의미의 알현(謁見), 현알(見謁) 등의 있다. 또한 주(炷)
는 燈心燼所著者也(등심신소저자)7)로 특정 장소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되거나, 제례에서 사용되는
향(香)과 관련된 내용에 쓰이는 문자이다. 기(祈)와 원(願)은 이루고자 하는 바를 기원하는 의미이며,
食은 제례의 종류 중의 하나이고 과 忌, 七日은 구체적인 제삿날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
로 이러한 주요 문자들에 중점을 두고 《고조선》조 『고기』 인용 부분에 대한 기존 해석과 역사한자
적 의미에 의한 문자학적 비교, 분석을 통해 현실성 있는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

6) 『설문해자(說文解字)』【卷八】【見部】見視也。从儿从目。凡見之屬皆从見。古甸切 http://www.zdic.net/z/24/sw/898B.htm
참조 ; 『강희자전(康熙字典)』《唐韻》胡甸切《集韻》《韻會》《正韻》形甸切，賢去聲。《廣韻》露也。《易·乾卦》見龍在田。
《疏》陽氣發見，故曰見龍。《儀禮·士相見禮》某也，願見無由達。《註》凡于尊曰見，敵而曰見，謙敬之辭也。《史記·淮隂
侯傳》情見勢屈。《師古曰》見，顯露也。http://www.zdic.net/z/24/kx/898B.htm 참조.
7) 張三植, 『大字源』, 삼성출판사(서울), 1993, p.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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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조선》조에서의 고대 제례
제 Ⅱ장에서 제시된 『삼국유사』《고조선》조 『고기』 인용 부분의 내용에서 중심적 요소는 熊虎이
다. 熊과 虎에 대한 주요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A-1 一熊一虎
A-2 熊虎得
A-3 熊得女
A-4 虎不能忌

熊虎와 관련한 A-1～A-4에서 A-2의 A-3 의 熊虎得과 熊得을 보면 熊虎라는 것은 단순히 한 마리의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 熊虎는 得이란 표현을 통해 熊과 虎는 노력을 통해 획득하는 계급적 위치
또는 자리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一熊一虎는 한 마리의 熊과 한 마리의 虎가 아니라 최고 위치의
熊과 虎가 된다. ‘一’의 의미는 수(數)를 나타내는 ‘하나’의 의미도 있지만 第之本也, 萬物之本也처럼
‘첫 번째로 하다’, ‘최고로 하다’, 또는 ‘으뜸으로 하다’의 뜻이 있다.8) 그러므로 A-2의 熊虎得에서
熊과 虎는 모두 그들 조직의 최고의 위치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A-4의 虎不能은 虎가 최고의
위치에 오르지 못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虎不能忌이라 한 것을 보면 최고의 위치의 虎와 갈등을
빚었던 존재에 대한 제사일과 관련한 내용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제례와 관련한 문자들을 단계적으로 보면서 내용을 구체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자로 祈에 대한 주요 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다.9)

기(祈)
求福禱(빌)【書經】祈天永命
告(고할)
報(갚을)【詩經】以祈萬耈

여기서 祈에 대한 의미는 求福禱(빌다, 구복되게하다), 告(고하다), 또는 報(갚으다)가 있다. 이

8) 『강희자전(康熙字典)』 《說文》 惟初大始，道立於一。造分天地，化成萬物。《廣韻》數之始也，物之極也。《易·繫辭》天
一地二。《老子·道德經》 道生一，一生二。http://www.zdic.net/z/14/kx/4E00.htm 참조.
9) 張三植, 『大字源』, 삼성출판사(서울), 1993, p.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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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서경』의 祈天永命이라 한 예문에서 天에 영원한 생명을 빌다, 혹은 기원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祈자는 무엇에 대해 빌거나 기원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글자이다. 이 문자의 제례적 쓰임에 대한 예는 『후한서(後漢書)』卷六十五 「장조정
열전(張曹鄭列傳)第二十五」의 《장순전(張純傳)》10) 와 『위서(魏書)』卷七上 「고조기상(高祖紀上)」11)
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한서』 司空時歲灾旱祈雨不應乃上表
『위서』

五月丁巳帝祈雨於北苑閉陽門是

이 두 예문은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우제(祈雨祭)에 대한 것이다. 또한 왕조 국가 시대에는
풍년(豊年)을 기원하며 임금이 친히 거행하던 국가 규모의 제사인 기곡제(祈穀祭) 등의 예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 예문으로 『태조실록(太祖實錄)』 3년 8월 21일 戊子 기사와 『숙종실록(肅宗實錄)』27년
1월 3일 辛卯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12)

『태조실록』 吾東方自三國以來祀天于圓丘祈穀祈雨行之
『숙종실록』 上親行祈穀祭于社稷

이처럼 祈가 직접적으로 제의로서의 의미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
《고조선》조 속에서도 祈는 천신 환웅에게 기원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祈는 제례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된 반면에 고대 제례의 한 종류를 나타내는 食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확대되어 현대에는 먹다(茹)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食자가
가지고 있는 음과 주요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3)

食
① 식 : 殽饌(밥)
茹(먹다)【書經】 惟辟玉食
啗(씹다)
10)
11)
12)
13)

『後漢書』 卷六十五 「張曹鄭列傳第二十五」 《張純傳》
『魏書』 卷七上 「高祖紀上」
『太祖實錄』 三年八月二十一日 戊子; 『肅宗實錄』 二十七年一月三日 辛卯
『강희자전』; 張三植, 『大字源』, 삼성출판사(서울), 1993, p.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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祭曰血食(혈식제) 생고기를 제물로 하여 지내는 제사
② 사 : 以食與人飯(먹이다, 먹게하다) [詩經] 飮之-之

食의 음은 식과 사로 주로 사용된다. 식으로 음을 할 때에는 먹는 것과 관련한 殽饌(밥), 茹(먹
다), 啗(씹다)와 제례의 한 종류인 혈식제(血食祭)의 의미가 있다. 또한 사로 음을 할 때에는 먹는
것과 관련한 동작적 표현인 먹이다(以食與人飯)의 의미로 사용된다. 食과 관련한 『삼국유사』 《고조
선》조에서는 食之와 食之忌의 두 곳에서 사용되었다. 食之부분은 이어지는 不見日光과 같이 연결시
켜 보면 당시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日을 드러내어 빛나게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에 앞서 행하는
제사로 혈식제의 의미로 파악된다. 食이 제사적 의미로 사용된 예문으로 『사기』 「오제본기 正義」에
치우천왕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14)

『사기』

龍魚河圖云黃帝攝政有蚩尤兄弟八十一人並獸身人語銅頭鐵額食沙石子造立兵仗刀戟
大弩威振天下

이 내용은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등장하는 천왕과 관련한 것으로 문장 중에 동두철액식사(銅
頭鐵額食沙石)라는 표현이 있다. 이 전투에 앞서 동두철액을 하고 혈식제를 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
다. 원문 중의 沙는 장사군(長沙郡)을 의미하며, 石은 심여철석(心如鐵石)의 의미이다.15) 전체 내용을
해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용어하도(龍魚河圖)에서 이르길 黃帝가 섭정(攝政)을 하고 있을 때이다. 蚩尤에게는 兄弟가
81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사납게 짐승과 같은 분장을 하고 투구(동두철액(銅頭鐵額))를
쓰고 장사군(長沙郡)에서 혈식제(血食祭)를 지내면서 다짐을 굳게 하였다. 병장기(兵仗器)인
칼(刀), 창(戟), 큰 쇠뇌(大弩)을 만드는데 성공하여, 天下에 위엄을 떨쳤다.

『사기』의 내용에 대해 기존의 일부의 해석서에서 食沙를 ‘모래를 먹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람이
모래를 먹고 살 수는 없으며, 沙에 대한 지명(地名)을 나타내는 한자의 의미와 食에 의미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된 문제이다. 고대의 역사와 문화 관련 문헌에서 혈식제에 대한 내용은 주요 문헌들에
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16)
14) 『史記』 卷之一 「五帝本紀」
15) 張三植, 『大字源』, 삼성출판사(서울), 1993, p.1239.
16) 『春秋左傳注疏』卷之七 「莊公六年」對曰若不從三臣抑社稷實不血食; 『史記』卷之四十八 「陳涉世家第十八」高祖時爲陳涉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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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食을 포함하는 부분의 내용 熊虎得而食之忌은 이미 최고의 熊虎의
위치에 오른 위인들이 혈식제를 지낼 날을 정하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원문에서 忌는 다시
이어지는 뒤의 七日과 연계하여 보면 특정 제사일과 관련한 것이다. 忌에 대한 문자적 다의성(多義
性)을 보면 다음과 같다.

忌
憎惡(미워할)忌功, 忌人
憚(꺼릴)【左傳】民知有辟則不忌于上
怨(원망할)【晋語】小人忌而不思
忌日(기일, 제사일)【禮記】君子有終身之喪忌日之謂也17)
敬(공경할)【左傳]】非羈何忌

위의 忌에 대한 다의(多義) 중에서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의 忌는 忌日의 의미로 제사일을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熊虎得而食之忌에 대한 전체 내용은 최고의 熊虎의 위치에 오른 위인
들이 혈식으로 하는 제삿날을 정하는 것이다.
《고조선》조의 食之忌 부분은 이어서 三七日 + 熊得女身虎不能忌而不得이 연결된다. 혈식제의 날
과 구체적인 날자가 나타나는 고대의 제례 종류에는 류제(類祭)가 있다.18) 류제는 다른 말로 칠회제
(七回祭)라 하여 일(日)과 월(月)을 포함한 오행 지역인 수(水), 화(火), 목(木), 금(金), 토(土)를 나타
내는 칠정(七政)에 순서적으로 7일간 제를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류제가 고조선 건국 전후의 시기에
이미 체계화되어 있었다는 근거로 서경(書經)』 「우서(虞書) 순전(舜典)」편에서 유우가 망제(望祭)와
류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19)
그러므로 食, 忌, 七日을 포함하는 전체 원문 食之忌三七日熊得女身虎不能忌而不得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

혈식으로 지내는 류제를 삼진(三眞, 三朝鮮)에서 정할 때에 7일째 날의 제사에 대해 최고의
위치에 오른 熊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虎를 不能하게 하였던 자의 기일을 포함시키지 말도록
(不得) 하였다.
守冢三十家碭至今血食
17) 張三植, 『大字源』, 삼성출판사(서울), 1993, p.702.
18) 소길, 『오행대의』;
19) 『서경(書經)』 卷之一 「우서(虞書) 순전(舜典)」, 肆類于上帝禋于六宗望于山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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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7일째 날의 제사는 칠정에서 나머지 날인 土에 제를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7일째의 土의
제사를 빼버리는 한 이유는 앞의 『사기』 「오제본기 正義」의 내용에서 나타나듯이 황제(黃帝)로
나타나는 공손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한 갈등들은 공손과 치우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산해경』과 같은 문헌의 기록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공손의 주요 활동
중심지가 칠정의 마지막 7번째 土지역이다.20)
이처럼 고대의 국가 차원의 제례를 정하는 일은 중대한 결정사항이었다. 『삼국유사』 《고조선》조
에서처럼 제례를 결정하는 사례가 『사기』 「진시황본기」와 「고조본기」에서 나타난다. 『사기』 「진
시황본기」에서는 천하의 6국을 통일시킨 진시황 때에 제례의 대상으로 오제(五帝) 중에 북방의
수덕(水德)을 근본으로 하여 제례를 정하였다. 「고조본기」에서는 한(漢)이 천하에 들어서면서 남방
의 화덕(火德)을 기준으로 하여 제례를 지정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석적 해석을 통해 『삼국유사』 《고조선》조 『고기』 인용 부분의 내용은 熊과 虎로 대표되
는 조직의 대표 위인들이 최고 책임자가 되는 과정과 최고의 위치에 오르고 통합조직 내에서 제례를
만드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삼국유사』 《고조선》조 『고기』 인용 부분의 熊虎에 대한 내용 부분에서 나타나는
제례 관련 역사한자에 대한 문자적 의미 분석을 통해 내용의 바른 해석을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였
다. 기존의 해석에서 대표적인 신화적 표현인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는 내용은 현실성이 없으며,
역사한자에 대한 이해 부족의 결과임을 밝혔다. 제례 관련 문자를 중심으로 내용 이해를 위한 주요
한자에 대한 역사한자적 의미를 제시하고 관련 문헌을 통해 그 예제를 보였다.
전체적인 내용은 一熊一虎라 한 표현에서 최고 위치의 熊과 虎가 되는 과정과 최고 위치에 오른
후 국가적 차원의 제례를 만드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虎와 갈들을 빚었던 칠정의 7번째 土의 제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다. 원문 문자들의 세부적 분석을 통해 기존 신화적 내용으로 사용되었던
문자들이 제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것임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해석 내용에서 신화성은 없으며, 역사한자의 구체적인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
20) 문치웅, 「『사기(史記)』「오제본기(五帝本紀)」에 나타나는 인물관계 기록의 문제점」, 『東아시아古代學』 제40집, 東아시
아 古代學會, 2015, 173~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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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조선》조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그 기록에 의하는 곳의 유적과 유물, 비문 등의 제시될
것이며, 이러한 결과들이 합해지면 고조선 역사 정립의 새로운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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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의 變通的 時中觀과 인간경영의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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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해결의 실마리

Ⅰ. 문제의식의 단초
우리는 항상 일상생활에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의 무게를 짊어지며 살아간다. 우리가 현실의 무한
한 벽을 직면할 때에 엄습해오는 運命(destiny)의 관념을 의식하지 않기란 쉽지 않다. 인간은 일상생
활에서 부닥치는 가장 절실한 문제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이른바 운명의 복잡다단한 실타
래 속에서 그것을 풀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평생 자신의 삶을 절실하게
체험하면서 삶의 방향을 조정하며 삶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나 평생
개인이나 사회, 민족 및 국가의 운명을 이해하고 개선하거나 개척하려는 노력의 과정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역에서 운명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절실한 체험에서 가장 매력
적인 대상이며 가장 심도있는 내용이자 가장 의미있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삶은 무엇인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은 삶의 규준을 찾고 그 가치의
잣대를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는 성숙한 삶의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다. 성숙한 삶은 온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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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을 바탕으로 하여 주체적으로 행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현실적 세계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삶을 계획하고 목적을 세운다. 여기에는 넓은 의미의 ‘인간경영’1)이 담겨있다.
인간은 삶을 운영하고 평가하는 원칙이나 기준을 마련하고 당면한 상황을 처리하는 기준이나 규준
으로서 모종의 가치를 설정하며 이를 실천하는 데에 통찰, 예측, 판단, 선택, 결정 등의 건전한
방식이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경영은 인격체로서의 인간이 성숙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실천적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역』에서 인간경영의 지평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주역』은 인간의 삶을 경험하고 체험한
총체적 산물이다. 인간의 삶은 지식과 지혜의 통합적 과정이다. 인간은 현실적인 삶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행위의 실천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습득한다. 여기에는 변화의 세계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 세계의 변화를 개척하는 인간의 주체적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가 지식을
얻는 과정에 해당한다면 후자의 경우가 지혜를 터득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지식과 지혜는
삶의 실천적 과정 속에서 통합된다. 삶의 실천적 과정은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과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이 교차하는 지평에서 가능한 것이다. 인간경영은 바로 지식과 지혜의 통합적 과정에서 자아실
현을 목표로 하는 가치있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세계의 구조와 과정에
관해 방법적 지식을 축적하고 그 속에서 모종의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운영하는 방식의 지혜를
터득한 것이다. 여기에는 특정의 상황에 직면하여 개방적이고도 융통성있게 대응의 방식이나 행위
의 결과에 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간의 성숙한 삶과 그 실천적 과정에 착안하여 주역에서 인간경영의 지혜를 고찰
해 볼 것이다. 성숙한 삶의 모습은 變通의 실재(reality) 속에 어떻게 경영되는가? 인간경영의 지혜는
변통의 실재에서 어떻게 時中의 기제로 작동하는가? 그리고 인간경영의 지혜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개인과 사회의 의미있는 관계를 통해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가? 이러한 문제는 주역의 가치관
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變通의 실재는 세계의 구조를 분화와 통합을 특징으로 하는 역동적 연결망으로 이해된다. 변화와
균형 혹은 안정과 지속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時機, 즉 時中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時中의 기제는
변화하는 세계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서 시의적절한 조화나 질서, 즉 中道의 원칙이다.
그것은 삶의 가치를 인식하고 예측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원칙이나 방법으로서 인간의
삶에서 조화로운 創發의 방식이자 創新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이나 방법을 시행하는
데에 개인의 욕구와 사회의 이념이 합치될 때 모종의 공동체적 가치의 지향점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道義의 관문이다. 그것은 인간이 삶을 가치있게 살아가는 인간경영의 통로로서, 온전한 인격체
1) 좁은 의미의 인간경영은 개인, 기업 및 국가에서 합리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인간의 관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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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성숙한 삶의 단면을 반영한 것이다.

Ⅱ. 주역과 인간경영의 문제
1. 易의 관념, 지식 및 지혜

주역, 특히 역전은 단순히 占筮의 기능적 내용을 해설하는 것을 넘어서 자연계와 인간사회에
관한 총체적 경험을 담은 지혜의 결실이다. 총체적 경험은 ‘易’의 관념으로 대변된다. ‘역’의 관념은
“낳고 낳는 것을 역이라고 한다”2)는 구절에 잘 함축되어 있다. 여기에서 역은 미시적으로 생명현상
의 변화의 특징을 지니면서도 거시적으로 세계의 변화의 특징을 지니기도 한다.
역 관념 자체에는 자연과 사회의 복잡다단한 계층들의 구조와 그 연결망을 반영한다. 그것은
단순과 복잡, 저급과 고급, 하층과 상층 등의 관계처럼 다양한 단계들로 분화되면서도 단일한 체계로
통합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세계가 끊임없이 창조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으로서, 우주의 시공간적 구성, 자연의 변화의 현상들, 사물의 신진대사와 세대교체의
활동, 사회의 발전의 체계 등이 포괄적으로 투영되어 있다.
이러한 심층적 구조에서는 지식과 지혜의 변주, 즉 방법적 지식이 어떻게 지혜의 방식으로 고양되
는지의 문제가 중요하다. 인간은 주위의 환경과 합당하고도 조화로운 삶을 최대로 확충하며, 다른
한편 주위의 환경과 혼란스럽고 모순된 삶을 최소로 감소시키고자 한다. 이들 중에서 어느 방향의
상황이든지 간에 이를 해결하는 데에 현실적인 삶에 관한 지식의 정보에 바탕을 두고 실질적인
실천을 하면서 지혜의 가치를 터득하는 것이다.
우선, 『역전』에서는 하늘과 땅의 생태적인 구도에 주목하고 이를 지식의 정보의 원천으로 삼고
여기에서 삶에 관한 지혜의 가치를 터득한다. 이는 인간이 대상세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대상세계
속에서 인간 존재 자체의 좌표를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관건이다.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옛날에 복희씨가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 우러러보아서는 하늘에 있는 형상을 관찰하고,
구부려보아서는 땅에 있는 법칙을 관찰하며, 새와 짐승의 문양 및 땅의 지리를 관찰했다.
가까이는 몸에서 얻었고 멀리로는 사물에서 얻었다. 그래서 팔괘를 처음 만들어서 하늘과
2) 『周易, ｢繫辭上傳」: 生生之謂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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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신령스럽고 밝은 덕을 통하였으며 온갖 사물들의 실정을 분류했다.3)

여기에서는 자연계의 내용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인간은 하늘과 땅의 구도 속에서 사물들의 존재 양상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현상들
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인간과 세계와의 일정한 관계, 즉 어떤 원리나 법칙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특정한 구조나 질서를 인식한다.
인간은 이러한 구도 속에서 자연계의 운행과 그 질서를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그 속에서 모든
생명체의 존속과 그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사전」에서는 “하늘과 땅의
크나큰 덕은 낳는 것이라고 말한다4)”고 표현한다. ‘하늘과 땅’은 자연계의 현상을 대변하는데, 생명
체가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화하여 소멸하는 일련의 순환의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 하늘과 땅의
구도에서는 모든 존재의 造化의 과정, 즉 만사만물이 유기적으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과정으로 드러
난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구도는 全一的이고도 생명력이 충만한, 유기적인 자연의 생태계로
표현된다. 그 속에서 생명의 활동, 즉 造化의 역량이 연속적이고도 지속적인 생명의 역동적 흐름으로
진행된다. 한편으로 개별적으로 新陳代謝의 자생능력으로 표현되며 다른 한편 집단적으로 世代交替
의 생명체의 존속으로 표현된다.
더 나아가 팔괘는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인간이 만사만물의 존재와
변화의 방식에 관한 지식의 정보를 얻는 데에 팔괘에 담긴 수나 상과 같은 수량적 혹은 표상적
속성은 개념적 원리로 작동한다. 인간은 천문, 지리 및 그 속에 만사만물의 형상과 법칙을 장기간
체험하고 경험한다. 인간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팔괘로 형상화하거나 부호화하고 그것을 통해 하늘
과 땅의 각양각색의 현상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했으며 그 속에서 만사만물의 실정을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러러서는 하늘의 문양(天文)을 쳐다보고 아래로는 땅의 이치(地理)를 살피므로 어둡고
밝음의 연고를 안다. 시작을 본원으로 하고 끝으로 되돌아가므로 삶과 죽음의 설을 안다.
정미한 기(精氣)가 사물이 되고 떠도는 혼(游魂)이 변하게 되므로 귀신의 정황을 안다.5)

3) 周易, ｢繫辭下傳」: 古者包羲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
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4) 周易』,「繫辭傳」: 天地之大德曰生.
5) 周易, ｢繫辭上傳｣: 仰以觀於天文, 俯以察於地理, 是故知幽明之故. 原始反終, 故知死生之説. 精氣爲物, 遊魂爲變, 是故知鬼
神之情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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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에는 하늘과 땅의 원리가 그대로 투영되었다. 천문과 지리의 관찰과 같은 지식의 습득이라
는 관점에서 보자면, 팔괘의 형상 혹은 부호는 자연현상의 사실을 정보화하는 것이고 그것에 입각하
여 “신령스럽고 밝은 덕”과 같은 하늘과 땅의 원리를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온갖 사물들의 실정”과
같은 만사만물의 신진대사와 세대교체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구도
속에서 인간은 어두움과 밝음의 원인, 삶과 죽음의 방식, 귀신의 실제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내용들과 같은 모든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로 이해하는 통찰력을 지니게 된다.
하늘과 땅의 관계에서 나온 造化의 역량은 정보의 관계망(web)을 구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시공간
의 구조, 즉 우주이다. 『서괘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과 땅이 있은 다음에 만물이 생겨나고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것은 오로지 만물뿐이
다.6)

하늘과 땅의 구조는 시간 자체에 공간의 전체를 포함하는 정보의 관계망이다. 삼라만상의 상호관
계는 생성, 성장, 활동 및 소멸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세대교체와 같이 흘러가는 시간의 유동성을
지니며, 또한 이들은 新陳代謝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생성이나 성장과 같이 확장되는 공간의
점유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시공간의 관계망은 연속성과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생명질서의 활력
을 발휘한다.7)
『역경』은 세상을 인식하는 구조적 틀을 구성하고 하늘과 땅으로 대표되는 자연계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 구조적 틀에 관해 ｢계사전｣에서는 “역경은 하늘과 땅과 더불어 기준이 되므로 하늘과
땅의 道를 두루 엮어놓았다”8)라고 말한다. 역전에서는 역경에 반영된 인간의 인식적 틀을 세계
의 변화 전반, 특히 그 속에서 만사만물의 존재론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낸 결과라고 보고
이를 ‘하늘과 땅의 도’라는 말로 표현한다. ‘하늘과 땅의 도’는 하늘과 땅과 같은 지식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삶의 가치를 인식한 지혜의 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주역은 인간의 체험과
경험의 총체적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 憂患意識과 인간경영

占筮의 형식이 괘를 점쳐서 괘상을 확정하는 과정이라면 그 내용은 괘사나 효사의 의미를 결정하
6) 周易, ｢序卦傳」: 有天地, 然後萬物生焉. 盈天地之間者, 唯萬物.
7) 김연재, ｢주역의 生態易學과 그 생명의식｣, 아태연구 제18권 3호(2011), 32-33쪽.
8) 周易, ｢繫辭上傳｣: 易與天地准, 故能彌綸天地之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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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이다. 후자의 경우에 해석의 방식이나 그 사례를 공식적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은 이해, 귀납,
분류, 연역 등의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점서의 과정에서 64괘에 함축된 의미는 특정의
상황이나 사건을 나타낸다. 그 의미를 6효의 구체적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때마다
새로운 의미들을 낳으며 또한 이들 사이에 새로이 조합되어 새로운 의미로 확정된다.
이러한 해석의 과정은 점서의 원초적 방식을 통해 다양한 외적 경험과 내적 체험으로 확충되어
표현된다. 여기에는 다양한 경험의 축적에 따라 자신의 입장에서 예측하고 이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가치의 문제가 개입되기 마련이다. 괘가 사회적 현상의 일정한 관계망에서 모종의 상황이나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인간 자신이 그러한 상황이나 사건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인간은 점서의 판단언어들 속에서 삶의 원칙을 도모한다. 여기에는 세계에 대한 주체의 인식과
그에 따른 憂患意識이라는 현실적 자각에 있다.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역경)은 나오고 들어가는 데에 법도로써 하고 밖과 안으로 두려움을 알게 하며
또한 우환과 연고를 밝힌다. 그것은 스승과 보살핌이 없지만 부모가 임하는 것처럼 한다.
처음에 그 말을 따르고 그 방법을 헤아리니 이미 일정한 항상성이 있어,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라면 道는 헛되어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9)

인간은 현실적인 삶에서 天道의 운행질서의 내용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삶과 관련한 天命에 대한
인식의 환기와 이로부터 심리상의 각성을 한다.10) 이 심리상의 각성이 우환의식인데, 인간은 이를
통해 인격체로서의 자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자각심을 획득한 인간에 대해 “진실로 그 인간이
아니라면 道는 헛되어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道’는 바로 우환의
식 속에서 구현되는 人道의 경지이다. 그러므로 우환의식은 인간에게 인간 고유의 주체성을 확립하
는 단초가 되며 결국에는 윤리의식과 그 실천을 위한 보다 깊은 내면세계의 경지로 고양된다고
할 수 있다.
｢계사전｣에서는 이 우환의식을 바탕으로 각성된 인간의 내면의 경지를 바로 주역의 논지인
‘易의 道’의 본질로 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9) 周易, ｢繫辭下傳｣: 其出入以度, 外內使知懼, 又明于憂患與故. 無有師保 如臨父母. 初率其辭, 而揆其方, 旣有典常, 苟非其
人, 道不虛行.
10) 吾淳, 中國哲學的起源 (上海: 上海人民, 2010), 244-258쪽

주역의 變通的 時中觀과 인간경영의 지혜_김연재

215

역의 흥성함은 은나라의 말세와 주나라의 덕이 왕성할 때에 있지 않았는가? 문왕과 주왕의
일에서 있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그 말이 위태롭다. 위태로운 것은 평안하게 하고 안이한
것은 쓰러지게 한다. 그 도가 매우 커서 온갖 일을 없애버리지 않으니 시작부터 끝까지 조심스
럽게 하는 것인데, 그 바라는 결과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를 일러 易의 道라 한다.11)

여기에서는 인간이 우환의식의 심리적 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문왕이나 주왕의 역사적인
교훈을 귀감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易의 道’는 “시작부터 끝까지 조심스럽게 하면
그 바라는 결과는 허물이 없을 것이며”, 이것이 인간이 터득해야 할 세상의 이치이다. 그러므로
우환의 ‘易의 道’는 궁극적으로 후대에 유가철학에서 추구하는 內聖外王과 같은 완전한 인격체의
경지를 반영하는데 인간경영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지니는 것이다. 이는 역전에서 역경을 해석
하는 내용 중에서 인간경영의 人文主義的 요소와 그 성격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다.
역전은 기본적으로 역경의 점서원칙과 그 체제에 대한 주석과 해설이다. 그 취지는 괘효상과
괘효사의 상관관계 즉 정합성을 찾아내고 그럼으로써 인간이 왜 점을 쳐서 길함과 흉함을 묻는가하
는 현실적 함의를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역전에서는 특히 길흉화복의 문제가 음양과 강유가 서로
전환되는 변화의 방식을 근거로 한다고 보고, 괘효상의 구조 속에서 괘효사, 특히 ‘길함’, ‘흉함’,
‘후회함’, ‘궁색함’ 등과 같은 점술의 판단언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계사전｣에서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귀함과 천박함을 열거하는 것은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고 작음과 큼을 고루 갖추
진 것은 괘에 존재하는 것이다. 길함과 흉함을 분별하는 것은 말에 존재하고 후회함과 인색함
을 걱정하는 것은 (길함과 흉함 사이에) 개입함에 존재하고 움직여 허물이 없는 것은 후회함
에 존재한다.12)

인간은 길한 상황에 만족하여 안주하였다가는 후회할 상황으로 바뀌고, 이 후회의 상황을 극복의
계기로 삼으면 다시 길한 상황으로 회복할 수 있다. 또한 흉한 상황으로 전환되는 도중에 이를
극복하려는 데에 궁색하게 되면 결국에는 되돌릴 수 없는 재난으로 떨어지게 된다. 인간이 괘효상과
괘효사의 상관관계 속에서 제시된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처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11) 周易, ｢繫辭下傳｣: 易之興也, 其當殷之末世, 周之盛德邪? 當文王與紂之事邪? 是故其辭危. 危者使平, 易者使傾. 其道甚大,
百物不廢, 懼以終始, 其要無咎, 此之謂易之道也.
12) 周易, ｢繫辭上傳」: 是故, 列貴賤者存乎位, 齊小大者存乎卦, 辯吉凶者存乎辭. 憂悔吝者, 存乎介, 震無咎者, 存乎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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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현실적 세계 속에서 자신이 보다 진취적으로 행위할 수 있으며 자신이 갈구했던 바람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지식의 정보와 지혜의 가치 사이에는 모종의 열린 체계(open system)가 있다. 인간과 현상들
사이에 현실과 이상과 같은 서로 ‘의미있는(meaningful)’ 관계 속에 개방적이고도 신축성있는 이해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특정의 대상을 논리적으로 연역하여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특정의 대상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며 이것이 차츰 사회적 혹은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로 자리잡는다.
이는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정보를 담보해가는 과정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과정에
서 인간은 세계와 감응하면서 만족이나 불만족 혹은 좋음과 싫음 혹은 행복이나 불행 등의 각종의
심리적 상태와 결합하여 吉凶이나 善惡과 같은 지혜의 가치나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삶의 지향이나
지침으로 삼는 것이다.13)
여기에서 인간경영의 본령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인간경영은 가치있는 삶, 즉 합리적인 가치의
판단과 같은 성숙한 삶의 지혜와 관련된다. 인간은 늘상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인간은 세상의 변화와 그 양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미리 예측하고 올바로 판단하여 그 결과를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 활용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
서 인간은 자신의 지속적 발전과 안녕을 위해 삶의 현실적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계발이나 계도를
필요로 한다. 삶의 현실적 과정에서 예측, 판단, 선택, 결정 등은 인간경영의 문제이고 그 속에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Ⅲ. 變通의 세계와 乾坤의 구조
1. 變通의 원리와 지속가능한 실재

주역에는 인간이 변화의 세계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 세계의 변화를 개척하는 삶의 진정한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세계의 조감은 시공간성을 지닌 한 폭의 우주의 圖像으로 그려지고 세계의
구조는 현상세계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념세계의 구조도 함축되어 있다. 이 구조는
하늘과 땅의 구도 속에서 설정되며 그 속에서 삼라만상의 신진대사와 세대교체의 과정을 설명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와 그 가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는 바로 변통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3) 成中英, 『易學本體論』(北京: 北京大學, 2006), 222쪽.

주역의 變通的 時中觀과 인간경영의 지혜_김연재

217

역은 다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지속한다. 하늘로부터 도와서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14)

사물의 내부 자체와 사물들 사이의 관계는 음과 양의 대립과 통일의 조화로운 관계에 입각하여
‘窮’, ‘變’, ‘通’, ‘久’의 단계들로 구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러한 ‘窮變通久’의 과정은
‘窮變’과 ‘通久’의 두 가지 단계로 나뉜다. 전자는 변화와 균형의 단계라면 후자는 안정과 지속의
단계이고, 그 양자의 과정은 時機의 방식에 따라 연속적이고도 통일적 관계를 지닌다. 사물의 내부
자체와 사물들 사이의 관계는 끊임없이 분화되고 끊임없이 통합되며 또한 끊임없이 통합되고 끊임
없이 분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사전」에서는 “변하여 통하는 것은 때를 따르는 것이
다”15)고 말한 것이다. 이는 만사만물의 관계에서 한편으로 ‘생명의 創新性’을 끊임없이 발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創新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체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窮變通久’의 과정은 자연계이든지 인간사회이든지 간에 현상의 세계에서 時機의 방식에
따라 다양성, 다원성, 복잡성 등과 같은 각양각색 혹은 천차만별의 관계가 원만하게 통일되는 과정이
다. 이러한 圓融一體의 과정 때문에 “하늘로부터 도와서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圓融一體의 과정을 함축적으로 축약한 것이 이른바 變通觀이며 여기에 『주역』의 세계관의
강령이 있는 것이다.
만사만물의 圓融一體의 과정은 자연대상과 인간사회의 쌍방향적 출입구에 적용될 수 있다. 이
출입구를 통해 세계는 주관과 객관의 관계로 설정되며 여기에는 변통의 방식에 따라 순환성의
원리가 작동한다. 세계는 일종의 지속가능한 과정, 즉 변하여 통하면서도 다른 한편 통하여 변하는
과정에 따른 것이다. 자연은 변하여 통하는 객관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인간은 통하여 변하
는 주관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세계는 ‘변하여 통한다.’ “변하고 통하게 하여 이로움을 다한다.”16)
변함과 통함이 함께 결합하여 세계가 인간사회에 이익이 되는 공헌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추세,
환경 등의 객관적 조건에 따라 변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반면에 주관적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인간은
‘통하여 변한다.’ “통하여 변하는 것을 일러 일이라고 한다.”17) 그러므로 변하여 통한다는 것은 세계
가 운행하는 질서의 방식이고, 통하여 변한다는 것은 인간사회의 규범의 방식을 말한다. 전자를
변화의 세계라고 한다면 후자는 세계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주관성과 객관성의 상호관계
14)
15)
16)
17)

周易』,「繫辭下傳」: 易, 窮則變，變則通，通則久. 是以自天祐之, 吉無不利.
周易』,「繫辭下傳」: 變通者, 趣時者也.
周易, ｢繫辭上傳｣: 變而通之以盡利.
周易, ｢繫辭上傳｣: 通變之谓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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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합리성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 즉 변화하는 세계를 열 수 있으며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萬事變通의 원리는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 자체와 그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관계, 더 나아가
다른 대상들과의 상호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실재(reality)의 유기적 과정이다. 실재의 유기적 과정에
서는 어떠한 체계나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거나 완결되어 완전히 고정된 균형의 상태가 없다.
더 나아가 이미 균형에 도달한 상태라는 것도 또 다른 새로운 단계로 변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의 하나일 뿐이다. 여기에서는 물질과 에너지의 지속적인 유입과 유출에 따라 일어나는 변동
혹은 변화, 진화, 창발성 등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체계의 구조, 특히 질서의 상태에서도 균형의
상태보다는 변화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체계의 유지, 변동, 더 나아가 해체나 대체의 모든 가능성
이 열려있다.

2. 乾坤의 관문과 易簡의 정보망

역전에서 우주에 대한 인식이 하늘과 땅의 관계적 구조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건과 곤의 통일
적 덕성이 만사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원칙을 표상한다. 또한 생명력의 창발이 하늘과 땅의 구조
속에서 이해된다면, 이는 괘상에서 건과 곤의 구조로 표상된다. 『역전』에서 건과 곤의 범주는 음과
양 혹은 움직임과 고요함의 양상과 같은 상관적 관계를 통해 만사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방식을
드러낸다.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건과 곤은 역의 관문이 아닌가? 건은 양의 물건이고 곤은 음의 물건이니, 음과 양이 덕을
합하고 강과 유에 체가 있다. 그럼으로써 하늘과 땅의 일을 체득하며 신령스럽고 밝은 덕을
통한다.18)

건과 곤은 주역의 논지, 즉 변화의 관문으로서, 하늘과 땅으로 대표되는 우주의 섭리를 밝히는
요체이다. 그것은 강과 유의 성질 혹은 음과 양의 덕성으로 발휘된다. 강과 유 혹은 음과 양은 건과
곤의 관계를 구성하는 통일적 방식으로서, 우주의 유기적 생명현상의 양상을 상징화한 것이다. 특히
건과 곤의 범주는 균형과 조화의 상관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역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건의 도(道)가 남성을 이루고 곤의 도(道)가 여성을 이룬다. 건이 인식한 것은 크게 시작하
18) 周易, ｢繫辭下傳｣: 乾坤, 其易之門邪? 乾, 陽物也. 坤, 陰物也. 陰陽合德, 而剛柔有體, 以體天地之撰, 以通神明之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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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곤이 만드는 것은 만물을 이룬다.19)

만사만물이 생성되는 데에 건은 남성의 방식으로, 곤은 여성의 방식으로 발현된다. 이 양자의
합일적 상관관계를 건과 곤의 도로 관념화된다. 건과 곤의 구조는 바로 만사만물의 생성은 남성과
여성의 합일적 방식에 기본하며 나아가 인간의 생명의식의 측면에서는 화합의 경지 즉 도(道)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건과 곤의 도는 만사만물의 생성과 변화에 합당한 원칙과 질서를 세우는 중심축
이 된다.
인간은 하늘과 땅과 같은 자연계의 운행과 그 생명력을 감응하고 이를 자신의 내면세계의 생명의
식으로 고양시켰다. 그러므로 ｢계사전｣은 그 당위성과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건과 곤이 이루어지니 역이 그 가운데에 세워진다. 건과 곤이 훼손되면 변역을 드러낼
수 없다. 변역이 드러날 수 없으면 건과 곤은 혹시 거의 멈출지도 모른다.20)

여기에서 우주의 생성과 변화에 관한 인간 인식의 결과를 ‘건과 곤의 道’로 격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건과 곤의 도는 인간이 우주에 대한 전일론적(全一論的) 인식을 통해 보다 관념화한 산물이라
고 말할 수 있다. ‘역’ 개념에 담긴 우주의 생명정신은 결코 수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주의 생명정
신은 ‘역’의 전일론적 사유방식에서 건과 곤의 도로 구현되고 이것이 인간의 생명의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인간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것 역시 합일적 방식을 취하는가? 『역전』에서는
건과 곤의 원칙을 인식해야 하는 필연성과 당위성을 제시한다.

건은 쉬움으로써 알고, 곤은 간략함으로써 할 수 있다. 쉬우면 쉽게 알고 간략하면 쉽게
따른다. 쉽게 알면 친함이 있고 쉽게 따르면 공적이 있다.21)

생명성의 원리에 관한 인간의 인지는 건의 도와 곤의 도의 합일적 방식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말해, 건의 도는 양의 속성에 따른 강건한 덕성을 발휘하여 인간에게 지속적이고도 쉬우므로 만물의
본래의 시초를 계시하고 인식하게 해준다. 다른 한편, '곤의 도'는 음의 속성에 따른 유순한 덕성을
발휘하여 인간에게 간략하고도 단순하므로 만물의 완성을 이루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 周易, ｢繫辭上傳｣: 乾道成男, 坤道成女. 乾知大始, 坤作成物.
20) 周易, ｢繫辭上傳｣: 乾坤成列, 而易立乎其中矣. 乾坤毁, 則無以見易. 易不可見, 則乾坤或幾乎息矣.
21) 周易, ｢繫辭上傳」: 乾以易知, 坤以簡能, 易則易知, 簡則易從. 易知則有親, 易從則有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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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건은 확연하여 사람에게 쉬움을 보여준다. 곤은 유순하여 사람에게 간략함을 보여준다.22)

인간에게 있어서 ‘건의 도’와 ‘곤의 도’는 ‘쉬움’과 ‘간략함’이라는 서로 합치되는 성격으로 인지된
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전』에서는 “쉽고 간략하니 천하의 이치가 얻어지고 그 속에서 지위를 성립
시킨다”23)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음과 양의 통일적 혹은 합일적 원칙에 입각하여 인간의 인지
상에서도 항상 건곤의 도(乾坤之道), 즉 ‘쉬움’과 ‘간략함’의 양상으로 체현됨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
이 바로 인간의 도(人道), 즉 인간이 인간이기 위한 도리를 터득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건과
곤의 합일적 방식은 인간 내면의 세계로 고양되어 판단의 규준과 평가의 근거로 자리잡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Ⅳ. 時中의 원칙과 인간경영의 지혜
1. 시중의 기제와 創新의 선택

變通觀에는 인간이 특정의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담겨있다. 여기에는 인간이 합당한 행위를 하기 위한 선택의 기제가 있다. 인간은 특정의 상황
혹은 사건의 변화에 따라 변화의 양상과 추이를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는 幾微 혹은 時機(a mechanism of time)가 중요하다.
인간은 주위의 환경과 합당하고도 조화로운 삶을 최대로 확충하면서도 다른 한편 주위의 환경과
혼란스럽고 모순된 삶을 최소로 감소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실제적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 지식의
정보에 바탕을 두면서 실질적인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스스로 상황에 맞게 행위의
기본적 준칙을 마련하고 더욱 중요하게는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때문에
인간은 현실적 삶에서 변화를 인식하면서 그에 대해 적응하고 스스로 조절하거나 조정하는 합리적
인 방식이 필요하다. 이 기제가 바로 時中의 관념이다. 시중에는 불가피하게 결정되는 명운의 외적
세계에 접근하는 인간의 태도와 처신의 방식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時中의 원칙이
22) 周易, ｢繫辭下傳」: 夫乾, 確然示人易矣. 夫坤, 隤然示人簡矣.
23) 周易, ｢繫辭上傳」: 易簡而天下之理得矣. 天下之理得, 而成位乎其中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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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중은 바로 음과 양의 상호관계로 표상되는 변통의 時機로서, 때에 맞게 적확한 조화나 질서,
즉 中道의 원칙을 가리킨다. 그것은 합당한 행위를 하기 위한 創新의 방식이자 원리이다.
그렇다면 역전에서 時機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것은 ｢단전｣에서 주로 서술
되어 있으며 時中, 時義, 時用, 隨時 등으로 표현된다.24) 이들 중에서 특히 時中 개념이 가장 구체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괘상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해설인 괘사의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포착될 수 있다. 괘상에서 음과 양으로 이루어진 6효는 서로 강하고 약함 혹은 많고 적음과 같은
세력의 역동적 관계에서 각각 변동의 과정과 추세의 방향성을 지닌다. 이 변동의 과정과 이들의
추세를 이해하는 원칙이 시중이다. 시중은 6효의 역동적 변화에서 상황이나 사태에 시의적절하게
맞는 조화, 균형, 질서 등과 같은 최상의 상태를 가리킨다. 시중의 원칙에 따라 괘상의 구조가
달라지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괘사의 논리적 내용이 성립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卦名에 담겨있는
상황이나 경우의 사례를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豫卦에서는 즐거움을 성취하는 정도를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따르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시킨다. ｢단전｣에서는 豫卦를 풀이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과 땅이 (때에) 따르어 움직이므로 해와 달의 운행이 벗어나지 않고 사계절이 어긋나지
않는다. 성인이 (때에) 따르어 움직이면 형벌이 분명해져 백성들이 따른다. 예의 때는 의미가
크도다!25)

여기에서 “(때에) 따르어 움직인다”는 표현은 月令이나 時令과 같은 천체의 고유한 운행의 법칙이
자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 그 법칙은 하늘과 땅의 구조에서 현상적으로 드러난다. 그 구조에서는
해와 달의 운행이 어긋남이 없으며 사계절의 순환적 週期가 착오를 일으킬 수 없다. 또한 성인도
그러한 합당한 원칙에 따라 인간의 행동, 사회의 제도, 국가의 조직 등을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위배할 경우가 생기면 처벌해야 할 것은 처벌하는데 형벌이 합당하면 백성들이 믿고 안정적
으로 따른다. 그러므로 豫卦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時機는 하늘과 땅의 구조를 운영하는 일정한
원칙으로 이해된다. 이 원칙은 자연계의 법칙으로서 여기에는 인간의 삶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전」에서는 간(艮)괘를 해석한다.

때가 멈추면 멈추고 때가 행하면 행하며, 움직임과 고요함이 그 때를 놓치지 않으니 그
24) 成中英, 『易學本體論』(北京: 北京大學, 2006), 182-187쪽.
25) 周易, ｢彖傳｣, 豫卦: 天地以順動, 故日月不過而四時不忒. 聖人以順動, 則刑罰淸而民服. 豫之時, 義大矣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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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밝게 빛난다.26)

이 구절에서는 움직임과 고요함의 변화에 따른 時中의 원칙이 바로 인간 삶에서 마땅히 중시해야
할 상황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처신을 잘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 正義와 같은 합당한 道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이는 孔孟學說의 입장과 일치하고 있다. 맹자는 공자가 몸소 실천했던
시기의 적절함에 따른 유통성의 태도를 칭찬하여 “공자는 성인의 時中인 자이다”27)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맹자』에서는 공자를 다음과 같이 극찬한다.

벼슬할 만하면 하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두고 오래 머무를 만하면 오래 머물고 빨리 떠날
만하면 빨리 떠난 것이 공자이다.28)

여기에서 時中 개념은 인간에게 있어서 때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고도 타당한 처신을 하는 태도로
전환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가의 中道觀의 내용이 된다. 이 때문에 중도29)를 실천한 공자를 존중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음과 양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다.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것을 일러 道라고 하고 그것을 잇는 것을 일러 善이라
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일러 性이라고 한다.30)

“한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되는” 天道는 생명 자체가 보존되는 법칙, 즉 자연의 법칙으로서,
여기에서 세계의 관계망의 지속가능한 원리를 모색해볼 수 있다.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된다”는
말은 천체의 운행질서의 관계망으로써 대립과 통일의 관계를 법칙으로 하는 것이며 만사만물의
형성, 활동 및 변화의 기본적 법칙을 결정하는 것이다. 만물을 모두 음과 양의 측면에서 이해되는데
어떠한 전체이든지 간에 모두 음과 양이 한 번씩의 비례에 따라 균형을 이루고 변화를 거듭하는
것이며 낳고 낳아 멈추지 않는 과정이다. 음과 양의 역량과 그 범주는 끊임없이 분화되고 끊임없이
통합되며 또다시 분화하고 통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물 자체와 사물들 사이의 관계는 생명의
창조력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생명력이 합당하게 발휘되는 것이 善의 가치를
26)
27)
28)
29)
30)

周易,「彖傳」, 艮卦: 時止則止, 時行則行, 動靜不失其時, 其道光明.
孟子, ｢萬章下」: 孔子, 聖之時者.
孟子, ｢公孫丑上」: 可以仕則仕, 可以止則止, 可以久則久, 可以速則速, 孔子也.
論語, ｢微子｣: 我則異於是, 無可無不可.
周易, ｢繫辭上傳」: 一陰一陽謂之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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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이러한 생명력은 모든 존재의 생명의 덕으로 자리잡는데 이것이 바로 본성이다. 그러므로
선의 가치는 본성을 보존하는 데에서 나온다.
時機의 방식은 상황 혹은 사태가 전개되는 일련의 과정적 관계, 즉 필연성, 우연성 및 개연성의
관계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에는 필연성과 우연성의 주기적 계기, 즉 단계적이고도 연속적인 방식
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전개되는 과정의 개연성이 반영되어 있다. 어떠한 사물이나 상황에서 필연성은
반드시 우연성과의 시의적절한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우연성은 반복해서 계속
적으로 지속하는 과정에서 필연성으로 거듭난다. 필연성과 우연성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개연성이 생기기 마련이다. 사물은 음과 양의 관계에서 보면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어”
활동이 그치지 않으므로 이러한 과정에서는 필연성도 많다. 다른 한편, 필연성 그 자체는 음과
양이 다양하게 바뀌는 방식에 따라 다원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음과 양의
다양한 방식에서 전개되는 다원적 상황은 복잡다단하여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정에서는
우연성도 많다. 그러나 이 양자의 관계에서는 또한 개연성이 돌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사전」에서는 “음과 양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신묘함이라고 말한다.”31) ‘신묘함(神)’은
사물의 변화가 복잡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되는” 방식에는 가치론적 中道 혹은 時中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이 개념은 節度 혹은 節制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지나친 욕망과 부족한
욕망 사이에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의 중간이 아니라 가장 합당한 가치를 지닌, 최상의 조화로운
상태의 중간이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생명의 덕은 생명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생명공동체를 형성
하며 그 속에서 모든 존재가 유기적이고도 창조적으로 화합하는 궁극적인 단계, 즉 완전한 善의
상태가 세계의 造化의 조화로운 삶이다. 완전한 善의 상태는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와 같은 상대적인
의미의 善 개념을 넘어서는 절대적 善의 단계이다. 그 속에서 인간은 인간사회를 포함한 공동체의
안녕과 행복을 느끼며 ‘지구촌(Global Village)’ 관념의 가치가 담보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하게
사는지의 여부가 생명공동체를 실현하는 척도가 되며 이는 바로 吉과 凶의 결과로 귀착되며 결국에
행복과 불행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中道는 時機의 합당성 혹은 적합성은 질서정연한 天道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합당한 人道를 운용
하는 원칙으로 확충된다. 따라서 天人의 道는 변화나 추세에 시의적절하게 맞는 질서정연한 원리나
원칙에 입각하는 것이다. 세계가 실재하는 까닭, 즉 모든 존재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까닭은 時機의
합당하고도 적합한 지속성 때문이다. 따라서 時中은 모든 존재의 변화의 지속적 과정에 맞는 시의적
절한(timely) 조절이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가장 합당하고도 최상의 조화나 화합의 원칙으로
31) 周易, ｢繫辭上傳」: 陰陽不測之謂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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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사물이 자연적으로 전개되거나 발전되는 과정에는 항상 그 안에 음과 양의 관계에 따른 질서와
조화가 있게 마련이다. 인간은 반드시 사물이나 상황에서 음과 양의 관계에 따른 질서와 조화를
인식하고 그것이 변화하는 상황을 파악해야 그에 합당한 행위의 방향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 時中의 원칙과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인간은 특정의 상황이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그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의적절하다는 말에는 그때그때
마다 합당한 질서와 조화를 도모하는 조절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면서도 그 원칙에 따라 삶의 과정에서 길함이나 흉함의 결과에 이르는 실질적
방법이 되는 것이다.

2. 道義의 가치와 자아실현의 지혜

인간은 개별적 성격(personality) 속에서 보편적 인간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욕구를 바탕으로 하지만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의 도덕윤리적 측면도 충족시킨다. 왜냐하
면 인간이 단순히 생물적 존재가 아니라 자아(self)가 중심이 되어 행동하고 통제하여 경험을 하는
주체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위는 가능성, 양태, 범위, 관계 등이 예측하지
쉽지 않으므로 경험적 사실에 바탕을 두면서도 이를 넘어서 자아의 통찰에 의해 특정의 가치를
지향한다. 경험적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평면적인 일차원적 차원이라면, 이 인식에 기본적으로
입각하지만 모종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복합적인 다차원이다. 인간의 행위를 단순히 예측하거나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측하려는 목적이나 통제하려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
다. 이는 ‘해야 한다,’ ‘좋다,’ ‘훌륭하다’ 등과 같은 표현처럼 가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인간은 ‘도덕적 인간’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이는 인간의 심리나
행위가 기본적으로 목표의 지향성에서 나온다는 적극적인 인간관에 기초한다. 이는 인간이 세계의
변화를 조망하고 그것과의 교감이나 교류를 통해 그것을 개척하는 창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모종의 지평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지가 지위를 세우고 성인이 능력을 이루니, 사람이 도모하고 귀신이 도모하여 백성이
더불어 능력을 발휘한다.32)

32) 周易, ｢繫辭下傳｣: 天地設位, 聖人成能, 人謀鬼謀, 百姓與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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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는 세상의 제자리를 설정하고 성인은 인간을 지도하니 인간의 일, 심지어 귀신의 일조차도
이에 맞게 진행되므로 인간의 모든 일이 능력껏 발휘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과 관련하여 주역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모종의 상황에 대한 ‘판단(judgement)’의
문제이다. 인간이 특정의 상황이나 사건일 발생할 경우에 그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은 조치나 행위의 일정한 원칙에 입각하고 또한 인간의 자유의 의지도 발휘된다. 인간의 합당하
고도 조화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가치의 규준 혹은 잣대가 있어야 한다. 인간의 삶
전반의 과정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하려면 삶의 가치에 관한 올바로 판단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윤리적 선택과 행위는 더더욱 가치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판단에는 사실의 판단(judgement of fact)과 가치의 판단(judgement of value)이 있다.
전자는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것인 반면에 후자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가치를 개입한 것이다. 또한 가치의 판단에는 공리적 판단(practical judgement)과 도덕적 판단(moral
judgement)이 있다. 전자는 길흉과 같은 이해적 관계의 여부에 따른 판단이라면 후자는 선악과
같은 주체적 의식 혹은 의지의 여부에 따른 판단이다. 그 양자는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지만 서로
일정한 연관성을 지닌다. 인간이 건전한 삶을 영위하고 확고한 태도를 가진다면 길흉의 이해관계는
선악의 가치로 고양될 수 있다. 즉 길흉의 ‘공리적 판단’이 윤리도덕의 강령과 같은 보편적 가치로
승화되면 이것이 바로 ‘도덕적 판단’인 것이다.
이러한 올바른 가치의 판단의 문제는 履卦33)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괘에서는 위와 아래,
존귀함과 비천함을 구분하여 이를 실천하는 禮義 혹은 예절의 질서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괘의 괘사에서는 종종 꿈속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34) 사람이 호랑이
의 꼬리를 밟고 있는 위태로운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놓았다. 이는 이괘의 괘사는 다음과 같다.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더라도 사람을 물지 않으니 형통하다.35)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다”는 표현은 절박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예견

33) 履卦

는 하괘가 兌卦(☱)이고 상괘가 乾卦(☰)이다. 괘의 형상을 보면 하늘은 위에 있고 연못은 아래로 나뉘어져

있다. 이는 강건한 건괘의 끝자락에 유순한 태괘가 따르고 있다. 효의 위치를 보면, 이는 양의 효가 다섯 개이고
음의 효가 한 개이므로 다수의 강건한 양 속에서 유순한 음이 이들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履’ 글자는 원래 신발의
뜻을 지니는데 실천, 예의 등의 의미로 확장된다.
34) 李鏡池, 周易通義 (北京: 中華書局, 1981), 23-24쪽.
35) 周易, 履卦: 履虎尾, 不咥人, 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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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상황과는 반대되는 “사람을 물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뜻밖의 상황과 그
기이한 결과에 관해 점을 쳐보니 “형통하다”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모종의 상황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다. 특정의 대상을 인식하는 문제
와 그 인식에 따라 행위하는 문제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인식과 행위의 불일치는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심리적 현상의 측면에 주목하게
된다. 판단에는 ‘사실의 판단’과 ‘가치의 판단’이 있다. 사실의 판단은 인간이 경험적 사실을 인식하여
판단하는 문제라면 가치의 판단은 인간이 이러한 인식에 대한 행위의 적합성이나 타당성에 맞추어
판단하는 문제이다. “형통하다”는 말은 특정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일종의 ‘가치의 판단’이다.
履卦의 전체적 의미와 그에 대한 판단의 문제를 알 수 있는 효는 육삼효와 구사효의 관계이다.36)
우선, 육삼효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애꾸눈으로 볼 수 있고 절름발이로 걸을 수 있으나 호랑이의 꼬리를 밟으니 사람을 물어서
흉한데, 무인이 대군이 되었다.37)

애꾸눈은 스스로 볼 수 있고 절름발이는 스스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판별할 능력이나 수행할 능력이 완전하지 않다. 이러한 결점을 지닌 사람들은 호랑이의 꼬리를
밟는 실수를 하여 호랑이에게 물리기 쉽다. 육삼효는 하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효인데,
상괘인 강건한 건괘가 있는 상황에 맞게 기꺼이 따라야 하는 형상이다. 그러므로 “무인이 대군이
되었다”는 표현에는 무인이 자신의 신분이나 분수를 넘어서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없이 욕심이나
의욕만으로 대군처럼 행세하였다가는 결국에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종의 상황에 대한 판단의 문제와 관련하여 육삼효사에는 ‘사실의 판단’과 ‘가치의
판단’이 섞여 있다. “애꾸눈으로 볼 수 있고 절름발이로 걸을 수 있다”는 말에는 가치의 판단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호랑이의 꼬리를 밟으니 사람을 물었다”는 말에는 사실의 판단이다. 사실의
판단을 바탕으로 해야 가치의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후자를 우선하고 전자를 무시할 경우에
결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무인이 대군이 되었다”는 표현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履卦의 육삼효사에서는 사실 호랑이가 사람을 손상시킨 사건과 무인이 권력을 잡은 사건 사이에
36) 육삼효는 하괘에서 가장 위의 위치에 있는 효로서 中하지도 않고 正하지도 않는 효의 위치이다. 이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자리나 경우를 가리킨다. 반면에 구사효는 상괘에서 가장 아래의 위치에 있는 효이다. 이 두 가지 효의 상관성은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여 극복해 나아가야 하는 사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37) 周易, 履卦, 九三爻: 眇能視, 跛能履, 履虎尾, 咥人, 凶, 武人為於大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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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因果의 관계가 없다. 단지 이 두 가지 사건에서 흉한 징조의 공통적인 요소를 감지한 것뿐이
다. 이는 인간의 가장 절박한 욕구나 희망에 따라 꿈에서나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심리상에서 연상
의 작용이 일어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38) 그러나 이러한 원초적이고도 심리적 과정에서는 비이성
적이고도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어서 자칫하면 신비주의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입장이나 문제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해소하거나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이 履卦의 구사효에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더라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니 마침내 길하다.39)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다”는 표현은 괘사의 내용과 같다. 그러나 “사람을 물지 않았다”는 결과는
제시되어있지 않고 대신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다”는 심리적 표현이 등장한다. 이 표현은 인간의
절박한 심정을 나타낸다. 이는 특정의 구체적인 상황을 인간의 내면적 세계의 문제로 전환시킨
것이다. “마침내 길하다”는 말은 인간의 절박한 심정이 깔끔하게 해소되었음을 함축한다. 이러한
심리적 해소의 내용은 특정의 구체적 상황을 일반적 상황으로 바꾼 것인데, 특히 憂患意識을 불러일
으켜 우리가 직면했던 상황의 해결을 인간의 내면적 세계로 귀착시킨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모종의 상황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다. ‘사실의 판단’을 ‘가치의 판단’으로 바꾼 것이다.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다”는 사실적 표현이 “마침내 길하다”는 가치적 표현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육삼효에서 판단한 내용과 정반대로 ‘사실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가치의 판단’을 이끌어낸 것이다.
履卦의 구사효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공리적 판단’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인간의 내면적 세계에서 보편적 가치로 승화된다면 이는 ‘도덕적 판단’으로 확충될 수
있다. 履卦에는 특정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판단하는지의 문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는
사실의 판단에서 시작하여 직관의 심리적 감지를 거쳐서 가치의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다. 사실의
판단에서는 호랑이가 사람을 물지 않다는 것이고, 직관의 심리적 감지에서는 호랑이와 무인을 연관
시킨 것이고, 가치의 판단에서는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이
현실세계의 절박한 문제를 처리하고 극복하는 일련의 심리적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履卦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미 예견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해 미리 경각심을 줌으로써 이러한
경우에 대비할 충분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40) 이러한 점에서 점서는 개별적 상황에
38) 徐儀明, 易學心理學 (北京: 中國書店, 2007), 107-109쪽.
39) 周易, 履卦, 九四爻: 履虎尾, 愬愬, 終吉.
40) 여기에서 ‘變通의 道’에 관한 일종의 逆說(paradox)을 엿볼 수 있다. 우리가 꿈을 해석하는 경우에 꿈은 실제 발생할
현실과는 정반대라는 인식은 이러한 논법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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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길함이나 흉함과 같은 결과를 잘 맞추기보다는 그 결과를 극복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과 그 속에 담긴 취지가 善의 도덕적 가치와 같은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의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실적 삶의 유형은 인간이 인간 자신을 포함한 외부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는가의 문제와 직결되며 그 선택의 기준은 주관적 가치에 좌우된
다. 인간이 직면하는 매 상황이나 단계에는 스스로 대처하는 데에 따른 인간의 행동 혹은 행위가
중요하며 그 결과는 吉凶과 같은 公利的 가치나 善惡과 같은 도덕적 가치로 나타난다. 인간은 길과
흉 혹은 선과 악이 서로 바뀌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나 지향성이 바뀌기도 하고
이와 반대로 삶의 방향성이나 지향성이 바뀜에 따라 길과 흉도 바뀌기 마련이다.
길흉과 선악의 문제가 인간의 행동 혹은 행위와 관련된다면 인간 자신의 건전한 사고력이나
적극적 태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길흉과 선악의 문제는 주위의 환경과 얼마나 합당하게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가의 여부와 관련되며 여기에 인간의 의도나 의지, 절제, 판단, 결정 등의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도나
의지와 상관없이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반드시 宿命論이나 因果律의 법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정보를 수집하고 행위의 기본적 준칙을 마련하고 더욱 중요하
게는 지혜롭게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한다. 이러한 지혜의 터득 때문에 인간은 현실적 상황에 대해
능동적으로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러한 합리적인 삶의 과정에서 지혜의 터득이 합리적인
삶을 영위하는 단초가 되는 것이다.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인이 이로써 마음을 깨끗이 씻어 기밀함에 물러가 간직하며, 길흉은 백성과 더불어 근심
을 함께 하여 신묘함으로써 미래를 알고 지식으로써 지나간 일을 간직하니, 그 누가 여기에
참여하겠는가?41)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길흉이나 선악이 인간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憂患의 원인이자 결과라
는 것이다. 우환의 여건에서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인간은 과거의 지식을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삶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지혜를 터득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간의 삶에 관한 ‘인간경영’의 묘미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지식을 축적하고 지혜를
41) 周易, ｢繫辭上傳｣: 聖人以此洗心, 退藏於密, 吉凶與民同患, 神以知來, 知以藏往, 其孰能與於此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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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득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자가 인간을 둘러싼 외부의 환경과 관련된 것이라면 후자는
인간 자신의 행위나 태도와 관련된다. 전자는 인간의 삶의 외적인 측면에서 접근되므로 인간의
운명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변동은 이로움으로써 말하고 길흉은 실정으로써 옮겨간
다”42)고 말한다. 반면에 후자는 인간의 삶의 내면적인 측면에서 접근되므로 삶의 주체성과 관련되어
“길흉이란 바르게 이기는 것이다”43)는 내용을 지닌다.
주역에서 ‘인간경영’의 궁극적 단계는 ‘道義의 門’으로 표현된다.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릇 역은 성인이 덕을 숭상하여 사업을 넓힌 바이다. 지식이 숭상되고 예의가 비천하니
숭상함은 하늘을 따르고 비천함은 땅을 본받는다. 하늘과 땅이 위치를 세우고 변역이 그
속에 진행되는데, 본성을 이루어 계속 존속하고 존속하는 것이 道義의 문이다.44)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것과 같은 자연계의 순리처럼, 성인이 ‘덕을 숭상하여 사업을 넓힌 바(崇德
廣業)’는 궁극적으로 人道의 구현이다. ‘道義의 門’은 바로 人道가 실현되는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聖人은 단순히 생명을 가진 만사만물 중의 하나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우주의 변화의 방식과 합일하는 존재로까지 이해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자율적이고도 능동적인
삶을 가치론적으로 정당화한 것이다. 인간은 하늘과 땅이 화합하는 크나큰 원리를 포용하고 그에
따르는 시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간은 자신의 삶을 영위해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은 그럼으로써 천하의 뜻을 통하고 천하의 사업을 결정하고 천하의 의혹을 판단한다.”45) 여기에서
시중은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가치의 지혜를 터득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처럼 시중의 원칙에 따라 조화로운 삶을 사는 성인 혹은 군자의 경지는 「문언전」에서는 인격체
의 진정한 모습, 즉 내면과 외면의 조화 혹은 통일에서도 설명되고 있다. 군자는 시중의 원칙에
따라 ‘덕성(德)’과 ‘업적(業)’의 양면을 두루 갖추며 충심, 언사 등의 태도나 처신도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42) 周易, ｢繫辭下傳｣: 變動以利言, 吉凶以情遷.
43) 周易, ｢繫辭下傳｣: 吉凶者, 貞勝者也
44) 周易, ｢繫辭上傳｣: 夫易, 聖人所以崇德而廣業也. 知崇禮卑, 崇效天, 卑法地. 天地設位, 而易行乎其中矣. 成性存存, 道義之
門.
45) 周易, ｢繫辭上傳」: 是故, 聖人以通天下之志, 以定天下之業, 以斷天下之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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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줄 알고 이르는 것은 기미를 함께 말할 수 있으며, 마칠 줄 알고 마치는 것은 의로움을
함께 보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윗자리에 머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지만
근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굳건하고 굳건하여 그 때에 맞아서 두려워하면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46)

이른바 “덕으로 나아가 업적을 닦는다”는 말은 바로 인간이 실현해야 할 삶의 본질을 제시한
것이다. 인간은 내면의 덕성과 외면적인 업적을 두루 갖추어야 하는데, 그 내용 상에서 충심과
언사가 일치해야 한다. 이는 인간이 내면적 덕성을 알맞게 쌓으면 시의적절하게(timely) 외면적
성과로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자는 덕으로 나아가 업적을 닦는다는
것은 때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47)라고 말하는 것이다.
인간이 인격체로서 어떠한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뜻을 정미하여 신묘함으로 들어가 실제의 활용을 다한다. 실제의 활용을 이롭게 하여 몸을
편안히 하여 덕을 존중한다. 이를 지나친 다음에는 간혹 알지 못할 수 있다. 신묘함을 다하여
변화를 아는 것은 덕이 왕성한 것이다.48)

인간 삶의 과정에서 인격의 함양의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 즉 “의로움을 정미하게 하여 신묘함으
로 들어간다(精義入神)”는 태도, “활용을 이롭게 하여 몸을 편안히 한다(利用安身)”는 안락한 생활
및 “신묘함을 다하고 변화를 안다(窮神知化)”는 궁극적 경지가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단계는 인간의
덕성을 바탕으로 하고 그것을 함양하는 일련의 단계를 세계의 외적 경험과 이를 내적 체험으로
수용하는 인간성과 연관지은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삶에서 참다운 인격의 중요성과 그 인격체의
경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문언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곧바름은 그 정당함이고 반듯함은 그 의로움이다. 군자는 경건함으로써 내면을 곧바르게
하고 의로움으로써 외면을 반듯하게 하니 경건함과 의로움이 세워져 그 덕이 홀로 있지 않게
된다.49)

46) 周易, ｢文言傳｣, 乾卦: 知至至之, 可與言幾也. 知終終之, 可與存義也. 是故居上位而不驕, 在下位而不憂. 故乾乾因其時而
惕, 雖危無咎矣.
47) 周易, ｢文言傳｣, 乾卦: 君子進徳修業, 欲及時也, 故無咎.
48) 周易, ｢繫辭下傳｣: 精義入神, 以致用也. 利用安身, 以崇德也. 過此以往, 未之或知也. 窮神知化, 德之盛也.
49) 周易, ｢文言傳｣, 坤卦: 直, 其正也. 方, 其義也. 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

주역의 變通的 時中觀과 인간경영의 지혜_김연재

231

인격체로서의 인간은 항상 합일적 혹은 일체적 성품을 지녀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내적 함양
과 그것의 외적 표출이 있어야 한다. ‘곧바름(直)’과 ‘반듯함(方)’, ‘올바름(正)’과 ‘의로움(義)’, ‘경건함
(敬)’과 ‘의로움(義)’의 관계처럼 내적 함양과 그것의 외적 표출이라는 상호 보완과 합치의 관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균형 혹은 조화의 합일적
경지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경과 의를 확립하여 그 덕이 홀로 있지 않게 된다”는 말에는 음과
양의 상호 ‘변역’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군자는 안과 밖, 내면과 외면의 인품을 두루 갖추어야 됨을
역설하는 것이다. 음과 양의 생명력의 조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곤의 원리는 인격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르면, 人道의 실현은 안과 밖, 내면과 외면이
일체가 되는 인격의 완전한 체현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는 善과 美의 일치라는 윤리적 수양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자 또 한편으로는 윤리적 敎化의 통치적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내부적인 和諧의 순화, 즉 일종의 통일 혹은 조화의 심층적 향유의 경지가 도덕수양
이나 윤리적인 敎化의 차원에 해당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야말로 유가에서 중시하는
자아완성 혹은 자아실현의 궁극적 경지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심층에서의 합일의 경지인
것이다. 이러한 통일에서 생명의 가치는 도덕의 내용으로 고양된다. 「설괘전」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도덕에 조화롭게 따르고 의리를 다스리며, 이치를 궁구하고 본성을 다함으로써 천명에
이른다.50)

이는 괘효상이 변화하는 법칙을 터득하여 인간의 도덕적 경지를 드높이고, 인간이 행위하는 데에
일정한 규범을 따르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인간은 생명체의 존재로서 내면과 외면의
합치를 추구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내적 덕을 함양하여 “도덕에 조화롭게 따르고 의리를 다스린
다.” 더 나아가 인간은 내면의 의식을 통해 세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합당한 관계를 지녀 “이치를
궁구하고 본성을 다함으로써 천명에 이른다.” 이는 인간이 내면과 외면의 통일에 따른 올바른 인격
체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실현해야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된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내면적 인격의 수양을 통해 외부의 세계에 대한 진정한 체험을 통해 이른바 “窮神知化”의 경지에
도달해야 미래의 예측과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道義의 門’은 인간경영에서 자아실현의 관문이다. 이는 인간이 ‘進德修業’이라는
내면적 수양의 단계를 거쳐서 ‘崇德廣業’이라는 내면과 외면이 합일 혹은 일체가 되는 경지에 이르러
50) 周易, ｢說卦傳」: 和順於道德而理於義, 窮理盡性以至於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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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비로소 ‘盛德大業’의 궁극적 天命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상전｣에서는
“군자는 이로써 악함을 막아버리고 선함을 고양하여 하늘을 따르고 명을 좋게 한다”51)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윤리의 정당성과 인간경영의 합리성이 일맥상통하는 것이다.52) 즉 군자 혹은 성인에게
改過遷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天道와 합일하거나 천도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인간 내부적인
통일 혹은 조화의 경지가 인간경영의 완성적 단계, 즉 인격수양의 경지로 이해될 수 있다.

Ⅴ. 해결의 실마리
주역에는 인간이 변화의 세계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 세계의 변화를 개척하는 삶의 진정한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세계의 구조는 분화와 통합의 역동적 과정을 내용으로 하는 變通의 실재
(reality)로 이해된다. 세계는 필연과 우연의 상관성 속에 개연성이 존재하는 時機의 방식이 진행되고
있다. 특정의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하거나 전개되는 데에 그때그때마다 전환이나 계기의 한계점
혹은 임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 혹은 임계점의 기로를 찾는 데에 원칙이나 방법으로서
바로 시의적절한 조화나 질서의 中道의 방식, 즉 時中의 기제가 있다.
길흉의 필연적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황이 변하는 우연적 상황에 후회함과 궁색함의 개연성
이 개입할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시의적절하게 최상의 상태로
이끌 수 있다면 길한 결과를 수반하게 될 것인 반면에, 그렇지 못하다면 흉한 결과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흉한 결과 속에서도 시중의 원칙에 따른다면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혹은
길한 결과로 바뀔 가능성의 여지도 항상 남겨져있다. 여기에는 운명론이나 인과율의 법칙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시중의 기제는 삶의 가치를 인식하고 예측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원칙이나 방법이다. 그것은 인간경영의 원칙, 즉 조화로운 創發의 방식이자 創新의 원리인 것이다.
時中의 원칙을 고수하거나 준수하는 방법은 인간의 삶에서 지식의 습득과 지혜의 터득과 관련된
다는 점에서 항상 내면적 덕성의 함양이 중요하며, 더 나아가 개인의 욕구와 사회의 이념이 합치된
다. 이러한 합치가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할 때, 道義의 관문이 열리는 것이다. 道義의 관문은 인간의
가치있는 삶을 위한 ‘인간경영’의 통로로서,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성숙한 삶의 단면을 투영한다.
이는 인간이 세계의 변화를 조망하고 그것과의 교감이나 교류를 통해 그것을 개척하는 창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아실현의 지평을 지향하는 것이다.
51) 周易, ｢大象傳｣, 大有卦: 君子以遏惡揚善, 順天休命.
52) 成中英, Ｃ理论: 中国管理哲学 (上海: 学林出版社, 1999), 138-141쪽.

주역의 變通的 時中觀과 인간경영의 지혜_김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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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해, 주역의 세계에는 인간의 성숙한 삶에 관한 합리적인 경영의 방식이 담겨
있다. 이른바 ‘인간경영’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주체적 행위와 관련이 있다. 주체적 행위의 방식은
우리가 특정의 상황에 대해 기본적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예측, 확실한 선택, 정확한 판단
및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인간경영’은 상황에 따른 지식의 정보의
체계를 세워서 사물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공하며 인간과 사회의 발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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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세계>의 서사 구성방식과 그 의미」에 대한 토론

최원오
광주교육대학교

본 발표논문은 제목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듯이 『고려사』 수록 ‘<高麗世系>의 서사 구성방식과
그 의미’를 구명하고자 한 것이다. 발표자는 이와 관련하여 김열규, 서대석, 이강옥, 조현설, 박대복
등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그 중 서대석의 지적, 즉 “‘여러 설화의 조잡한 편집으로 비합리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혹평하는 시각”(1쪽)을 비판하며, “<고려세계>가 비합리적이
고 일관성이 결여된 이야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잘 짜인 서사구성방식을 통해 서사적 논리성을
갖추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하여 6대 선조들의 개별서사가 단일하고 독자적인 서사적 완결성
을 갖고 있으며, 이들 개별서사는 따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 차원에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2쪽) 고찰하였다.
그 결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고려세계>의 개별서사는 “‘한 개인의 일생사
를 구성하는 네 개의 단락’을 모두 갖고 있는 ‘단일하고 독자적인 완결성’을” 갖고 있고, “전체 이야기
차원에서도 개별서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서사 구성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이들 전체
차원의 구성적 특징으로는 1) 예언하는 인물과 이를 재확인하는 인물들의 반복 등장, 2) 공간의
병렬적 전개와 초점화, 3) 사건의 계기적 전개와 초점화 등을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구
성방식이 드러내는 의미는 “‘왕건 가문의 세거지와 고려 도읍지’로서 송악(개경)이 갖는 천정성과
유구성을 부각하면서, 송악에서 정착하고 건축함으로써 태어난 삼한통합자 왕건 탄생의 신성성과
필연성을 동시에 과시하려는 목적”에 있다.
이상의 결론은 기존의 논의에서 진전된 주장을 담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잘 짜인 서사의 의미를
왕건 가문의 세거지 및 고려의 도읍지로서의 송악을 강조하는 한편, 송악에 왕건 탄생의 신성성과
필연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정리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여기에서는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
도 논지 전개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문 두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잘 짜인 서사’에 대한 문제이다. 즉 <고려세계>가 개별이건 전체이건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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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면서도 완결된 서사로 되어 있다는 게 과연 발표자의 고유한 주장인가, 또한 고유한 주장이라
고 하더라도 그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이 합당한가 하는 점이다. 논의의 발단으로 삼은, 서대석의
논문은 <고려세계>만을 핵심적으로 논의한 것이 아니고 한국 신화를 통시적 관점에서 소략하게
살피면서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1) 따라서 서사구성을 치밀하게 따진 논문이라고 하기 어렵기에,
적절한 문제제기로는 보이지 않는다. 합당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고려세계>의 서사구성을
치밀하게 따진, 조현설, 오세정의 논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오세정2)의
경우, “개별 이야기들에서는 인물들이 결혼을 통해 후사를 보는 것이 공통의 핵심 과제이며 이밖에
각 대의 주인공들은 특정한 가치를 획득하기 위하여 움직인다. 여섯 개의 하위 서사들은 통시적
순서에 매어 있지만 각 대의 개별 서사들은 하나의 전체 구조에서 특정한 계열적 관계를 형성하고”(71
쪽)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영웅의 출산이라는 핵심 사건을 위한 3대의 장치가 마련되고, 이것이
반복됨으로써 계보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또한 각대의 인물들에게 부여된 서사적 기능이 뚜렷하게
제시된다. 특히 이 구조에서는 3대가 중첩되면서 4대의 인물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인물이
전 3대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다음 3대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72쪽)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을 고려해 보건대, <고려세계>가 ‘잘 짜인 서사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이미 현재의 논의
수준에서 거론될 것은 아니다. <고려세계>가 ‘잘 짜여 있는 서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
하고 있기에, 어떻게 서사가 구성되어 있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점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그 점에서 발표자가 제시한 서사구성, 즉 “‘주인공의 외모와 성품을 먼저 설명하고, 그의
거주지를 소개하며, 누구와 어떻게 혼인하여 자녀를 낳고, 어떤 죽음을 맞았느냐’(6쪽)의 서사구성이
발표문에서 제시한 의미와 어떻게 잘 부합되는 것인지를 논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발표자가
추출한 서사구성은 예외 없이 모든 개별서사에서 확인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개별서사의 완결성과 전체서사의 계기성(繼起性) 또는 연쇄성(連鎖性)을 통해 추출되는 의미의
문제이다. <고려세계>를 고려 건국신화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당연히 인물에 초점을 두어 서사가 전개
되고, 그러한 맥락에서 의미가 추출될 수 있을 것이다. 발표자 역시 그 관점에서 <고려세계>의 서사구성
을 논의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발표자가 제시한, <고려세계>의 서사구성에 내재되어 의미는 ‘송악’이
라는 공간에 초점이 맞추어져 추출되고 있다. 이는 한국 건국신화의 서사구성을 보편적으로 이해하려
는 점에서 볼 때, 상당히 특이하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발표자의 고견을 청한다.
1) 서대석은 ‘건국주의 혈통’이라는 점에서 <고려세계> 서사의 조잡성을 지적하였다(주지하다시피 건국신화에서의 건국주
의 부모 혈통이 어떻게 설정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高麗世系의 강충부터 왕건까지는 부계혈통으로 보아도
단일 혈통이 아니고 모계혈통으로 볼 수도 없기에 고귀한 혈통을 자랑하려는 신화의식이 혼란”(23쪽)되어 있고, “고구려,
신라, 백제를 지향하던 전대의 신화소가 唐나라와 신라가 연합하여 통일을 이룩한 이후에는 신라 지향과 唐나라 지향으
로 변모되었고 이것이 다시 고려국조신화에 수용”(23쪽)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여러 설화의 조잡한 편집에 있다.
2) 오세정, “고려 건국신화 <고려세계>의 서사구조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49집, 한국고전문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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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도래인을 부정한 일본인 기원론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
곽장근
군산대학교

발표자는 한반도 도래설을 상징하는 아이누설을 부정한 하세베, 기요노, 스즈키로 이어지는 일본
인 기원설의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분석했다. 메이지시대 일본 학계에서는 아이누(Ainu)가
일본열도의 선주민이었는데 한반도에서 도래한 현 일본인의 선조에게 정복당했다는 아이누설이
널리 통용되었다. 固有日本人説은 도리이가 주장한 전형적인 아이누설로 고유일본인이 한반도에서
도래했다는 견해로 1910～30년대 정설로 큰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1924년에 도리이가 도교제국대
학을 떠난 뒤 경성제국대학 해부학자들에 의해 고유일본인설이 얼마간 계승되다가 1938년 하세베가
도쿄제국대학 인류학 교실에 부임한 이후 아이누설을 부정하는 학설이 급부상하였다. 즉, 일본인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오로지 생활환경에 따라 체질을 변화해 왔을 뿐 외부민족의 이입에 의한 영향은
없었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하세배의 제자들에 의해 통계학
에 바탕을 두고 인류학 교실을 주도하여 하세베설을 실증적, 이론적으로 더욱 보강해 나갔다. 발표
자는 일본인의 기원이 아이누설에서 하세베설로 바뀌는 과정에 인종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적 세력
이 관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에서 발표자의 열정과 신념이 담긴
결과물로 큰 박수를 보낸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논지에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발표자의 부연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사안을 질의함으로써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의 일본인 기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종래에 일본인 기원과 관련하여 발표자의 견해가
많은 논고를 통해 이미 학계에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 발표문에는 거의 소개되지 않아 발표자의
일본인 기원과 관련하여 설명을 부탁드린다.
둘째, 한국과 일본 학술교류의 방향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발표자가 논고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처럼 문화인류학, 고고학, 문헌사학 등의 분야에서 한반도 도래인 문제가 여전히 한반도 문화의
전파 문제로 둔갑되어 있다는 지적에 토론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 학계의
바람직한 학술교류의 방향과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 및 분야와 관련하여 발표자의 부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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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한국고고학과 관련된 내용이다. 발표자가 일본고고학이 유물의 편년 규명에만 전념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일본고고학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은 한국고고학의 연구경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후기구석기시대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를 보여주는 각추상석기와 나이프형석기
가 전북 임실 하가유적에서 나왔는데, 이 두 종류의 유물은 일본만의 고유한 석기로 알려진 것들이
다. 한국고고학이 유물의 편년 및 형식 분류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문화교류의
재조명과 관련하여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발표자의 고견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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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三國遺事)』 《고조선(古朝鮮)》 기록에
나타나는 고대의 제례문화」에 대한 토론
정원주
한림대학교

이 글은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고기 인용부분을 기존의 방식인 곰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환웅이 알려준 방법에 따르게 되어 사람이 되는 과정에 대한 신화적 해석과 달리 필자 나름의
현실성 있는 해석을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몇 몇 문자들이 갖는 제사와 관련된 의미에
중점을 두고 熊과 虎로 대표되는 조직의 대표 위인들이 최고 책임자가 되는 과정과 최고의 위치에
오르고 통합조직 내에서 제례를 만드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려했다는 점에서 흥미를 주고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앞 뒤 문자들만을 따로 떼어 해석함으로써 전체 내용과의 의미 연결을 알
기 어렵게 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한 논지나 해석들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들이 보인다.

1. 논지상의 문제

1) 본문 Ⅱ장에서 “一熊一虎는 문장중 이어지는 뒷부분의 熊虎得과 관계된다. 熊虎得은 상세히
표현하면 一熊一虎得이 되며, ...... 원문에서 이어지는 熊得女에 대해서도 一熊得女가 된다.”라
고 하면서 이로 인해 ‘一’을 ‘하나’라는 숫자로 해석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했는데 논지를 이해하
기 어렵다. 왜 그렇게 해석될 수 없는지에 대해 보다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2) “虎不能은 虎가 최고의 위치에 오르지 못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虎不能忌이라 한 것을 보면
최고의 위치의 虎와 갈등을 빚었던 존재에 대한 제사일과 관련한 내용으로 파악된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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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상의 문제

1) “‘熊虎得’과 ‘熊得’을 보면 熊虎라는 것은 단순히 한 마리의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 熊虎는 得이라
는 표현을 통해 熊과 虎를 토력을 통해 획득하는 계급적 위치 또는 자리로 해석된다.”고 하였
다. 이는 ‘熊虎得’에서 熊虎를 목적어로 보고 得했다고 해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데
해석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한다.

2) 삼국유사 ｢고조선｣조 고기 인용 부분의 내용에서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과정을 熊과 虎로 대표되는 조직의 대표 위인들이 최고 책임자가 되는 과정으로 해석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필자의 해석을 알고 싶다.

3) ‘食之忌三七日熊得女身虎不能忌而不得’에 대해 “혈식으로 지내는 류제를 삼진(三眞, 三朝鮮)에서
정할 때에 7일째 날의 제사에 대해 최고의 위치에 오른 熊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虎를 不能하게
하였던 자의 기일을 포함시키지 말도록(不得) 하였다.”라고 해석하였다. 여기서 ‘三’을 삼진(三
眞, 三朝鮮)으로 해석한 이유와 ‘女身’을 雄을 따르는 자들로 해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그렇게 해석한 다른 예가 있는지 알고 싶다. 또한 7일째 날인 土에 제사를 빼버리는 이유로
“虎를 不能하게 하였던 자의 기일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또한 사기 ｢오제본기 정의｣의 내용
을 들어 황제(黃帝)로 나타나는 공손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들었다.
그렇다면 ‘虎’와 ‘黃帝’를 동일인물로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무엇보다 ‘忌’를 제사기일로 보는
필자의 견해가 설득력을 가지기 보다는 자위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보다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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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의 變通的 時中觀과 인간경영의 지혜」에
대한 토론
이현중
충남대학교

위의 발표문은 주역의 변통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인간경영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주역의 근본문제인 天人合一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것으로 여겨집
니다. 발표자는 주제에 대하여 독자로 하여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精緻하면서도 친절하게 안내하
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이 발표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논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논자의 논지가 보다 분명
하게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수고로움이 더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첫째는 논자는 “‘窮變通久’의 과정은 자연계이든지 인간사회이든지 간에 현상의 세계에서 時機의
방식에 따라 다양성, 다원성, 복잡성 등과 같은 각양각색 혹은 천차만별의 관계가 원만하게 통일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圓融一體의 과정을 함축적으로 축약한 것이 이른바 變通觀이며 여기에 주
역의 세계관의 강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十翼에서는 “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라고
하여 변화의 현상과 형이상의 道를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變易이라는 현상
과 더불어 그 근거가 되는 변화원리, 易道로서의 不易, 易簡의 三易을 통하여 ‘易’을 이해하여 왔습니
다. 그렇다면 형이상의 관점에서는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논자가 제시하는 주역의 세계관으로서
의 변통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째는 논자는 “세계의 구조는 분화와 통합의 역동적 과정을 내용으로 하는 變通의 실재(reality)로
이해된다.”고 하였습니다. 변화의 세계가 어떻게 실재의 세계가 되는지요? 변화하기 때문에 실재하
지 않는 것이 바로 易의 세계로 이해됩니다. “易無思無爲”는 이러한 無我的 세계관을 나타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고정된 실재의 세계관이 주역의 세계관이라면 그것이 運命論的이고 機械論的인
세계관입니다. 따라서 논자가 주장하는 주체적인 관점에서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간경영은 성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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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는 논자는 “원칙이나 방법으로서 바로 시의적절한 조화나 질서의 中道의 방식, 즉 時中의
기제”라고 하여 時中과 中道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十翼에서는 易道를 언급하고 다시 三才의
道를 언급하면서 天道, 地道, 人道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도와 지도 그리고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삼재의 도 자체도 고정되지 않고 변화함을 나타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역도, 변화의 도는
현상적인 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형이상적 삼재의 道마저도 고정되지 않아서 형이상과 형이하,
有와 無의 양면을 넘어서면서도 양자를 포함한 것이 세계임을 나타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中道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논자는 “天道와 합일하거나 천도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인간 내부적인 통일 혹은 조화의
경지가 인간경영의 완성적 단계, 즉 인격수양의 경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順天應人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天人合一입니다. 그러면 논자가 주장하는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인간의 주체
적 측면으로서의 인간경영과 天道와 合一하는 문제가 어떤 관계인지 다시 말하면 객관적 세계로서의
변화의 세계와 주관적 세계로서의 세계의 변화를 개척하는 문제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다섯째는 논자는 주관과 객관, 필연과 우연,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와 관계가 무엇인지 과연 지식과 지혜가 둘인지, 그것이 어떻게 실천을 통하여 통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화의 세계에 주관과 객관의 구분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필연과
우연이 무엇이며, 변통의 세계관에서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섯째는 논자는 “삶의 실천적 과정은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과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이 교차하는
지평에서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 창조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만약 그것이
객관세계와 무관한 주관적 관점에서의 창조라면 唯識論에서처럼 인간의 마음에 의하여 조작된 相에
불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것이 객관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일종의 주관적
사건에 불과하다면 세계의 변화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곱째는 논자는 “주역, 특히 역전은 단순히 占筮의 기능적 내용을 해설하는 것을 넘어서
자연계와 인간사회에 관한 총체적 경험을 담은 지혜의 결실이다. 총체적 경험은 ‘易’의 관념으로
대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十翼에서 道가 인간의 本性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고,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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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窮理盡性至命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육신과 마음을 넘어선 본성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가능함을 밝힌 점에서 귀납적 측면이 아닌 연역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는 논자는 “인간은 개별적 성격(personality) 속에서 보편적 인간성을 모색하는 것이다.”라
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十翼에서는 “成性存存 道義之門”이라고 하여 본성이 끊임없이 現存하도록
하는 것이 道義의 관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의 成性은 인간의 보편성이 아닌가요? 만약 논자의
주장대로라면 十翼에서 밝히고 있는 본성은 육신의 속성으로서의 本能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아홉째는 논자는 “‘한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되는’ 방식에는 가치론적 中道 혹은 時中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이 개념은 節度 혹은 節制의 의미를 지닌다. 지나친 욕망과 부족한 욕망 사이에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의 중간이 아니라 가장 합당한 가치를 지닌, 최상의 조화로운 상태의 중간이
다.”라고 하였습니다. 時中이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세계관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열 번째는 논자는 神에 대하여 “‘신묘함(神)’은 사물의 변화가 복잡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라는 개념이 사물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변화원
리를 나타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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