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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문명권 설정의 제안
윤명철 (동국대)

1 서언
동아시아 지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다. 경제력의 집중도, 역내 간 교역량
의 규모, 인구 규모, 역내의 국방비 및 군사력 규모, 미래산업의 발달수준과 능력, 가장 높은
정치력의 중앙 집중도, 잔존한 공산주의 체제와 전체주의 정치세력들의 존재, 석유 및 천연가
스 등을 비롯한 전략자원의 상당한 매장량이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요소와 요인들
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헤게모니 쟁탈전과 남 북한의 대결 등이 있고, 각 국
가간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영토갈등이 13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서양 중심과 주도로 이루어진 근대화와 서양 문명의 비자발적인 이식과
수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누적됐고, 아울러 신문명의 토대기술과 정보화가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이 외에도 각 지역 사회 내지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전 분야에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과 현상으로 인
하여 동아시아 지역은 평화롭지 않은 지역이 되었다. 특히 ‘한국’ 또는 ‘한민족’ 또는 ‘한반도’
는 온갖 종류의 모순과 혼란,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평화가 깨진 지역이다.
본 발표문은 동아시아의 발전과 평화 유지, 한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이러한 현상과 배경 및
성격 등의 본질을 인식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명분과 이유, 현실적인 잇점 등을 모색한 후에
실현가능한 방법론과 대안을 모색한다. 필자 및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후에 몇
가지 부분들을 보완한다. 하지만 ‘평화공동체’의 실현과 방법론 또는 대안 이란 주제는 ‘未效
用性’, ‘不確實性’, ‘非可測性’, ‘不檢證性’을 특성으로 한다. 역사학자로서 이러한 한계를 인식
하여 우선 평화 및 공동체의 균열을 야기시키거나 실현을 저해하는 몇 몇 요인들을 사회과학
적인 방식으로 살펴보고 열거한다. 따라서 세계질서와 연관시켜 동아시아의 질서재편 과정을
살펴보고, 갈등의 내용을 발표의 목적에 국한하여 구체적이지만 핵심만 언급한다. 그리고 검
증 가능한 대안평화공동체의 실현, 문제점의 해소를 목표로 인문과학적인 접근을 한다. 따라
서 유효하고 의미있는 사상과 지향하는 문명의 모습을 가시화시키는 정도로 제한하고, 그 내
용은 필자가 전개해온 논리들을 열거한다.

2 현재 동아시아의 상황
21세기 초반에 들어와 세계질서에는 새로운 'Great game'이 발생하고 있다. 19세 후반부
터 시작된 서양 주도로 출발한 세계질서의 헤게모니 쟁탈전은 후발주자인 일본을 거쳐, 20세
기 후반에 들어오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팽창으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우고 있다.
1991년에 소비에트 공화국의

해체로 인하여 ‘냉전(Cold war)’이 종식되었고, 무역과 통신

을 이용한 ‘세계화(globalizaion)’의 진행 등으로 미국 1極중심의 세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
측했었다. 실제로 일종의 균열현상을 일으키며 약해지는 EU, 일본의 침체 및 재부흥, 러시아
의 재등장, 중국의 부상, 방어라는 명분 밑에서 대국화를 꿈꾸는 중동의 부상과 내부 균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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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지역으로 떠오르는 소위 타타르권 등의 변수들 등장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었었다. 하지
만, 중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성장과 패권정책의 추진 등으로 변동이 생기고, 특히 중국의 주
변국가들은 혼란과 경악 불안과 공포 등이 조성되고 있다.
동아시아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가장 역동적인 발전을 해온 지역이다.
‘東아시아’라는 용어와 개념은 1970년 대 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범위, 개념,
역할 등에 대해서 삼국 모두가 수긍할 만 한 통설은 없다.1) 필자는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는
지리와 지형 기후 등의 자연환경과 미래 등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로
유형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해영과 연관해서는 ‘동아지중해’, ‘동북아지중해’, ‘동남아 지중해’
로 유형화시키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 대표적이었으나, 느
슨한 체제 속에서 후발주자인 동남아 각국들도 매우 속도감있게 외적인 성장을 하였다. 실제
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진보를 이루어내었으며, 이것은 아시아인들 사이에 새로운 확신을 심어
주었다. 라고 모리타 마사요시는 말하였다. 마이클 불리오스는 ‘이제 成年이 된 아시아는 세계
최고라는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였다.2)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중국은 폭발적으로 성
장하면서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선언한 이후 1984년 4월 北京에서 "沿海지역도시 좌담회"
를 개최하고 바다와 인접한 14개 도시를 선택해서 단계적으로 경제개발구를 설치할 것을 결
정하였다. 그 후 장쩌민 체제의 내륙발전 전략을 거쳐 후진타오 체제에는 소위 東北지역에 주
안점을 두면서 해양으로 진출하였다.3)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에 싱가포르 등을 합쳐 ‘大中國
(great china)’을 건설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은 나아가 동남아시아의 ‘바트(BAHT.태국
화폐)경제권’을 중국의 시장으로 편입시키는 노력들을 기울였으며, 또한 전 세계에는 5500만
명에 달하며, 특히 동남아시아에는 경제력과 정치력이 막강한 화교들의 네트워크가 있다.4) 현
재는 ‘위엔화’를 기축통화로 삼으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21세기 초까지
대중화경제권 국가의 GDP가 EU나 미국을 능가할 것이며, 이 지역이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
를 가진 세계 교역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었다. 전부터 일부에서 예측했었지
만, 2008년에 카네기재단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
고 했다. 실제로 성장률을 지속시켜 지금은 G2의 반열에 올랐다.5)
중국은 경제적인 성공을 토대로 정치적인 발언권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강대국
의 자세로 정치적 힘을 행사하고, 한편으로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해서 ‘상하이 협력기구(SOC)’를

만들었는데, 이 기구에는 쏘비에트 연방에 속

했던 중앙아아시아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다. 당 주석인 시진핑(習近平)은 부주석 때인 2011년
7월 베이찡에서 개최된 제 1화 세계평화포름에서 미국에게 ‘新型 大國關係’를 요구하였다.

1) 동아시아에 근대가 시작되면서 ‘東亞’라는 용어를 만들고 사용한 것은 일본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1970년 대 이후부터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동아시아라는 용어와 개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
의 흐름 속에서 한국사회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조르쥬 V.바실리우 ｢7장 아시아의 통합｣21세기 예측(클라우스 슈밥 엮음, 장대환 감역) 매일경제신
문사, 1996.
3) 후진타오주석은 중국 해양대국 발전전략의 구체적 작업에 대해 “提高海洋資源開發能力，發展海洋經
濟，保護海洋生態環境，堅決維護國家海洋權益，建設海洋強國”라고 5개 방면으로 규명 하였다.
4) 윤명철, ｢한민족의 역사에서 디아스포라의 의미와 성격｣, 한민족학 7집, 한민족학회, 2009.
5) 2010년 말을 기준(IMF 및 중국 상무부 통계)으로 GDP 5.88조 달러(세계 2위, 1위인 미국 14.62조
달러, 3위인 일본 5.39조 달러), 세계 GDP에서의 비중 9.3%(세계 2위, 1위인 미국 23.6%, 3위인 일
본 8.7%), 외환보유고 2.85조 달러(세계 2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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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0월에는 신실크로드
프로젝트(대당제국의 부활)와 해양
강국의 건설을 선언하였다. 이것이
一帶一路(one belt, one road) 전
략이다. 一帶는 시안에서 우루무치,
이스탄불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
는 육상 실크로드를 의미하며, 一
路는 푸저우, 광저우를 거쳐 싱가
포르, 콜카타와 나이로비를 거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후 지중해까
지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

그림 1 일대일로 전략도

한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국제 다
자개발은행(NDB : New Development Bank)’을 설립하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등
을 창설하였다. 유라시아 대륙으로 경제진출을 대규모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궁극적으
로는 유라시아 대륙을 대중화경제권으로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마치 元나라 시대 쿠빌라이
칸이 추진한 일종의 아시아 海陸政策의 일환처럼 보인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경제라는 보다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원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를 포함
한 거대한 ‘엔화경제권’의 구축에 힘써왔다. 그러나 경제 외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일본의 직접
적인 관심대상은 언제나 동북아시아이다. 과거에 일으킨 소위 ‘大東亞戰爭’이란, 사실은 동북
아의 완전한 지배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들이 먼저 동남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강화한
것은 정치적 문제가 덜한 지역에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강화시켜 배후를 안정시킨 후에 정치
군사적 이익이 걸린 본래의 전선을 전진배치를 하려는 시간차전략이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 깊은 관심을 쏟고 있다. 1988년에는 소위 ‘環日本海(東海) 經濟圈’을 주
장하여 동해를 사이에 두고 공유하고 있는 남북한과 일본, 중국의 동북부, 극동 러시아(연해
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다는 구상이다. 실현에는 제약점이 매우 많다. 1990년대에 일본
은 우파의 등장과 군비확충 발언,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 등으로 미국의 공세를 받아 경
제․금융이 초토화되고, 무역마찰은 심각해졌다. 1997년에는 IMF사태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중국과 벌인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
로 전락하였다.
러시아는 1990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본해 90’을 개최한 이후 동아시아지역에 관심을 기
울이기 시작했다. 1992년 1월 1일에는 군사항인 블라디보스토크를 개방하였다.

그 외에도 일

본과 함께 環東海經濟圈에 참여하고, 유엔개발기구(UNDP)가 주도하여 러시아 북한 중국이 공
동으로 참여한 동북아지역 협력프로젝트가 있다. 이 계획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이남의
크라스키노 등 핫산(KHASAN)지구와 중국의 훈춘, 북한의 나진․선봉 등 두만강 하구 지역을
자유무역경제지구로 선정한 것이다. 이 사업들은 문제가 많아 구상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현
재는 중국의 주도로 활기를 띄우고 있다.
푸틴이 재집권한 이후에 러시아는 ‘뉴 실크로드(New Silk Road) 운동[을 펼치고 있다. ‘신
러시아 구상’을 선언하여

“새로운 아시아의 통합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SCO, APEC 등과 적

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하였다. 2012에는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서 아시아 · 태
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에 북한의 나진 선봉지구에 관심을 기울
이면서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푸틴은 신동방정책과 ‘에너지전략 2030’을 선언하였다. 송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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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철도, 항만을 결합하는 계획은 ESPO 송유관 노선의 건설과 동북아 가스 프로젝트 등으로
실현되고 있다.
미국은 1993년5월 미국은 ‘미일, 한미 동맹관계 유지’, ‘미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둔군의
확보’, ‘남해분쟁에 관한 특별 조사기구의 설립’ 등 3개 대 아시아-태평양 전략6)을 공개하였
다. 2009년, 미국은 중동에서 철수하면서 외교 전략의 중심을 동쪽으로 이동하는 전략 조정을
취하였다. 즉,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라는 틀로

소위 '아시아로 회귀(pivot-to-Asai)’라는 정책

을 추진하였다. 그때 나온 것이 소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는 아시아 전략이 다른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취임 후 무역전략을 발표하면서 TPP를

탈퇴

하고 ‘인도- 태평양(Indo-Pacific( 전략’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동남아시아를 넘어
인도양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정치 군사적인 목적이 강한 것은 당연
한 일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각국들은 현재도 군사적인 강국일 뿐 만 아니라 계속해서 군비를 확장하고
있다. 북한은 핵을 개발했고, 한국과 일본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일본을 비ㅣ
롯한 주변국들의 놀랄만한 군비확장의 구실을 제공한다. 그런데 군사적인 긴장관계에 있는 남
한 보다 실제로 군사적인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다.
일본은 1970년대 이후에 ‘해상교통방위 구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논의들이 나타났다. 1980년
대 들어와 내각총리대신이 된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자주방위론자였다. 그 시절에는 ‘3해협 봉
쇄’ ‘불침 항공모함’발언과 방위비의 GNP 1% 내 라는 조항을 철폐하자는 등을 주장했다. 일
본은 전형적인 자원빈국이고, 그 때문에 동남아시아를 공격했고, 결국은 태평양 전쟁이라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패배하였다. 이러한 일본에게 석유수송로는 생명선 그 자체이었다.
하지만 ‘말라카 해협방위론의 실천’,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은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다.
매파들은 오랫동안 핵무장을 주장해왔으며, 일본은 경제력 기술력 등에서 충분히 핵을 제조하
고 보유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오자와 이치로는 ‘보통국가론’

그리고 유엔평화유지군으로

일본이 무장한 전투병력을 파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군사력은 2016년을 기준으로 세계 7위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단계 상승하였으며,
국방예산은 2017년 51조 6000억원이다. 해양력은 2위이며,7) 해양영토의 개념을 적용할 경우
에 일본은 해양면적 약 386만 평방km로서 육지면적(37,7만 평방km)의 10배 이상이고, 류큐
(琉球)해역은 140만 평방km로서 세계 5위의 영토대국이다. 일본의 해군력은 매우 강력하다.
현재 이지스 구축함이 4 척 외에 &이며 대공 미사일을 보유한 함정이 50 여척이며 기타 함정
들이 있다. 그리고 항공모함을 건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노다 총리는 2010년에 책정한
‘신방위계획 대강’에 따라 기동성, 즉시 대응성을 갖춘 動的 방위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8)공군력도 마찬가지여서 세계 4위다. 최근 아베신죠 내각의 정책을 고려하면 본격적으
로 군사대국화를 추진할 것이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중국 및
미국 러시아 그리고 남북한 등의 역학관계와 맞물려 다양한 갈등을 유발 시킬 것이다.

때문

에 주변국들은 늘 일본을 의심하고 있다.
중국의 2016년 군사력은 세계 3위에 달한다. 2017년도 국방예산은 171조 2000억원으로서
한국의 40조 3000억원에 비하여 4배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은 해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70년 대의 연안방어전략에서 대양진출 전략으로 확장됐고, 최근에는 인도양 진출 전
6)「日報報道美改變東亞政策轉而重視亞洲多邊安全協商」，『參考資料』,1993-5-13. p.39-40.
7) 하지만 일본은 자국의 해양군사력이 중국에게 추월당했다는 주장들을 한다.
8)한광섭, 새로운 물결의 동아시아를 본다, 한울, 2012.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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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으로 변신하여 다양한 종류의 군사적인 팽창 사업을 벌이고 있다. 거기에는 항만확보 등꽈
함께 동아시아 지역에 직접 연관이 있는 사업은 남중국해 내에서의 군사활동 교두보를 확장하
고, 이미 취역한 함공모함인 요녕함 외에 산동함 등 여러 척의 항모의 건조 계획 등

해군력

강화사업이다.
그런데 그들의 군사력은 미국이나 유럽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
서 자국 선박의 해상수송로(sea-lane)를 확보하고, 남중국해에 매장된 석유 등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 외에, 동남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중국은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무기․장비 혹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남중국해에 대한 작전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도양으로

의 통로를 확보하고 미국과 인도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익의 사활선9)이며, 미
국과의 대결점인 한반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군사적인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동아시아의 각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도 서로 간에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
적으로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중국은 급속한 부
상에 대해 우려하는 ‘아세안(ACEAN)’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이 미국시장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아세안과 경쟁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수 있을 것이라
고 했다. 일본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우려도 만만찮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 북한이 통일된데
따른 강국화의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동북지방에 대한 역사적인 연고권 등은
매우 예민한 문제이다. 통일 후의 한국이 동북지방에 영향을 끼치면서 동북3성 개발계획에 차
질이 생기고, 정치적으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3, 동아시아 세계의 갈등
동아시아는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내부의 협력과 공존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과 충돌이 확산되고 있다. 역사갈등,경제갈등,문화갈등,정치 갈등, 그리고 동아
시아 세계의 치명적인 균열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영토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민족주의 도래’ 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이다. 동아시아 세게에서 발생하는 영토갈등은 다
음과 같다.10)

1) 영토갈등
(1)한·일 영토문제
독도문제가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영토의 일부였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공식적으로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1953년 4월 1일에는 일본의 순시선 침입하여

일본국 시마네현 죽도라는 표식판을 세웠다.

일본은 이의를 계속해서 제기하면서 1996년에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선포하였고, 1997년 1
월 1일에는 어업 직선기선제도를 시행하면서 독도를 분쟁지역화 시켰다. 1998년 ‘신한일어업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연계시키고자 하였다. 2002년에 고이즈미 준이
9) 일본의 야마가타 모리토모가 주장한 주권선과 유사할 수도 있다.
10) 아래 내용은 윤명철 주저,  현동아시아 해양국경분쟁의 역사적 근거 연구와 대안 탐구,
사회연구회, 2016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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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

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발언하면서 문제가 일어났었고, 2008년 4월에
는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영유권을 표기하였으며, 2005년 시마네(島根)현 의회는 ‘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였다. 최근에 들어서 두 나라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2)한중 간의 영토문제
첫째, ‘間(墾)島문제’이다. 간도의 지리적인 범주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다. ‘북간도’
‘동간도’ ‘서간도’가 있으며, 그 기준을 모두 적용할 경우에는 남만주 일대는 간도지역에 해당
한다. 1909년 4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간도협약이 맺어졌고, 이 조약은 일본이 만주철도부
설권 탄광채굴권 등을 얻는 대신에 간도는 청나라의 영유권으로 인정하였다. 현재 동북공정의
5개의 연구방향 가운데 간도 문제는 동북 지방사 연구라는 항목 아래 2003년 중점 연구 방향
으로 선정되어 있다. 그 외 1962년과 1964년에 맺어진 ‘북중 비밀조약’ 등은 백두산 천지 압
록강과 두만강 내의 섬 등 예민한 문제들이 있다.
둘째, 이어도(離於島) 문제이다.11) 이어도는 동중국해 해상에 있는 암초로서 제주도 남쪽인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중국의 퉁타오에서 245km, 서산다오에서 287㎞ 떨어져 있
고, 일본의 나가사키현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져 있다. 한국은 2003년에 이어도에 종합과
학기지를 설치한 후 운영해왔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는 “양국 배타적경제구역(EEZ)이 겹치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EEZ 중첩 지역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에 반
대한다”고 말했다. 2012년 3월에는 중국의 국가해양국장이 ‘이어도가 중국관할해역에 있고 감
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발언하면서 재차 문제를 삼기 시작했
다.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전체는 원유의 추정 매장량이 최대 1000억 배럴이고, 천연가스
는 72억 톤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물류의 경유지로서뿐 만 아니라 자원의 보고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3)한·러 간의 영토갈등
현재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두만강 하구의 鹿屯島 문제이다. 녹둔도는
도’라고 기록되어 있고, 조선 후기의 저작인

고려사에는 ‘난

山經表에도 명시되어있었는데, 1860년 맺어진

‘중·러 북경조약’(중·러 ‘北京續增條約’) 때 연해주에 묻어서 러시아로 소속됐다. 이후 조선에
서 청에 반환을 요구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국경조약을 맺어 일단 러시아 영토로 귀속되었고,
현재는 러시아의 군사기지가 설치되어 있다. 이후 러시아와 북한은 1984년 영토문제를 조정하
는 과정에서 녹둔도 문제를 협의했다고 한다. 한국정부도 1990년에 러시아에 녹둔도의 반환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와 국경조약을 맺으므로써 일단 러시아 영토로 귀속되었고,
현재는 러시아의 군사기지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로 인하여 녹둔도 문제는

앞으로 통일한국과 관련된 영토문제이다.
(4)中·日간의 영토분쟁
일본명 센카쿠(尖角)열도(중국명 釣魚島, 댜오위다오)의 영토분쟁이 심각하다. 중국은 1992
년 2월에 ‘영해법’을 제정하여 조어도를 중국령으로 표기했다. 1997년 중국·일본 어업협정 체
결 때 쎈카쿠 열도(조어열도)의 영유권 문제는 보류되고 중간수역으로 설정되었다.12) 중국은

11) 중국 측은 蘇巖礁·丁巖라고 부른다.
12) 啟東市 과학위원회, 「對中日韓漁業協定的思考」, 『江蘇科技信息』 ,1999年09期,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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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6월에는 남사군도 서사군도 및 조어도 해역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으로 발
표하였다. 그런데 2004년 3월 중국인의 조어열도 상륙 시도, 중국 선박의 접안 시도, 중국 해
양탐사선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침범 등으로 쎈카쿠 열
도(조어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었다. 일본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2005년 2월 민간
이 관리하던 등대의 소유권을 국유화 조치하므로써 센카쿠제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했
다. 중국·일본 모두 이 문제가 조기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13) 하에, 외교 현안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노력 중에 있다. 그러나 인근 수역의 자원개발을 둘러싼 갈등 형태로 분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5) 일·러 간의 영토갈등
일·러 간에는 북방 4개 도서(남쿠릴 4개 섬)를 중심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14) 두 나라
는 근대에 이르러 연해주 일대와 사할린 지역, 그리고 조선에 대한 영향권과 자원확보 및 동
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충돌을 시작했다. 1875년에 사할린·쿠릴교환조약(성페티스버그 조약)
을 통해 공동관리했던 사할린은 러시아 영토로, 쿠릴열도 전체는 일본영토로 했다. 1904년 러
일 전쟁이 발발하였고,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으로 남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지배권을 획득하였
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쏘비에트 공화국은 일방적으로 쿠릴열도를 점령했고, 1951
년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남쿠릴 열도와 다른 두 개 섬을 자국영토로 만들었다. 그
후 분쟁지역이 되었다.
(6) 중·러 간의 영토갈등
중·러 간에는 珍寶島(다마스키섬), 연해주 영유권과 두만강 하구 및 국제 질서 측면에서 동
해 해상 무역권과 항로 확보를 놓고 갈등이 불가피하다.15) 현재는 잠복해있지만, 향후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 中러 간의 국경지역이다. 이 분쟁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반
침략의 구도로 시작되었다. 1858년 5월 28일에는 ‘중·러 아이훈성 강화조약’(약칭 ’아이훈조약
‘)을 체결하여

흑룡강 이북과 외흥안령 이남의 60만 를 러시아에 할양하였고, 黑龍江 이

남과 우수리강 이동의 40만 의 토지는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흑룡강과 松花江 · 우수
리강의 항해권을 양국이 공유하였다. 이어 1860년에는 ‘중·러 북경조약’」(중·러 ‘北京續增條
約’)을 체결하여 공동 관리구역인 40만 의 토지가 러시아에 귀속됐다. 이렇게 해서 150만
 의 토지를 강제로 점령했다. 중국은 1969년에 우수리 강의 가운데에 위치한 섬인 다만스
키섬(珍寶島)을 공격했다. 팽창한 중국은 연해주 수복을 원하고, 러시아와 일본을 압박하기 위
해서 동해로 진출하고자 한다. 연해주 영유권과 두만강 하구를 놓고, 또한 국제질서라는 측면
에서는 동해 해역권과 항로 확보권을 놓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7)중·동남아 간의 영토분쟁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에서 해양영토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1974년에 북베트남의 서사
군도를 점령하고 영토화시켰다. 중국은 역시 1978년 3월에 남사군도의 7개 섬을 무력으로 점
13) 吳輝, 앞 같은 책, p.82, p.83.
14) 홋카이도에서 캄차카 반도까지 연결된 치시마 열도(千島列島 : 쿠릴열도)의 남부에 있는 에토로후(択
捉島), 쿠나시리(国後島), 하보마이(歯舞諸島), 시코탄(色丹島)의 4개섬을 지칭한다.
15) Yu M, 갈레노비치 저, 이재훈 역. 20세기 러시아와 중국 국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러
시아의 입장으로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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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하였다. 1992년에는 남중국해 전체를 영유권으로 선언하였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과 무력충
돌을 하였고,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전략적으로 연동된 미국과 해양영
토분쟁이 예상된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영토분쟁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은 육지에서는 북한,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
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1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해양으로는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 국가와 해양 경계선이 맞닿고 있다.16)이러한 지정
학적 한경 속에서 아편전쟁(1840) 이후부터 2015년까지 서방국가 및 주변국가와 벌인 전쟁
또는 국제조약을 통해서 30여건의 영토 분쟁의 문제가 생겼다.17) 이 30여 개의 사건 가운데
20 여개는 국재 재판 또는 외교 협상을 통해 해결 및 양해 달성되었으나, 12개는 미해결된
상태이다. 육지의 영토분쟁은 인도 및 부탄과 벌어지는 2개가 있고, 10개는 해양과 관련 있으
므로 83%이상이 해양영토 분쟁이다.18)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중국과 비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거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몇몇 나라들을 동원하거나 지원하면서 고립시키거나, 힘을 약화시키려는 외곽포위전략을 시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 몽골, 타지키스탄, 키르키즈스탄, 그리고 최근에 부상한 인도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전통적이지만 1950년 이후에 우방으로 편입된 일본을
효율적인 견제세력으로 이용하는 전략이다. 이미 2차 미일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안전보장협의
회를 매개로 해서 군사일체화를 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전개되는 동아시아의 주도권
을 놓고 한국은 뒤로 제쳐둔 채 중국, 일본, 미국이 노골적으로 갈등과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
으로 변하고 있다.

2) 역사 및 사상갈등
16) 육상에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14개 인국이 있으나 해양 영토를 포함해서 계산했을 때 중국주변은 6
개 해양 인국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 있고, 러시아 4개 (한국, 미
국, 일본, 스웨덴) 가 있어 중국보다 2개 모자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17) 胡宗山; 巫爽, 「中國與周邊國家領土爭端研究」, 『社會主義研究』, 2015年 第6期, pp.140~147. 참조.
18) 본 고에서 해당 지역은 현재 그 지역을 차지한 국가의 명칭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문장의 전개상
또는 문건을 인용할때는 둘 다 사용하거나 또는 내용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예를 들면 독도, 센카쿠 제도, 남사군도, 쿠릴열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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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영토갈등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각 국가들은 자국에게 유리한 명분을 만들고, 역
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자국의 민족주의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역사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근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영토분쟁과 갈등의 씨앗들이 뿌려졌으므로 역사해석을 둘러싼
갈등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왜곡과 우익적 성향의 교과서 채

택, 러시아의 역사연구, 베트남의 역사서술 등 역사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 지
역은 역사 등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육지와 해양에서 영토갈등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육지 영토보다는 해양 영토의 잠재적 가치와 더 많은 불명확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
우 복잡하다.
(1) 韓·中 간의 역사갈등
중국은 1983년에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中國邊疆史地硏究中心'을 설립하였다.19)

이곳에

서는 ‘조선반도(한반도) 형세의 변화가 동북지역 안정에 가하는 충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002년 3월에는 吉林省 遼寧省 黑龍江省 등 東北 3省과 합작으로 ‘東北邊疆歷
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이라는 약칭 ‘東北工程’을 발족시켰다.20) 동북공정은 우리가 주목한 고
대사 혹은 역사문제 뿐 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는 몇몇 과
제의 명칭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동북공정이 ‘신중화제국주의’ 및 동아시아 신
질서 수립과 관련깊다는 주장과 논리를 펼쳐왔다.21)또한 중국은 1662년에 鄭成功이 네덜란드
로부터 대만을 수복한 이후 조어도 등을 비롯한 섬들을 복건성에 예속시켰고,22) 그 후에 琉球
(지금의 오키나와제도)는 중국의 영원한 번속이 되었고, 또 현재 동사군도 남사군도에 해당하
는 해역과 섬들도 자국의 영토였다고 주장했다.23) 이어도에 관해서는 역사적인 증거는 부족하
여, 억지를 주장하고 있다. 즉

산해경의 대동황경에 나오는 “東海之外…大荒之中 有山 名曰

猗天蘇山”이라는 문장의 소산을 이어도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1880년～1890년 사이에 근대
중국해군인 北洋水師의 海路圖에서 ‘東海蘇岩’이라는 표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어도라고 주장
한다.24)
일본은 근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자국 중심으로 역사를 왜곡해왔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일본은 조선 병합의 당위성과 명분을 역사연구에서 찾았다. 초기부터 ‘조선사편수회’를 조직하
여 총독부직할로 두고 편수지침을 하달하면서 역사왜곡을 조직적으로 자행하였다.25) ‘ 內鮮一
體論’ ‘同祖同根論’ ‘日韓一域論’을 비롯하여 기타 이론들과 함께 ‘식민사관’ ‘반도사관’ 등이
19) 柳鏞泰, ｢中華民族論과 東北地政學-‘동북공정’의 논리근거｣,『東洋史學硏究』, 第93輯, 2005. 참고.
‘東北工程’ 등의 역사작업은 일본제국주의 시대부터 시작된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다양한 중국학
자들의 견해와 논쟁들을 시대별로 소개하고 있다.
20)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 5年째 프로젝이며 研究類, 翻譯類, 檔案資料類 등 크게 3系列
로 나눠 진행한다. 主要적 研究內容는 ‘古代中國疆域理論研究’, ‘東北地方史研究’, ‘東北民族史研究’,
古朝鮮·高句麗·渤海史研究, ‘中朝關系史研究’, ‘中國東北邊疆與俄國遠東地區政治’, ‘經濟關系史研究’,
‘東北邊疆社會穩定戰略研究’ 등 있다.
21) 필자가 2003년 11월 쎄미나 때 이 주장을 펼친 이후에 동북공정의 진행상황과 실제 내용들이 밝혀
지면서 일반적인 견해가 되었다. 그 후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를 다시 정리하여 역사전쟁
이라는 책을 2004년 5월에 출판하였다.
22) 劉恩瑞 劉惠瑞 저, 손준식 역, 중국 근현대 영토문제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40.
23) 劉恩瑞 劉惠瑞 저, 손준식 역, 위의 책,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41.
24) 윤명철, “고대 해양사에서의 이어도 항로”, 2016 이어도 국내쎄미나, 2016.
25) 조선총독부는 1915년에 편찬과를 설치하여 『朝鮮半島史』를 편찬하였다. 이어 1922년 12월에 訓令
제64호로 ‘조선사편찬위원회 규정’을 제정, 공포하여 새롭게 조선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6

다. 1931년에는 일본과 만주가 블록을 결성해야 한다는 ‘日滿 블록’을 주장하였다. 1933년에
는 중국을 합한 ‘日滿支 블록’으로 확대시켰으며, 1938년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일본 ․만주국 ․
중국이 주도하여 ‘東亞 新秩序’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삼국공영론’과 ‘아시아연대론’
소위 大아시아주의 (Pan-Asianism) 등이 있었는데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확대로 귀결되었다.
1940년에 ‘大東亞共榮圈’을 주장했고, 1942년에는 ‘南洋共榮圈’을 주장하였다 이른바 남태평
양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고 자신이 맹주가 되겠다는 발상이다. 그리하여 미크로네시아 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고, 이 지역을 바탕으로 미국과 전쟁을 벌였다. 그리고 결국 일본은 패망했
다.
그 후 1982년에 이르러 소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을 일으켰고 독도영유권을 공식
적으로 주장했다. 1986년에 「최신 일본사」를 집필하면서 또 다시 역사왜곡을 시도하였다.
2002년에는 새 역사를 만드는 모임이 결성되어 후쇼사(扶桑社)에서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데
영향을 끼쳤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역사 교과서는 自虐史觀이 깔려있다며 일본 국가 지상
주의 역사관에 입각할 것을 주장했다.26) 중국에게 강요한 불평등 조약과 만주 침략, 중국인
학살사건 및 南京대학살에 대한 반성이 없고, 역사적 사실 자체를 희석화시키고 있다. 아베
신죠가 집권한 이후 일본은 강대국화와 우경화를 추진하면서 주변국 들과 역사를 비롯한 사상
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북방 4개도서’라고 부르는 쿠릴 열도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목적으로 각종 조약 및 죠오몽인 들의 정체성과 활동범위의 추적 , 아이누의 역사연구
등 그 시대의 역사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 홍보하고 있다. 베트남과 필리핀도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각국들은 20세기 내내 갈등과 전쟁, 지배와 종속 등의 관계를 연출하여
왔다. 일본의 조선침략과 식민지지배, 만주와 중국침략과 대학살, 소위 한국전쟁에서 중국이
한국을 침략한 일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다. 쉽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들이
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런데 동아시아인들이 자기지역의 역사를 갈등과 반목의
역사로 인식하게 된 데에는 서구인들의 음모와 조작이 있었다. 동아시아 내부의 문명은 크게
차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면에서 유사하며, 일본인들이 인정하듯이 주민 언어 문자
종교 문화 등 등은 우리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명을 모태로 탄생한 문화이다. 외부에
있는 서구인의 시각으로 보면 한 문명의 범주에 넣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서구인들은 근대가
시작된 이후부터 일본을 지렛대로 삼아 동아시아를 흔들려하고,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과 러시
아를 견제하려고 하여왔다. 이런 서구인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동아시아인들은 자신들을 갈등
과 반목의 역사로 오해하였고, 향후 공동의 역사체를 만드는데 확신을 갖지 못하였던 것이다.
최근에 유럽은 영국의 이탈로 인하여 균열이 생기지만, 정치적 통합의 기본틀을 거의 달성
하였다. 그런 유럽은 근대에 이르러서만도 미증유의 피해와 학살을 낳은 제 1차 세계대전과
제 2차 세계대전을 겪었다. 그러한 유럽의 역사과정과 비교해보면 동아시아 지역은 특히 내부
의 문제가 아닌 국가 간의 전쟁, 지역 간의 전쟁은 빈도수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현재 몽골 및 러시아 시베리아지역의 북방종족들과 중국지역의 종족들 간의 갈등을 빼놓고는
소위 동아지중해지역에서는 대규모의 전쟁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유럽지역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무난하게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사실들이 있다. 가해 당사국들은 미래의 발전
26)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은
林 建彦. 阿部 洋 엮음, 삼민사 편집부 옮김, 일본인의 한국사 인식, 삼민사, 1994.
일본교고서 바로잡기 운동본부 편, 한국지성의 소리 1, 역사비평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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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방해가 되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물적 정신적 보상을 충분히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실수, 즉 어느 한국가가 패권을
지향하고,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을 억압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정한 한 시대가 전제역사와 관계를 규정지을 수는 없다. 현재가 과거를 규정하거나
과거가 현재는 물론 심지어는 미래의 모습에 대하여 심각하게 간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 미묘한 문제들 때문에 동아시아가 정치적공동체는 커녕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평화공동체를 구성하다는 일이 용이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환경을 조
성해야 한다.

4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상과 문명의 검토
동아시아의 공존, 상생,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론에 대한 모색과 이론들은 많다. 하지만 앞에
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주장과 대안들은 기본적으로

‘未效用性’, ‘不確實性’, ‘非可測性’,

‘不檢證性’을 특성으로 한다. 따라서 인문학자로서 문명의 관점에서 원론적인 주장을 하면서,
다만 몇 가지 해석 모델을 제시한다.
21세기는 문명이 전환하는 과도기로서 ‘文化力(culture power)’이 정치 및 군사는 물론 경
제질서의 방향과 위치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샤무엘 헌팅톤’은 『문명의 충돌(The
Crash of Civilizations)』에서 의미있고 중요한 말들을 하였다. 즉 문명에 기반을 둔 세계질서
가 태동하고 있다고 하였고, 나아가 국가들은 자기 문명권의 주도국 혹은 핵심국을 중심으로
뭉친다고도 하였다.27) 그는 충돌의 측면을 강조하였지만, 문명의 역할이 중요한 사실을 주장
하였다. 반면에 ‘하랄트 뮐러(Harald Muller)’는 『문명의 공존』(Das- Zusammenleben der
Kulturen)이라는 역설적인 제목에서 보여 지듯이 헌팅톤의 반대이론을 주장하였다.2)
문명의 정의와 용례는 매우 다양하다. ‘문명’이란 한 사회가 어느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존
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도구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경제방식, 중요한 사회관
계, 정치적인 사교 형태, 주거구조, 교육기관, 종교와 가치 체계, 미학도 포함되며 사회적 행
위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文明은 개성을 가진 다양한 주제와 소재의 소단위
문화들이 일정한 시대, 자연환경, 정치질서, 종교 등을 고려하여 구분된 일정한 공간에서 조우
하고 교류하면서 혼합된, 크고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단위이다. 다양한 종족, 자연환경, 문화,
언어, 종교, 경제양식 등이 섞여 이루어진 하나의 독립된 ‘完結體’이다.
필자는 문명권의 설정과 해석, 신문명의 모델을 모색하는 작업을 위해 세계현상과 사물의
구조와 운동방식, 역사의 발전 등을 설명하는 이론 틀로서 ‘歷史 有機體論’28)을 제기하였다.
역사유기체론은 역사를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의 ‘生命體’로 파악한다. 따라서 역사를 지식의
파편 또는 파편들의 조합이 아닌, 모든(관계를 포함) 유기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합일을 이룬
다는 관점으로 연구한다. 그렇게 하면 인간과 역사를 의미가 깊은 과정과 결과로서 이해한다.
이는 문명도 동일하다, 즉 역사 및 문명의 구성원들은 ‘非我(상대방)’를 自己 存立의 필수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따라서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한 記號와 道具로 소통하며, 공동의
역사 활동을 벌여나간다. 또한 주변의 자연환경, 문화적 환경, 역사적 환경 등에 영향을 받거
나 충격으로 상처를 입는 등 ‘공동의 이익’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공동의 문제의식을 지닌다.
그리고 국가기구, 제도, 기술, 산업, 이데올르기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
27) 샤무엘 헌팅톤(Samuel Huntington)은 『The Crash of Civilizations
28) 아래 글의 논리와 내용은 윤명철, 『역사는 진보하는가?』 온누리, 1992. 제2장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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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정한다. 즉, 가장 적합한 요소를 선택하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문화적 유
전자’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유전자’로 전달하기도 한다. 역사유기체설의 이러한 관점과 이론
은 정치력과 결탁했던 과거 19세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영향을 끼쳤던 ‘생물학적 결정론’
과는 다르다.
그런데 분절된 지역에 기초한 정치사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다 보니 정작 文化共
同體나 經濟共同體 혹은 精神共同體로서의 성격과 역할을 규명해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역사
와 문명은 발전지역과 정치체제의 다름, 약간의 문화적 다름을 분열과 갈등의 상태로만 보지
말고, 공존과 통일의 역사로도 함께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 동아시아는 비록 혈통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또 중심부간의 거리가 멀거나 국부적인 자연환경에 차이가 있고, 정치
체제의 차이가 있어도 느슨한 하나의 ‘統一體’ 혹은 ‘歷史有機體’ ‘문명공동체’였다.
그러면 동아시아 역사 또는 문명유기체는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었고,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
를 맺으면서 생성하였을까?
동아시아 역사와 문명을 색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설정한 ‘터이론’ ‘環
流시스템’ 등 몇 가지 이론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등 실질적인 질서에 적용하면
기존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이질적이고, 분절되었던 각 지역, 각국 다른 종족들의 문명
내지는 문화를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연결된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
의 차이를 갖고 분류하거나 또는 과거의 역사기록을 근거로 유형화시키지 않고 ‘內的 論理’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를 유기적이고 統一的으로 이해하는데 유효하다. 또 하나는 각
각의 지역들 또는 공간들(종족 정치 경제 문화 정신을 포함해서)은 고유한 존재가치가 있음을
확인하고, 동아시아 문명이라는 틀 속에서 적합한 위상을 찾아주고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3 터이론으로 설정한 동아시아의 문명도형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동아시아라는 역사와 문명의 ‘터’는
一民族史的인 관점, 一地域的인 관점을 포함하면서 보다 더 거시적이고 확장된 文明史的인
관점에서 성격과 역할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 동아시아를 연구하고 주장해온
견해들을 종합하면 지역이나 주체 혹은 가치관이나 현실적인 목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동
아시아의 개념과 범주는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이 있는 대륙, 시베리
아로 연결되는 만주일대와 한반도, 일본열도로 구성 되어 있다고 본다. 이 주장들이 한계는
몇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해양의 위상과 역할을 경시했거나, 또는 해양의 관점에서
만 보았다는 것이다. 필자는 해양과 육지를 동시에 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하는 해륙문명론을

19

설정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은 자연환경과 지역, 종족, 문화, 정치를 토대로 판단하면 한국지역, 중국지
역, 북방지역으로 구분되는 3核 체계, 즉 東方, 北方, 中華 등 3개의 문명으로 유형화시킬 수
가 있다. 우리와 연관해서는 ‘東方文明’ 또는 ‘東夷文明圈’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실상과는 무관하게 특정한 시기 이후에 中華 또는 中國이라는 1極(Center, Pivot,中華)
中心 체제로 인식됐을 뿐 아니라, 그 외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지닌 다른 문화와 지역, 민족의
위상과 역할, 즉 문명의 존재가 약화되거나 부정됐다.
문명이라는 입장에서 동아시아와 각 지역의 존재 가치와 역할을 모색하려면 기능 외에 ‘意
味의 문제’로서 문명의 목적, 가치, 주체에 대하여 재인식을 하여야 한다. 즉 ‘中國空間 中心’,
‘漢族 中心’으로 기술하고, 평가하는 ‘1極 중심체제’나 또는 몇 개의 강대국을 중심으로 하는
‘多極 중심체제’의 역사기술 및 해석은 문제가 있다. 동아시아 문명은 다른 위상과 역할을 각
각 보유한 여러 개의 핵들이 공존하는 ‘多核 體系’이며, 또한 변화하는 주체의 상황과 단위의
필요에 따라 역할과 위상이 달라지는 유동적인 체계이다. 특히 북방문명을 이루었던 遊牧 狩
獵文化의 담당자들, 바이칼호 주변의 부리야트족, 연해주의 나나이족 우데게족 캄챠카의 축치
족 등 수많은 소수종족들은 고대 동아시아 문명을 창조한 공동참여자이다. 따라서 이들 소외
된 문명에 가치를 부여해서 정당한 평가를 해주고 재창조에 동참하게끔 유도해야 한다. 이러
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동아시아 문명의 본질을 이해할 뿐 아니라 추후 공동과 평화의 문명공
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매우 유효한 이론과 경험을 제공하고, 모델로 삼을 수 있다.

그 가

운데 하나로서 동아지중해 모델이 있다. 동아시아의 공간은 한반도와 남만주를 중핵으로 하면
서 한반도와 연해주 사할린 일본열도 사이에는 동해가 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인식이 못 미치
는 타타르해협까지 포함한 것이다. 또한 일본열도와의 사이에는 對馬島를 사이에 두고 폭이
좁고, 넓지 않은 남해가 있다.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는 황해라는 내해(Inland-Sea)가 있다.
즉 多國間地中海 (Multinational- Mediterranean-Sea)의 형태와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필자
는 이러한 지리적인 인식을 갖고 ‘東亞地中海(East Asian-Mediterranean-Sea Model)’라고
명명한 모델을 설정해서 동아시아 역사를 해석해왔다.
동아지중해 개념과 모델을 적용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동아시아에서 중심부와 주
변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을 이해하는데 효율적인
도구가 된다. 역할분담의 내용과 서엮을 모색할 수 있다. 지도를 보면 사실 이 지역은 수 천
년 동안 지정학적(Geo-politics)으로 협력과 경쟁, 갈등과 정복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역사활동권을 이루어왔다.
지리문화적(geo-cultural)으로도 모든 자연환경과 모든 문화가 뒤섞이는, 즉 농경의 정주성
문화와 유목 및 해양의 이동성 문화가 만난 복합문화대’를 이루었다. 비농경문화권이 논리적
이고 조직적인 중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중국 문화 또한 동방문화 및 유목문화 등의
영향을 받았다.세계관의 기본을 이루는 각 문화들이 개별적으로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존재하
는 ‘複合文明’의 성격이었다 하지만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고, ‘생활 공동체’ ‘역사 공동체’로서
문화가 뒤섞였다. 샤머니즘으로 유형화된 공통의 신앙을 모태로 삼아 점차 발전한 유교와 동
아시아 신앙에 습합된 불교 등의 종교현상들이 있다. 또한 전쟁, 기아, 교류 등으로 인하여 주
민들의 자발적 비자발적인 이동이 빈번했으므로 종족과 언어를 비롯한 한자 등 기호의 유사성
이 높았다. 생활습관 등도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고대 한국지역과 일본지역의 관계는
주민 문화 언어 모든 면에서 관계가 깊었다. 동아지중해권은 문화현상, 종족 경제양식, 생활도
구, 신앙, 신화 등을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공유하는 범위가 확대됐다. 주변의 주민과 문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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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일종의 ‘環流시스템’을 이루고 있었다.
바다를 가운데 두고 농경의 定着性(stability) 문화와 유목 및 삼림 및 해양의 移動性
(mobility) 문화가 만나 ‘動和靜(mo-stabilit)y형 文化帶’를 이루고 있다. ‘차단격절구조’와 ‘다
층구조’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통일적’이고 ‘혼합적’이며 ‘상호호혜체계’로 이루어졌다. 또한
문화현상, 종족, 경제양식, 생활도구, 신앙, 신화 등을 서로가 활발하게 주고 받으면서 공유하
는 범위를 점점 확대시켰다.

5

맺음말

평화 공동체는 모든 갈등이 무화되고, 국제적 국내적으로 상호간의 호혜구조를 이루고, 공
존하는 체제이다. 그를 위한 조건들은 많고 다양하지만, 원론적으로는 만남과 아우름, 그리고
공동체의식과 이를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문명의 만남은 투쟁적이어서
도 안되지만 투항에 가까울 정도로 타협적적이어서도 안된다. 동아시아 문명은 서구 문명에,
동아시아 내부의 기타문명들은 중국문명에 대하여 의존적이고, 투항적인 습성을 버리지 못하
고 있다. 동아시아인들은 華夷論적 사고의 잔재와 근대화 진행의 특수한 경험 속에서 서구의
논리와 그들의 역사경험을 맹목적 투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만남과 아우름의 관계는 가능하
면 相互補完的이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물, 그리고 문명이 존속하는 기본
조건이다. 물론 보완이란 단순한 계량적인 분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배합비율을 적
정하게 정하는 것이다.29)우리에게 필요한 만남과 아우름이란 서구식의 변증법이 아니고, 상호
부조를 원칙으로 삼은 相生이며, 부분적인 自己否定과 豫備狀況을 통해서 全一的인 상태를
희구하는 방식이다.30)
동아시아인들은 아직은 인류전체의 운명이나 우주의 패러다임에 관해서 논하는 ‘宇宙談論’
을 적극적으로 펼칠만한 여유와 능력이 부족한 듯하다. 하지만 동아시아 문명의 공질성을 모
색하고, 공동의 가치관을 추구해야 한다. 세계가 하나이듯, 아시아가 하나이듯, 동아시아는 이
제 하나다. 정치 경제와 군사의 틀을 넘어서는 하나의 큰 단위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므로 공동의 문명단위, 공동의 문명체가 필요하다. 그 문명 안에
동아시아인들을 행복하게하고, 세계인이 추구해야할 인류보편의 가치를 담기 위해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재창조(부활, re-foundation)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동아시아 문명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어느 한국가의 힘이 강하거나 한국이 두 강대국 간의 중간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성은 힘이 들고, 그에 따라 서구인이 장악해가
는 세계질서 속에 타율적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네트워크에서 중핵연결지대의 역할
을 충실히 할 경우에는 동아시아의 문명을 부활시킴은 물론 단결과 공생이 가능해진다.

29) 배합비율론에 대해서는 졸저 역사는 진보하는가. 졸고 ｢단군신화에 대한 구조적 분석｣ 등이 있다.
30) 단군신화구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졸고 ｢단군신화에 대한 구조적 분석｣｢단군신화에 대한 변증법
적 분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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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문명권 설정의 제안｣에
대한 토론
권인호(대진대)
1. 논자(윤교수)는 이 글의 첫머리에서 부터 동아시아 지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라는 가설에서 시작하고 있다.
서론의 마지막에서는 논자도 ‘평화공동체 실현의 방법론이나 대안이 미효용성, 불확실성, 비
가측성, 불검증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과연 이 논문이 인문과학적 접근이라고 하면서,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공동체의 균열
과 갈등요인을 보다 실현과 문제점을 해소한 논문으로 읽기에는, 평자의 독해력과 견해와 관
점이 低劣해서 그러한지는 모르나 논자와 전공의 차이(역사와 철학) 탓인지? 모호하면서 평자
도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근현대 역사와 시사적인 면이나 여기에서 출발한 고대·중세의 동아시아 제국과
의 연결 ; 대중국(중화제국)·대동아공영권(일본제국) 등 향후 지역 경제권 등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의 대한국(Great Korea) 구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평자의 궁금증이 예전부터
있어왔는데, 논자의 이 논문 통해 더욱 촉발되었다는 점을 고백하며 고맙게 생각한다.
2. 동아시아 세계의 갈등(역사·경제·문화·정치·영토)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5~8쪽) 인용
과 소개는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인 것 같은데(?) 매우 흥미롭고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본
다.
윤교수도 밝혔다시피 ‘아시아 세계의 치명적인 균열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영토갈등’ 혹은
‘신민족주의 도래’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 소개된 7가지 사례(독도·간도·녹둔도·센카쿠(댜오위
다오)·북방 4개 섬(남쿠릴 4개 섬)·珍寶島(다마스키섬)·중국과 동남아 국가) 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방법을 통한 문제해소와 궁극적으로 이 논문의 주제인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방안을 제
시하는 점에서는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고 보인다.
평자의 소홀한 느낌과 영토갈등이 야기된 원인이나 해소할 간단한 방안을 아래(평자의 단견
일부)를 참고하여 논자의 견해를 밝혀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평자의 短見 일부 ; 이명박 정권(2008~2013)의 경제 살리기와 외교정책의 민주주의와 철학의 부재,
중국 공산당의 관료주의는 이미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이미 지적되었지만 지역과 인민들 간의 계층적
갈등은 부정부패와 함께 현안의 숙제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과 국가적 자본과 부의 축적은
군국주의에서 제국주의 망령이 다시 꿈틀대며 영토분쟁으로 독도, 큐우릴 열도, 북방 4개 섬(島嶼), 조어
도(釣魚島; 일본 센가쿠 제도) 분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역사갈등
평자의 一見 ; 옛 부터 정치개혁, 즉 ‘更張은 革命과 守成보다도 더 힘들다.’고 했던가? 그러나 시의
적절한 즉, 시대상황에 알 맞는 개혁이 없다면 그 조직이나 나아가 국가 왕조도 내분과 외침에 의해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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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중·일의 朋黨과 지역갈등의 결과는 조선 말기 외척의 세도정치의 모순으로 망
국(1910), 宋代 신·구법당의 거듭된 정책번복 태황태후의 정치 간섭과 수구반동의 소수 집단 이익에 물
들어 靖康의 變(1127)으로 망국의 치욕을 당했으며, 죠슈(長洲)와 사쓰마(薩摩) 藩들의 갈등과 합작의 명
치유신이 천황을 ‘玉’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결국 ‘昭和維新’의 천황 절대주의와 군국주의 만남으로 그들
이 말하는 소위 ‘神州’ 일본은 시체와 잿더미로 종전(1945)되었다.

최근 자민당과 아베 총리의 헌법 개정과 보통국가 추진 및 자위대 증강이나 재무장 움직임
의 그 최종적 결과는 역사가 증명했듯 명약관화일 것으로 보이는데, 上記 평자의 일견을 참고
하여 이에 대한 논자의 견해를 부탁드린다.
4. 동아시아의 평화공동체(공존·상생·평화)를 실현을 위한 사상과 문명의 검토(11~14쪽)를
읽어보고도 ‘조금 요령부득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
문명, 역사유기체, 중화와 蠻夷(오랑캐), 1極과 多極, 동아지중해권, 動和靜형 文化帶 등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예증(과거 역사적 사실과 현재적 사실 분석)을 바탕으로 한 미래전망
과 실현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본다. 평자의 아쉬움을 해소할 설명을
부탁드린다.
다만, 윤교수의 역사유기체론의 전개에서 ‘역사와 문명의 구성원들은 非我(상대방)를 자기존
립의 필수적 존재로 인정하여 정보공유와 소통하여 공동의 역사활동 전개 및 자연·문화·역사
환경에 공동의 문제의식을 지닌다’는 의견은 높게 평가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C.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에서 T. 헉슬리와 H. 스펜서 등의 사회진화론의 제국주의 정당화 및 A. 토인
비의 ‘도전과 응전’ 신채호의 ‘我와 非我의 투쟁’ 등의 역사이론에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크로
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을 연상케 한다.
논자의 논문 각주(인용)가 상세하지 못한 점과 참고문헌을 밝히지 않아서, 오리엔탈리즘·사
회진화론·西勢東漸 등의 식민지근대화론이나 제국주의의 신화에 대한 반대논의와 논자가 주장
하고자 하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해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는 평자의 짧은 생각
에, 책 2권(1.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이원덕 옮김,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일조각, 2009. /
2. 주겸지(朱謙之), 전홍석 옮김, 중국이 만든 유럽의 근대 -근대 유럽의 중국문화 열풍- 청
계, 2003.)을 소개하고 싶다.
5. 마지막으로 논자는 이 논문의 결론 끝에서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어느 한국가의 힘이 강
하거나 한국이 두 강대국 간의 중간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성은 힘이 들고, 그에 따라 서구인이 장악해가는 세계질서 속에 타율적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네트워크에서 중핵연결지대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경우에는 동아시아의 문명을 부
활시킴은 물론 단결과 공생이 가능해진다.”라는 우려와 희망을 함께 전망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한 문화·체육교류와 정치·외교적 협상과 대화로 전쟁에서 평화체
제 구축과 평화적 통일로 이어지기를, 한(조선)민족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공동
체를 희망하는 올바른 사람들은 간절히 바랄 것이다.
아울러 한·미와 한·중 및 북·중과 북·미 대화와 협상에서 중재적 역할이 ‘동아시아 문명부활
에서 세계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자의 보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전략 및 그
비젼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

23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天人合一說과 儒家의 中和主義에 관한
논단
- 창조성의 질서의식을 중심으로 김연재(공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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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식의 실타래
문화는 인간 주체가 행위의 실천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산물이다. 어떠한 문화이든
지 간에 그 가치는 共時性과 通時性을 지닌다. 그것은 보편성, 안정성, 독자성 등을 특징으로
하면서 수렴의 구심력과 발산의 원심력이라는 일련의 전체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왔다. 이러
한 문화의 공시성과 통시성은 가치의 선택과 판단에게 기준을 제공고 사회의 총체성, 다양성,
상대성 등의 내용을 지니면서 인간의 지혜의 원천이 되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등을 담게
마련이다.
‘동아시아학’을 논하는 문제는 지극히 간단하면서도 지극히 깊숙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은 한자문화권의 특수한 성격을 지닌다. 동아시아의 특수한
지역성은 바로 한자문화권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논하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러한 지역성은 동아시아의 지역성(locality)에서 사유의 원형을 모색하고 밝히는 작업이며 사
회적 혹은 문화적 대상의 가치를 찾는 일이다. 그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대별 혹은 지역별
변천의 양상들을 설명하는 것이며 앞으로 사회적 혹은 문화적 創發이나 創新을 이끌어낼 단
초가 된다. 특히 여기에는 유교의 문화가 항상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되고 정립될 수 있는가
하는 현재성(presentness)의 문제가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성의 세계화(glocalization)라는
문화콘텐츠를 위한 포용적 방향과 그 구현의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다.
동아시아학의 강령은 유가의 맥락에서는 天人合一의 이념, 天下의 대의명분, 中和主義의 정
신에서 모색될 수 있다. 인간의 주체적 역량과 그 주위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유가의 가
치관과 그 궁극적 경지와 관련이 있다. 유교의 사회의 가치관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크나큰 기조를 이루고 있다. 그 문제의식은 기본적으로 天人
合一의 이념 하에서 天下의 대의명분을 설정하는 전제가 된다. 그 명분의 실천의 원칙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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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和의 원리이다.
특히 中和의 道, 즉 致中和의 세계는 인간 삶의 가치관과 방법론을 一以貫之하는 원리와
관련이 있다. 그것은 유가의 사상에서 모종의 대상에 접근하는 방법론을 의미하기도 하고 모
종의 대상을 지향하는 가치관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들의 개별적 세계 혹은 통일적 세계는 中
和의 道, 즉 中의 가치와 和의 방법을 지닌다. 사물의 존재와 발전에서 중은 최상의 구조(中
正)와 최상의 방식(中庸)을 가리키는 반면에, 화는 최상의 구성(和合)과 최상의 상태(和諧)를
가리킨다. 中은 공정성, 공평성 등과 관련한 중심의 성격을 지니고 和는 다양성, 상대성 등과
관련한 조화의 성격을 지닌다. 中和는 인간의 덕성, 사회의 공동체적 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
는 중심과 조화의 질서의식이 된다. 예를 들어, 중용에서는 中과 和의 원리가 천하의 大本
과 達道이고 주역에서는 一陰一陽의 과정이 중화의 방식이다. 이들은 전체와 부분 사이의
역동적 균형에 기초한다. 이러한 價值觀의 실천적 원칙은 공자의 時中觀이나 “和而不同"의 君
子觀, 역전의 陰陽的 天道觀, 중용의 致中和觀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송대 이후에
이러한 가치관을 토대로 하여 內聖外王의 기치 중에서 內聖의 내면적 세계로 치우치면서 心
性의 문제는 더욱 중시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화의 도가 어떻게 인간의 삶에서 내면적 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최고의
지혜이자 최상의 규범이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 인격의 온전한 中和의 최
고의 덕성과 관련되며 다른 한편으로 인간관계의 합리적 中和의 人倫的 지혜를 실현하는 것
과 관련된다. 이는 자연현상의 통일적 질서와 그에 대한 인간생활의 실천적 경험으로부터 나
온 유가의 창조적 질서의식이 되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의 대상, 즉 주체와 객체, 주관과 객
관, 자아와 타자, 인간과 세계, 사유와 존재, 존재와 가치 등과 같은 일정한 관계에 접근하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중화의 도는 樂天知命의 최고의 경지를 구현하는 것이자 安身立命의 최상
의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II. 天人合一의 이념과 세계의 실재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는 전통적으로 天人合一의 이념이 크나큰 기조를 형성해왔다. 인간
은 천체가 운행되는 방식에 따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와 그 변화가 진행되는 모종의 유기
적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인간은 하늘과 땅, 사계절의 규칙적 변화 등과 같은 생태적 환
경 속에서 삶의 체험을 통해 생명의 유기적 연결망을 이해하고 이를 통일적 질서의 세계로 의
식하였다. 인간은 특히 세계의 통일적 질서를 의식하면서 宿命을 신봉하는 미신을 믿거나 上
帝를 숭배하는 종교를 만들기도 하였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삶을 개척하고 극복할 수 있는 주
체적 역량으로 고양하면서 인간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각은 인간
의 삶의 방식에서 모종의 신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天人合一의 이념의 단초가
된다. 그것은 인간이 天文과 地理로 대변되는 자연의 지식을 통해 현실적 세계를 경험하여 나
온 결과이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적 세계에서 이러한 생명력의 통일적 질서는 세계의 실재(reality)로 받
아들이며 그것에 대한 의식은 삶의 방식에서 인간의 존재와 가치에 관한 생명정신의 크나큰
기조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생명정신은 세계의 실재(reality) 속에서 인간의 존재와 가치로 어
떻게 끊임없이 고양시킬 것인가 하는 지속가능성의 문제로 귀착된다. 인간은 현실적 세계에서
삶의 양식으로서 지식을 축적하고 삶의 방식으로서 지혜를 터득한다. 생명정신의 지속가능성
은 이러한 지식과 지혜의 통합적 과정 속에서 바로 天人合一의 이념으로 구현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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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人合一의 이념은 지식과 지혜의 결정체로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규준이 되며 삶의 지향
성을 담은 모종의 이정표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천인합일의 세계에는 모든 존재와 가치에 대
한 인간의 보편적 인식이 담겨 있으며 이것이 바로 종교, 과학, 철학, 윤리 등의 영역에서 타
당성과 합리성의 근거를 찾는 단초가 된다.
천인합일의 이념에는 자연철학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여 보편적 이념의 세계를 지향하는 내
용이 담겨 있다. 인간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탄생하며 인간의 생명활동은 삼라만상의 생명활
동처럼 자연계의 규칙에 따른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자연을 기본적으로 구분하고 생
명의 이치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과 자연과의 합치를 자각하며 자연의 통일적 질서를 인간의
가치로 수용하는 자연과 인간의 궁극적 조화의 차원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자연과 사회
의 관계에 따라 자연철학적 요소와 역사철학적 요소가 함께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대개 春秋시대의 초기에 생겨났으나 勸善懲惡과 같은 인간사회의 문제의
식과 결부되면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그것은 인간이 본받는 원칙이자 인간사회의 규준이
된다. 상서의 「탕고｣편에서 “천도는 선에 복을 주고 음탕함에 재난을 주니 하나라에 재앙을
내려서 모든 죄를 환히 밝혔다”1)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천도는 천체의 운행과 질서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경외심뿐만 아니라 믿음도 갖게 했다. 그것은 인간이 본받아야할 원칙이자 인간사
회의 강령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는 도덕성이나 윤리성의 규준으로서의 천도에 근본하고
천도에 입각하여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계의 실재(reality)는 모든 존재의 생명과 그 변화의 양상을 내용으로 하여 하늘과 땅이라
는 일정한 관계의 연결망으로 특징화된다. 하늘과 땅은 인간이 자연계를 인식하는 모종의 틀
이며 그 틀은 인간의 질서의식으로 자리잡는다. 인간은 세계의 실재로서의 하늘과 땅의 틀 속
에서 자연계의 운행과 그 질서를 포괄적으로 생명의 연결망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삶과 방식을 파악하고자 했다. 그것은 삼라만상이 지닌 동일성과 차이성의 방식에 따라 각양
각색, 천차만별의 분류를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는 특히 우주의 시공간성으로 표현되는, 모종
의 존재와 가치의 통합적 경계, 즉 생명정신의 기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천인합일의 이념에는 자연의 생동하는 생명력과 그 속에서 인간의 생명의 존재와 의의를 찾
는 유기체적 세계관에 기초한다. 도가의 입장과 달리 유가의 입장에서 천인합일의 이념은 도
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천인합일의 이념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었다. 漢代에 董仲舒의 天
人感應說처럼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하고 심지어 하늘과 인간은 동일한 부류라고 생각하기
까지 했다. 이는 天人一本 혹은 天人合德을 내용으로 하는데, 하늘과 인간의 관계 혹은 하늘
과 땅 및 인간의 관계에서 공동의 법칙, 공동의 속성, 공동의 덕성, 공동의 질서, 공동의 구조
등을 지닌다는 관점에 기본한다.
天道는 처음에 천체의 운행과 그 질서의 법칙을 서술한 말이었는데, 西周시대부터 천과 인
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자연의 법칙 속에 있는 시간의 추이가 반영되었다. 그것은 천지에 대
한 인간의 자각의식, 즉 ‘하늘의 때(天時)’와 ‘땅의 적합함(地宜)’의 의식과 농경사회의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천도 개념은 자연계의 규칙성과 필연성을 天과 人의 관계를 설정하
는 데에 활용됨으로써 심지어 人道를 이해하는 관건이 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천문을 관찰하
여 때의 변화를 살피고 인문을 관찰하여 천하를 교화한다.”2) 천하를 교화한다는 대의명분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적 세계로 귀착된다. 천도의 개념을 단초로 하여 인간은 자신의 길흉
화복에 모종의 정해진 數, 즉 命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이해득실의 문제를
1) 尙書, 「湯誥｣: 天道福善禍淫, 降災於夏, 以彰厥罪.
2) 周易, ｢彖傳｣, 賁卦: 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以化成天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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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자 했다. 천도는 음과 양의 두 가지 기가 가득 차다가 텅 비우고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消息盈虛) 법칙과 그 순환적 과정을 가리킨다. 이 법칙에 입각하여 모든 존재의 생성과 변화
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천도의 합당한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천도의 영역에는 인간의
합리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 통일성의 원리는 우주 혹은 자연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의식상의 문제를 반영한다. 우
주의 끊임없는 생성과 변화는 어떤 내재적인 역량에 의해 진행되며, 이 때문에 우주는 넓은
의미의 유기체적인 체계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인간이 자연계 속에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하는 운용의 차원에서 인간이 나아가야 할 관리적 지침의 성격을
지닌다. 여기에는 인간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에서
도 이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하는 인간존재의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의 문제도 포함된
다. 유가에서 말하는 이른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거시적으로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보편적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미시적으로 ‘수신제가(修身齊家)’의
개별적 내용이 담겨져 있다.

III. 중용』의 致中和과 中庸의 원리
中和의 道는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파악하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하늘과 땅으로 대변되는 세계가 진행하는 일종의 합당한 방식으로서 삼라만상이 시의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맞고 여기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가장 합리적인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중화는 역동적 균형에 따른 유기적 조화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적절한 정도의 원칙
에 입각한 創發性과 創新性의 방식이 중요하다. 이 적절한 정도는 바로 변화와 안정을 기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을 이기고 억제하며 상생과 상극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순환적 과정 전
체가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절의 기제이다.
이 적절한 정도의 문제는 이른바 中節 혹은 中庸 혹은 時中 혹은 中道이다. 원래 중(中)이
라는 글자는 깃대의 바름과 화살의 바름의 의미를 가리킨다. 이는 요임금이 순임금에서 선양
하는 방식에서 나온 것으로서 나중에 표준과 준칙의 의미로 확충되었다. 후대에 고대의 사상
가들은 그것을 철학의 범주로 승화시키면서 中道觀으로 발전되었다. 중화의 개념은 상서, 
역전 및 중용의 내용에서 유래한다.
중과 화의 범주는 서로 구별되기도 하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는 다양성 속에
서 통일성을 모색하면서도 또한 통일성 속에서 다양성을 모색하기도 하는 일련의 과정이 담겨
있다. 중화의 개념은 의미상 ‘中正과 和合’, ‘適中과 調和’ 등의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이다. 그
것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 측면, 즉 인식론적, 가치론적 및 존재론적 측면을 지닌다. 첫째, 인
식론적 측면에서 중화는 모든 존재의 관계의 가장 합당한 방식을 가리킨다. 둘째, 가치론적
측면에서 그것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가장 조화로운 상태를 가리킨다. 셋째, 존재
론적 측면에서 그것은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정당성과 합당성을 가리키기도 한다. 따라서 중화
는 인간사회에서 대상의 인식론적 측면을 바탕으로 하여 지향의 가치론적 측면을 지향하고 생
존의 존재론적 측면을 확립하는 것이다.3) 이처럼 중화의 개념이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은 중화
의 개념이 인식의 방법에서 인식의 대상으로 바뀌는 과정으로서 특히 세 번째의 중화의 개념
은 중화를 인간의 삶에서 가치론적 목표가 되는 것이다.

3) 董根洪, 儒家中和哲學通論 (濟南: 齊魯書舍, 2001), 60-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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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경의 「大禹謨」편에 있는 이른바 ‘16자심전(十六字心傳)’에서는 인간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도심’과 ‘인심’이 통일 혹은 합치될 수 있는 마음의 中道 혹은 中庸의 원칙을 터
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경』의 「대우모」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다. 오로지 정교해야 하고(惟精) 오로지 전일해야(惟一) 진실
로 그 가운데를 잡는다.4)
여기에서는 인간마음의 본질적 속성, 즉 ‘도심’과 ‘인심’ 및 그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인
심’은 사욕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위태로운 반면에, ‘도심’은 쉽게 성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미한 것이다. 이처럼 마음의 작용이 미묘하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도심’과 ‘인심’이 통일 혹은 합치될 수 있는 마음의 中道 혹은 中庸의 원칙을 터득하고 이것
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유가에 있는 중용의 도[中庸之道]이기도 하다.
순임금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순임금은 묻기를 좋아하여 하찮은 말에도 귀를 기울
였으며 악을 포용하고 선을 선양하였고 사물의 양쪽 끝을 잡으며 백성에게 적절하게 활용하였
으니, 이러한 사람이 순임금이 아니겠는가!5)
여기에서 이른바 ‘적절하게 활용하였다’는 말은 일을 처리할 때에 양쪽의 극단, 즉 지나치지
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정도의 경계를 잘 파악하고 여기에 적당하고 알맞은 방법을 찾아내
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른바 “사물의 양쪽 끝을 잡으며 백성에게 적절하게 활용하였다”는 말
은 일을 처리할 때 ‘지나침(過)’과 ‘미치지 못함(不及)’의 정도의 경계를 파악하여 양쪽의 극단
으로 가는 잘못을 방지하며 적당하고 알맞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개인, 사회 및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적 원칙이었다.
중용에서 “致中和”의 원리에서 中의 “大本”과 和의 “達道”의 관계가 잘 드러나 있다.
희로애락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것을 일러 중이라고 하고 이들이 발동하여 모두 중절하는
것을 일러 화라고 한다. 중이란 천하의 크나큰 근본이고 화란 천하가 도달해야 할 도이다. 중
화를 다해야 하늘과 땅이 자리잡고 만물이 자라게 된다.6)
‘중’과 ‘화’의 관계에서 보자면, 중이 화에 도달하는 방법과 수단이라면 화는 추구해야 할
목표와 경지라고 말할 수 있다. 중화는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가장 근본적 원칙 중의 하나
로서,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가장 이상적인 평형의 상태를 가리킨다. 이 때문에 인간의 본성
은 中의 未發의 상태, 和의 已發의 상태 및 그 양자 사이의 합당한 관계에서 온전하게 보전되
고 활동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평형의 상태에 있어야만 하늘과 땅이 그 제자리에 편안
할 수 있고 만물이 함께 생성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여기에는 天下에서 운용되는 조화와
균형의 적절한 정도가 있다. 中和가 바로 이러한 적절한 정도의 역동적 원칙이다.
중화의 정신적 실질은 어디에 있는가? 공자는 “나의 도는 하나로 일관된다.”7)고 말한다, 曾
子는 이에 관해 “부자의 도는 충서일뿐이다.(8)라고 말하였지만 그 무엇인지를 명확하지 않다.
그것이 방법론으로서 가치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中和의 원
리임에 틀림이 없다. 충서의 도는 인간의 관계, 즉 주체와 객관 혹은 주관과 객관의 관계에
기반하는 원칙이다.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을 가치와 의미를 지닌 존재, 인간을 수단으로
4) 書經』, 「大禹謨」: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5) 中庸: 舜其大知也與? 舜好問而好察邇言, 隱惡而揚善, 執其兩端, 用其中於民, 其斯以爲舜乎?
6) 中庸: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逹道也. 致
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7) 論語, ｢里仁｣: 吾道一以貫之.
8) 論語, ｢里仁｣: 夫子之道, 忠恕而己.

28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는 人道의 내용인 것이다.
충서의 도가 人道의 내용이라면 그 정신적 실질은 어디에 있는가? 이는 공자의 말에서 엿
볼 수 있다. 공자가 말한 道는 忠恕로 대변되는 사회윤리적 원칙이다. 忠은 인간이 스스로 전
력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를 지니고 恕는 자기 자신처럼 남을 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전자가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하는 데에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통달하고자 하는 데에 남을 통
달하게 해 준다”9)라는 표현으로 대변된다면, 후자는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
풀지 말라”10)의 표현으로 대변된다. 忠은 인간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중
요하다. 그러나 恕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나 자신의 자율적 의지가 반드시 타인의 목적을 위한 행위에서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
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남이 원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로움에 밝다”11)는 표현처럼 각 개개인의 입장과 위치에 따
라 판단을 달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과 타인 관계에서 공동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것은 자아와 타자의 관계에서 공동으
로 인식하는 사회적 혹은 문화적 가치를 전제로 한다. 사회적 혹은 문화적 가치는 상호간에
포용하고 수용하는 이른바 중용 혹은 중화의 원리에서 접근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맹자
는 “恕를 힘써서 행하면 仁을 구하는 것이 이것보다 가까운 것이 없다”12)고 말하는 것이다.
一以貫之하는 道의 경지는 忠恕의 근본적인 원칙으로서 중용 혹은 중화의 원리가 기본이 되
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孔子는 “중용의 덕은 지극하도다, 백성이 드물게 된 것이 오래되
었다.”13)
그렇다면 중용 혹은 중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일종의 동양의 ‘황금률（golden rule)’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양극단의 거리에서 황금분할의 법칙처럼 중앙 혹은 중간의 지점을 의미하는 수
량의 합계나 축적과 같은 양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며 행위상의 중립으로서의 折中
혹은 中道의 노선과도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계량화될 수 있는 절제
의 中道 혹은 中庸(mean)의 덕의 의미14)와 다른 것이다. 그의 논점은 인간덕성에 관한 극단
주의적 태도, 즉 善하지(中) 않으면 바로 惡한(不中) 것이라는 입장에 기초한다. 그러나 유가
의 중용 혹은 중화는 신축성을 지닌 일정한 정도의 유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양쪽의 끝은 아직 중간이 아니다. 또한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에 무겁다고 말
하기도 하고 가볍다고도 말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이 양쪽의 끝을 잡아서 그 합당한 도리를
찾아서 활용해야 한다. 만약 양쪽의 끝을 중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논의할 것이 없으니 양
끝을 잡으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15)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과 달리, 중간 혹은 중도가 아닌 것이 惡한 것은 아니라는 사고방식
이 中和觀의 핵심적 내용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중용 혹은 중화의 본질에 어디에 있는지를 다
음과 같이 설파하고 있다.
중을 행하는 사람을 얻어 함께 할 수 없으니 차라리 제멋대로 하고 고지식한 사람과 한께
9) 論語, ｢雍也｣: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10) 論語, ｢顏淵｣: 己所不欲, 勿施於人.
11) 論語, ｢里仁｣: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12) 孟子, ｢盡心上｣: 强恕而行, 求仁莫近焉.
13) 論語, ｢雍也｣: 中庸之爲德也, 其至矣乎! 民鮮久矣.
14) 예를 들어, 그는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용감함을 나약함과 무모함의 중간에 있으며 절제는 방종과
냉담함의 중간에 있다고 말한다.
15) 朱子語類 卷63: 兩端未是不中. 且如賞一人, 或謂當重, 或謂當輕, 於此執此兩端, 而求其恰好道理
而用之. 若以兩端爲不中, 則是無商量了, 何用更說執兩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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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제멋대로 하는 사람은 진취적이고 고지식한 사람은 하지 않는 바라도 있다.16)
이러한 점에서 서양의 중용관이 배타적이라면 유가의 중용관은 포용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
다. 여기에서 “和而不同"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중용의 致中和觀에서는

天下의 실천적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중화는 각양각색의 사물들이 서로 일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개
별적인 개체의 이질성과 집합적인 전체의 동질성 사이에 모종의 일정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 일정한 관계는 바로 다양성의 통일화 혹은 통일성의 다양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다양한 성향을 지닌 사물들을 일률적으로 통일시키거나 통일적 성향을 지닌 사물들을
일률적으로 다양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성과 다변성, 통일성과 동일성의 구분이 필요하다.
다양성은 사물들의 유기적 결합을 전제로 하여 그 개별성을 포용하는 것인 반면에 다변성은
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개체의 각각의 개별성에 중점을 둔 것이다. 또한 통일
성은 사물들 각각의 개별성을 수용하면서도 이들을 합리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인 반
면에, 동일성은 개체의 각각의 개별성을 없애고 전체적인 획일성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가치의 판단에 적용될 수 있다. 즉 “군자는 화합하지만 동일하지 않고 소인은 동일하
지만 화합하지 않는다.”17) 이러한 일방적인 균일화 혹은 획일성은 평형의 관계를 무너뜨린다.
평형의 관계란 바로 역동적 균형의 상태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中和의 道에 담긴 변화와 안정
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IV. 역전』의 陰陽天道觀과 時中의 원리
중화의 원리에서 변화의 안정의 기제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그것은 지나침(過)도 없고
또한 미치지 못함(不及)도 없는 것이다. 이는 변화 속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
태이다. 이것이 바로 중의 개념이다. 만물의 造化에는 “줄어들고 커지며 텅 비었다가는 가득
차는(消息盈虛)” 방식에 따라 “낳고 낳아 멈추지 않는(生生不息)” 과정이 있는데 이는 중도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중화의 본령은 역전에서는 易道의 방식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한번 음이 되면 한
번 양이 되는(一陰一陽)’ 天道는 사물의 법칙성과 양상의 과정으로서 모든 존재의 인식론적
방식을 담고 있다. 『역전』에서는 天道의 원리로서의 易道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것을 일러 道라고 말하고 그것을 잇는 것을 善이라고 말하
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性이라고 말한다.18)
天道의 운행은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생명의 이치에 근본하며 이러한 음과 양의
합당한 관계 때문에 ‘善’의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모든 존재의 구체적인 본성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천도의 운행의 질서는 삼라만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련의 창발(emergent)의 과정
을 가리킨다. 이 창발의 과정은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역동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
며 따라서 그 자체에 자연스레 원만하게 충족되는 中和의 지속가능성을 지닌다, 이러한 창발
의 과정에서야 비로소 善의 내재적 가치가 담보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야 비로소
16) 論語, ｢子路｣: 不得中行而與之, 必也狂狷乎. 狂者進取, 狷者有所不爲也.
17) 論語, 「子路」: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
18) 周易, 「繫辭上傳｣: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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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라만상이 각각 자체의 본성에 충실하면서 존속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사물이 존재하는 내부적 본성은 음과 양의 속성과 그 상관적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부
분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심지어 서로 충돌하는 구조를 형성하지만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통일
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물 내부의 구성적 요소들의 관계와 사물들 사이의 관계에서 개별
적 구조들과 이들이 연관되는 전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음과 양
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음과 양 사이에 대조 혹은 대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양자
사이에 어떻게 조화롭게 통일되는가 하는 것이다. 즉 음과 양의 대립 혹은 대조의 관계라는
것도 서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존재할 뿐이지 그 양자의 대립과 대조가 구조나 체계를 구성하
는 것이 아니다.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통일적 관계는 음과 양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기본한
다. 즉 음과 양 각각 자체가 변질되거나 서로 섞이는 것이 아니다. 음과 양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만 혹은 관계가 설정되어야만 비로소 모종의 작용성의 기제가 발휘되는 것이다. 그러므
로 변화의 속성은 바로 음과 양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역동적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물 자체와 더 나아가 사물들 간에 구조와 계층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변화라는 것도 수량의 합계나 축적과 같은 양적 변화인 것에 불과하지 결코
질적인 변화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사물의 내부 자체와 사물들 사이의 관계는
끊임없이 분화되고 끊임없이 통합되며 또한 끊임없이 통합되고 끊임없이 분화되는 것이다. 여
기에는 모든 존재가 자체적으로 통일적인 평형으로 나아가고 이처럼 만사만물에서 ‘생명의 창
조력’을 끊임없이 구성하면서 다른 한편 ‘창조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이러한 陰陽
天道觀이 바로 중화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중화의 방식을 종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떠한 사물이든지 간에 자체의 내재적 구조나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통일과 평형으로 나아가려는 추세를 지닌다. 그 내부적 요
소들은 상호작용하면서 모순의 관계에 애당초 내재했던 원초적 평형의 관계는 무너지고 그 통
일적 양상은 해체되기 마련이다. 이와 동시에 사물 자체와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에서 통일성
의 추세가 작용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하고 충돌하는 양상에서 서로 해소되고 해결하는 양상으
로 바뀌어 새로운 통일적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一陰一
陽) 관계에서는 ‘한번’이라는 상호 지속적으로 안정된 흐름 속에서 음과 양이라는 일련의 변화
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동적 평형의 관계 속에 유기적 조화의 상태를 유
지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음과 양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일러 신묘하다고 말하고
,”19) “강과 유가 서로 구제하니 그 변함이 그 속에 있다.”20)고 말한다. 이는 음(유순함柔)과
양(강건함剛)의 성질의 관계에도 변화와 안정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時와 中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기도 하지만 또한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기도
한다. 시가 시의적절함을 가리킨다면 중은 그 시의적절함의 정도를 가리킨다. 전자가 과정에
서의 시기라면 후자는 그 시기에 맞게 적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가 특정의 상황이 전개되
는 과정과 관련된다면 중은 그 과정에 수반되는 결과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시중은 특정의 상
황이 전개되는 시의적절한 과정에서 합당한 정도로 결과되는 것이다. 이는 과정에 수반되는
결과이자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렇다고 상황의 시의적절함이 반드시 합당한 해
결, 즉 목표의 적중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시와 중에는 균형에 따른 최상의 조화로운 상태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최상의 상태는 음
19) 周易』,「繫辭上傳」: 陰陽不測之謂神.
20) 周易』,「繫辭上傳」: 剛柔相濟, 變在其中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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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양의 범주로 설명될 수 있다. 사물의 내부적 구조와 사물들의 내재적 관계는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一陰一陽)’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관계는

자기조직화

(self-organization)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는 길과 흉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길과 흉의 현상을 운용하는 방식은 음과 양의 관계를 설정하는 일종의 語法을 빌리자면 ‘한번
시의적절하면 한번 적중하는(一時一中)’의 맥락에서 접근될 수 있다. 이는 특정의 상황에서 벌
어지는 유동적 추세나 세력에 대응하거나 대처하는 원칙을 담고 있다. 한편으로 유동적인 상
황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을 찾고 다른 한편으로 그에 맞게 처신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대
응의 방식과 처신의 원칙에는 상황에 접근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변화와
안정 사이의 모순, 즉 反轉의 불확정적인 흐름이 존재한다. 反轉의 불확정적인 흐름은 자기조
직화(self-organization)를 진행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복잡다단한 현상들과 이들의
유동성을 전체와 부분, 변화와 안정, 통합과 분화, 편향과 균형, 다양과 통일, 갈등과 협동 등
의 상관성으로 특징화된다. 그것은 특히 안정의 상태와 혼돈의 상태 사이에 경계선에서 변화
무쌍하게 요동치며 적응하면서 발전해가거나 진화해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
동적인 상황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한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르게 처신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
닌 반면에, 유동적인 상황에서 올바로 처신했다고 해서 반드시 시의적절하게 대응한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번 시의적절하면 한번 적중하는(一時一中)’의 흐름이
중요하다. 시와 중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의 관계, 즉 反轉의 불확정적인 흐름이 바로 모순의
어법을 통한 逆說(paradox)의 논리와 일맥상통한 것이다.
‘상황이 시의적절하고 그에 따라 적중하게 되는’ 방식, 즉 中道의 경지를 담고 있다. 즉 千
變萬化의 시세나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역동성을 지닌 中이 작동한다. 이러한 時中의 방
식에 이른바 ‘불확정성의 원리(uncertainty principle)’가 담겨 있는 것이다. 시중은 양극단의
거리에서 중앙 혹은 중간의 지점을 의미하는 수량의 합계나 축적과 같은 양적인 측면을 가리
키는 것도 아니며 행위상의 중립으로서의 折中 혹은 中道의 노선과도 다르다. 이는 아리스토
텔레스가 말한 절제의 ‘中道’의 의미와도 다른 것이다. 그것은 최상의 조화로운 상태의 중간으
로서 가장 합당한 가치를 지닌다. 一時一中의 中和의 최상의 상태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幾微의 조짐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생각되며 시의적절한 대응과 그에 따른 올바른 처신
과 관련시키는 것이다. 유가에서 말하는 處世의 道, 이른바 ‘경권의 도(經權之道)’, 즉 경달권
변(經達權變)에 따라 통권달변(通權達變)과 같은 일종의 상황적 논리의 전략으로서 權道의 일
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자율적 의지를 지닌 주체가 시세나 상황에 관한 가치의 판
단과 관련되는 것이다.
양쪽의 끝은 아직 중간이 아니다. 또한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에 무겁다고 말
하기도 하고 가볍다고도 말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이 양쪽의 끝을 잡아서 그 합당한 도리를
찾아서 활용해야 한다. 만약 양쪽의 끝을 중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논의할 것이 없으니 양
끝을 잡으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21)
그러므로 시중은 구체적 상황이나 여건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지
양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하는 데에 애매모호한 모종의 타협이나 절충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시중의 관념은 시간의 개념에 대한 철학적 시각, 즉 人文의 의식적 시간과 관련된
다. 그것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주체의 의지와 판단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것이다. 「단전｣
에서는 艮卦를 해석한다.
21) 朱子語類 卷63: 兩端未是不中. 且如賞一人, 或謂當重, 或謂當輕, 於此執此兩端, 而求其恰好道理
而用之. 若以兩端爲不中, 則是無商量了, 何用更說執兩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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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멈추면 멈추고 때가 행하면 행하며, 움직임과 고요함이 그 때를 놓치지 않으니 그 도
가 밝게 빛난다.22)
이 구절에서는 움직임과 고요함의 합일적 원칙과 방식이 바로 인간 삶에서 마땅히 중시해야
할 사회적 正義의 道라는 것을 역설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孔孟學說의 입장과 일치하고 있
다. 맹자는 공자가 몸소 실천했던 시기의 적절함에 따른 유통성의 태도를 칭찬하여 “공자는
聖人의 時中인 사람이다”23)라고 말한다. 이를 天人合一의 이념에서 보자면, 그것은 天道의 운
행의 질서에 대한 인간의 정보를 얻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운행의 질서
에 대한 인간의 의식의 차원에서 人道의 원리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중화는 사물의 내부에 있는 구성요소들의 관계에서 또한 사물과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에서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는(不偏不倚)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過不及) 않는 일종의 균
형과 조화의 관계 혹은 상태를 가리킨다. 중화의 도는 동일성과 차이성의 관계에 따른 내재적
존재의 근거와 발전의 원동력을 지닌다. 여기에서 사물의 생명력은 동일성과 차이성의 상관성
에 따른 다양성의 통일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전자가 대립의 통일성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후
자는 모순의 통일성과 관련되는 것이다. 사물의 내부 자체의 관계 혹은 그것과 다른 사물들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동일성과 차이성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사물 내부에서는 한 측면이 다른
측면과 서로 대립되는 차이성 때문에 조절과 통일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평형과 안정의 화합
적 상태를 이룬다. 이는 사물 자체가 존재하고 발전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반면에 사물들
과의 관계에서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서 화합하는 새로운 통일체를 형성하고 이것이 바로 새로
운 사물을 낳게 되는 것이다.24)
자연계는 모든 생명체가 활동하는 자생적인 유기적 연결망이다. 이러한 연결망은 만물의 삶
과 죽음이라는 주기적 순환의 과정을 특징으로 한다. 인간은 하늘과 땅의 현실적 구조 속에서
생명의 본질과 실재의 이치를 이해하며 인식하고 이를 삶의 지식과 지혜의 토대로 삼았다. 삶
의 지식과 지혜 속에는 가치관과 방법론으로서의 중화의 원리가 자리잡고 있다. 중은 최상의
구조(中正)와 최상의 방식(中庸)을 가리키는 반면에, 화는 최상의 구성(和合)과 최상의 상태(和
諧)를 가리킨다. 치중화(致中和)의 원칙은 삶의 지식과 지혜를 一以貫之하는 자아실현의 道로
서, 인간의 역량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최상의 규범이자 강령으로 고양되었다.
사물의 내부 자체의 관계 혹은 그것과 다른 사물들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동일성과 차이성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사물 내부에서는 한 측면이 다른 측면과 서로 대립되는 차이성이 존재하
는 반면에, 이 때문에 조절과 통일, 평형과 안정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화합적 상태의 동
일성을 확충한다. 어떠한 사물이든지 간에 자체의 내재적 구조나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통일과 평형으로 나아가려는 추세를 지닌다. 그 내부적 요소들은 상호작용하면서 모순
의 관계 때문에 애당초 내재했던 원초적 평형의 관계나 통일적 양상이 무너지고 해체되기 마
련이다. 반면에 이와 동시에 사물 자체와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에서 통일성의 추세가 작용하
면서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는 양상에서 서로 해소되고 해결하는 양상으로 바뀌어 새로운 통일
적 국면으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사물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서 화합하는 새로
운 통일체를 형성하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물을 생기게 되는 것이다.25) 사물들의 개별적 경
우에 끊임없이 계속되어 모든 존재의 방식에서 동일성과 차이성에 따른 다양성과 통일성의 관

22)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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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董根洪, 儒家中和哲學通論 (濟南: 齊魯書社, 2001), 15-20쪽
董根洪, 儒家中和哲學通論 (濟南: 齊魯書社, 2001), 15-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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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양상으로 작동하면서 생명과 생명력의 방식으로 발휘되는 것이다.

V. 문제해결의 실마리
한자문화권에서 동아시아학의 이념을 언급한다면 그것은 天人合一의 명제이다. 그것은 인간
이 자신의 삶, 그 주위의 환경 및 이들의 관계에 관한 문제의식과 이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삶의 존재라는 가장 근본적 토대에서도 삶의 실현의 차원에서도 지식의
정보와 지혜의 가치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존재론적 문제를 바
탕으로 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하는 행위의 대상을 찾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행위의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체와 객체, 주관과 객관, 자아와 타자, 인간과 세계, 사
유와 존재, 존재와 가치 등과 같이 대립과 모순의 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에 전자가 인간이 추구하는 지향성을 담고 있다면 후자는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성을 담
고 있다. 또한 전자가 삶의 가치관을 말한다면 후자는 삶의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성격과 그 해결책은 시대나 지역마다 달리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유가의 사
상과 학문에서 중화의 도는 삶의 단계 혹은 시대마다 삶의 성격을 지닌 시대정신을 담고 있
다.
세계에 있는 어떠한 체계이든지 간에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관계처럼 그 자체는
스스로 조절하는 균형과 평형의 기제를 갖추면서 총체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게 마련이다. 전체와 개체는 모든 사물의 구체적인 발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관계
이다. 특히 전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는 전체가 개체의 결합의 근본적인 조건인 반면에, 개체
가 결합해야 더욱 높은 전체를 이룰 수 있으므로 그 양자는 서로 필수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생명체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협동, 화해 및 상생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
립, 긴장 및 충돌의 관계조차도 더 높은 단계의 조화나 화합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발판이 된
다. 여기에서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활력이 충만한 흐름 속에서 전체적으로 무질서에서 질서
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지닌다. 이러한 질서화의 실재(reality)에서는 부분과 전체의 다원적 혹
은 다층적 관계에 따라 양적인 측면이 확장되고 더 나아가 질적인 측면으로 확충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존재가 자체적으로 통일적인 평형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명의 창조력이 끊임
없이 작동하면서도 창조의 생명력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절의 기제가 바로
시중(時中)의 방식에 기반한 중화의 원리인 것이다.
중과 화의 개념은 體와 用, 본성과 감정, 未發과 已發, 靜과 動, 寂然과 感通 등의 범주로
표현될 수 있다. 중과 화의 관계는 중의 바탕 위에 화가 발용되는 방식을 말한다. 중이 사물
이 자체의 내부에서 혹은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대립하는 모순적 성질들을 통일시키
는 것이라면, 화는 이러한 성질들의 다양성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성의 통일과 다
양성의 통일은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이자 사회의 이상적인 목표인 것이다. 그러므로 중
화의 강령에는 인격체의 가장 완전한 中正의 덕성, 음악의 조화로운 變奏, 인간사회에서 正義
의 실현 등이 있다. 이들이 바로 致中和의 경지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적극적으
로 자연생태계에 기반한 사회적 구조를 필요로 하며 그 속에서의 삶이 인간이 자아실현을 하
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의 맥락에서 보면, 사물 사이의 대립, 긴장, 충돌은 모두 더 높은 단계에서 조
화를 이루는 방식이다. 사물의 본성이라는 것도 음과 양이 서로 대립하는 구조 속에서 서로
통일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사물에 내재하는 이러한 통일적 관계가 바로 사물의 법칙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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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양하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는 음과 양의 대립적 구조와 통일적 관계가 영속적으
로 다양한 단계들에서 드러난다. 사물들 사이의 다원적인 작용은 더 높은 단계에서 화해(和諧)
의 과정을 발휘한다. 전체와 개체는 모든 사물의 구체적인 발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관계이다. 특히 전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는 전체가 개체의 결합의 근본적인 조건인 반면에,
개체가 결합해야 더욱 높은 전체를 이룰 수 있으므로 그 양자는 서로 필수적인 관계를 형성한
다. 전체는 반드시 다원적인 개체화를 이끌어야 하며 다원적인 개체는 반드시 충돌과 화해의
과정을 거쳐서 충돌이 조화로 승화되고 조화가 새로운 전체를 형성하며, 새로운 전체는 새로
운 가치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며 그런 다음에 다원화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적극적으로 자연생태계에 기반한 사회적 구조를 필요로 하며 그 속에서의 삶
이 인간이 자아실현을 하는 과정인 것이다.
유가철학에서 인간의 역량과 사회의 발전은 삶의 총체적 지혜로서 중화의 道를 통해 실현된
다. 유가의 가치관과 방법론의 통일적 관계는 생명의 이치와 의의의 문제와 관련된 中和의 강
령과 원리이다. 중화의 道는 유가철학의 체계를 이해하는 一以貫之의 대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삶에서 내면적 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최고의 지혜이자 최상의 규범으로
서의 大綱領이 된다. 그것은 인간의 삶의 대상, 즉 주체와 객체, 주관과 객관, 자아와 타자,
인간과 세계, 사유와 존재, 존재와 가치 등과 같은 일정한 관계에 접근하는 원리이다. 그러므
로 중화의 도는 樂天知命을 생명정신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安身立命의 정신적 경지
나 인격의 이상을 지향한다. 天人合一이라는 인간 삶의 가치관과 방법론을 一以貫之하는 道
統의 원리가 中和의 道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한편으로 인격의 온전한 中和의 최고의 덕
성과 관련되며 다른 한편으로 인간관계의 합리적 中和의 人倫的 지혜를 실현하는 것과 관련
된다. 이는 자연현상의 통일적 질서와 그에 대한 인간생활의 실천적 경험으로부터 나온 일종
의 ‘창조성의 질서의식’인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삶에서 터득한 지식의 최상의 법칙이자 지혜
의 최고의 가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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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天人合一說과 儒家의 中和主義에 관한
논단 - 창조성의 질서의식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이상임(경희대)

김연재 교수님(이하 필자)의 논문 내용에 조응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논평자는 나름대로의 논문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전제로 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필자에게 드립니다.
첫째, 필자는 “동아시아학의 강령은 유가의 맥락에서는 天人合一의 이념, 天下의 대의명분,
中和主義의 정신에서 모색될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天人合一이라는 인간 삶의 가치관과
방법론을 一以貫之하는 道統의 원리가 中和의 道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天人合一’은 이념의 차원이고, ‘中和의 道’는 구현, 혹은 실천의 차원으로 잠정적으
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中和의 道’, 혹은 ‘中和主義의 정신’ 외에 ‘天人合一’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또 다른 개념이 가능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들 수 있겠습니까?
둘째, 필자는 ‘중화의 원리’를 중용과 역전에서 고찰하고 있는데, 미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양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째, 본문 <III. 중용의 致中和과 中庸의 원리>에서 필자는 ‘중용’ 혹은 ‘중화’를

설명하

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개념과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계량화
될 수 있는 절제의 中道 혹은 中庸(mean)의 덕의 의미와 다른 것이다. 그의 논점은 인간덕성
에 관한 극단주의적 태도, 즉 善하지(中) 않으면 바로 惡한(不中) 것이라는 입장에 기초한다.
그러나 유가의 중용 혹은 중화는 신축성을 지닌 일정한 정도의 유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필자가 중용에서의 ‘중용’ 혹은 ‘중화’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개념과의 비교를 너무
극대비시키지 않았나라고 논평자에게는 생각이 듭니다. 논평자가 보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역시 ‘계량화될 수 있는’ 개념이거나, 혹은 ‘善하지(中) 않으면 바로 惡한(不中) 것’이라
는 ‘극단주의적 구조’로만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곳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양적인 고려 외에 질적인 고려의 필요가 요청된다는 주장을 볼 수 있습니다. 필자의 보충 설
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36

펄 벅의 『대지』와 동아시아
- 1930년대의 담론 공간과 텍스트의 문화 이식
와타나베 나오키(일본 무사시대)
펄 사이든스트리커 벅 (Pearl Sydenstricker Buck, 1892-1973, 중국이름 '싸이전주,賽珍
珠)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나 선교사 부모를 따라 중국 전장시(镇江)에서 성장한
여성 소설가이다. 펄 벅이 미국 귀국 후 1931년에 쓴 소설 『대지』(The Good Earth)는 출판
과 동시에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십 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이듬해 퓰리처상을 수상했
다. 그 후 펄 벅은 계속 『아들들』(Sons, 1932), 『분열된 집』 (A House Divided 1935)과 같
은 차기작들을 출판하며 소위 『대지의 집』 3부작을 완성한다. 또한 중국 선교에 헌신한 부모
를 전기로 그린 『싸우는 천사들』 (The Fighting Angel, 1936)과 『어머니의 초상』 (The Exile
: Portrait of an American Mother, 1936)을 출판하여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 와중에 펄 벅은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을 낳고 6명의 고아를 양자로 거둔 것을 계기로 세계
최초의 국제 다인종 입양 중개 기관 Welcome House를 설립하고 펄 벅 재단을 통해 미국과
아시아의 혼혈 고아를 지원했다. 이런 활동으로 펄 벅은 보편적 휴머니즘과 모성애의 상징이
되고 그 존재 자체가 신화화되었다.1)
중국인 농부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다룬 소설 『대지』는 아시아인 농부의 삶을 묘사했지만
당시 서양의 비평계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서사를 그린 작품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가난을 벗
어나기 위한 집요한 노력과 굴욕, 간신히 손에 넣은 행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아이러니, 부모
와 자식의 잘못된 갈등 관계, 남녀 관계의 부조리, 사생활을 빼앗는 내전과 혼란, 역사의 큰
흐름 등 소설 『대지』는 중국인 농부나 동양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삶의 보편적인 경험으
로 받아 들여졌다. 또 소설 『대지』 속 등장 인물의 인생관은 운명론적이라기보다 개척적이다.
이는 저자인 펄 벅에게 익숙한 미국의 개척자 정신의 이야기가 배경에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
른다. 하지만 등장인물의 성격이 서구인에게도 친근성과 소통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점에
대해서는 펄 벅 본인도 "독자들이 주인공 왕룽(王龍)과 오란(阿蘭)이 중국인임을 잊어버릴 정
도였다"고 하며 등장인물 묘사의 완성도를 자부하고 있었다.2)
펄 벅의 『대지』에 나타난 펄 벅의 글쓰기 스타일은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인의 중국관과
동양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다분히 문학적 · 예술적 가치보다는 정치적 · 도덕
적 의미에 대해 내려진 평가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소설 『대지』에서 저자인 펄 벅은 서양인
들이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중국 농부를 보편적인 인간성의 인물로 그려냄으로써 서양인의
왜곡된 동양 인식-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한 것처럼 평가된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랬던 것일까.
『대지』에 나타난 펄 벅 작품의 서사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스토리와 컨텐츠 뿐만 아니라
서사 형식의 작동기제와 당대 담론 형성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 오노테라 다케시. 「해설」, 펄 벅 『대지』(4), 이와나미 문고, 오노테라 역, 1997, 399-400쪽. 일본에서
는 『사상의 과학』(1946-1996) 창간 동인이며 비교 사회학자로 내재적 발전론을 주장한 츠루미 카즈
코가 일찍 펄 벅의 전기를 집필하여 그녀가 평생 인종 편견에 대한 저항을 지속해 온 점을 높이 평가
한 바 있는 것도 매우 흥미롭다. (츠루미 카즈코, 『펄 벅』 ,이와나미 서점(신서), 1953.
2) 오노테라 다케시, 앞의 책, 385-386쪽、408-4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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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대지』 텍스트의 서사적 특성을 분석한 글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 그 가운데 일본학
자 요시하라 마리(1996)의 분석은 이 글의 취지와 부합된다. 요시하라에 따르면 소설 『대지』
텍스트의 특징은 민속지적인 측면과 가정 소설(domestic fiction)적인 측면의 두 가지를 지적
할 수 있다.3) 민속지적인 측면에서는 당대 중국 사회의 주거, 경제, 인간관계, 혼인, 상인과
거지, 뇌물 거래, 아편 중독 등 많은 세태가 『대지』에 나타난다. 비록 영어 독자에게 영어로
묘사되지만 『대지』의 텍스트는 서양 사회에 하나의 민속지로서 기능한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데 이는 민속지적인 장면이 서구의 독자들이 매우 공감을 일으킬 수 있
도록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펄 벅 작품이 그토록 친화성이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이 작
품은 3인칭 시점으로 서술되어 등장 인물의 주관이나 개성이 모두 배제되어 있으며 둘째, 수
많은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 시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거
의 없다. 셋째, 이 작품에서는 성경과 아동 문학과 같은 단문과 도치법 중심의 문체 스타일이
사용되어 우화적 요소가 많다. 요시하라는 펄 벅이 이와 같은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
은 펄 벅이 장기간에 걸쳐 중국 사회를 관찰함으로써 기독교 선교 정책이나 방법론에 대해 거
리를 둘 수 있어 인류학자들이 사용하는 참여적 관찰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가족 소설(domestic fiction)적인 요소 또한 중요하다. 이 소설은 가족 소설
의 관점을 도입하여 공적인 지배 계층의 역사와 다른 중국 근대화의 수많은 숨은 이야기를 그
려낸다. 펄 벅은 미국 여성 작가였지만 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을 자유롭고 활달하고 적극적인
여성으로 그리지 않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이야기는 중국인 농부 왕룽(王龍)을 비롯한
부자 삼대에 걸친 이야기로 두 번째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왕룽의 아내 오란(阿蘭)은 봉
건 중국 농촌에서 노예적 위치를 수용하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피억압 여성이다. 그러나 저자
는 남녀간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나타내는 은유로서의 「대지」 묘사와 중국 농촌의 참상과 농
부 삶의 우여곡절을 통해 격동의 중국 사회사를 재구축한다. 남성의 상징인 왕룽은 토지의 소
유와 개간을 통해 가족을 지키며 아이들을 기르고 여성의 상징인 우란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남성에게 팔리고 성적 만족의 도구로 전락해도 역시 농부의 아내로 씩씩하게 일한다. 그런 의
미에서 「대지」는 처녀지, 곧 어머니 대지인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 「대지」가 MGM (Metro Goldwyn Mayer)사에 의해 영화화되어 1937년에
개봉될 때 왕룽의 아내 오란을 그리는 방법이 역시 문제가 되었다. 이 영화는 조지 힐, 빅터
플레밍, 시드니 프랭클린 등 3명의 감독에 의해 만들어지고 중국 현지 로케도 감행하였다.
MGM사는 오란역을 루이제 라이너에게 의뢰했다. 루이제 라이너는 유태계 독일인 가문 출신
으로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펄 벅은 오란역으로 반드시 아시아계 배우
에게 맡길 계획이었지만, 결과는 계획과 달라 펄 벅은 영화에서의 오란이 소설과 전혀 달랐다
고 큰 불만을 품게 되었다. 소설에서 오란은 성적으로 담백하고 노동과 출산에만 전념하다가
나중에 젊은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긴다. 그러나 영화에서 오란은 왕룽의 성욕을 빠르게 끌어
당기는 매력있는 여성으로 그려지고 그 농염한 풍만함이 대지의 비옥함과 오버랩된다. 그 결
과 이 영화는 젊은 여자에게 미혹된 왕룽이 다시 오란에게 돌아온다는 서구적인 멜로드라마가
되었다. 결말도 소설에서는 3명의 아들이 아버지의 소원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팔고 다른 일을
시작하지만, 영화에서는 오란의 죽음을 슬퍼하는 왕룽의 모습으로 끝났다. 원작자인 펄 벅은
3) 요시하라 마리(吉原真里), "오리엔탈리즘의 수정·가족성의 재구축–펄 벅「대지』의 권위주의와 젠더」,
「미국학」 30, 일본미국학회, 1996, 139-151쪽.

38

영화의 이러한 구성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영화를 자신의 소설에 대한 또 하
나의 독법으로 받아 들였다.4)
펄 벅의 소설 『대지』가 영화화된 이 시기에 존 스타인벡의 소설 『분노의 포도』 역시 1939
년에 영화화되고 이듬해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존 스타인벡도 훗날 196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분노의 포도』는 오클라호마의 농민들이 자연 재해와 대규모 농업의 확대로 토지를
쫓겨나 유랑하게 되는 비애를 그리고 있다. 미국 농업 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되는 이 작품이
영화화 되는 시기에 선교사의 딸 펄 벅이 그린 중국 농부 부자 삼대의 이야기가 출판되는 것
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펄 벅의 소설 『대지』는 미국 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할리우드 영화로 만들어졌지만, 같은
미국 사회에서도 중국계와 한국계 미국인 평론가들에게는 매우 혹평을 받았다. 한마디로 『대
지』의 내용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시 중국 사회에서 집주인이 하인을 섹
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등은 있을 수 없었고, 등장 인물의 대부분은 전형적인 중국인이 아
니라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펄 벅은 단지 지식인 계급의 시각에서 본 비판일 뿐
이며 자신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오로지 그리려고 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5) 펄 벅의 생전
에 중국에서 그녀의 작품이 좋게 평가된 적은 거의 없었다. 소설 『대지』도 1933년에 후종치
(胡仲持)에 의해 번역되고 상하이 하이밍(海明)서점에서 간행되었다. 그러나 소설 『대지』는 국
민당의 정치적 부패를 강하게 비판하여 국민당에게 외면 받고 작품에 그려진 농민이 현실의
고통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혁명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공산당에서도 경원시 되었다.6) 가족사
연대기 소설이라는 관점에서 말하면, 소설 『대지』는 1931에 출판된 바진(巴金)의 『집』 과 비
교할 수 있다. 그러나 펄 벅의 작품이 바진의 작품보다 더욱 농민과 하층민을 철저히 묘사하
고 있다.
펄 벅의 이름은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에서 그녀와 교류하며 많은 에세이와 소설을 영어로
쓴 린위탕 (Lin Yutang, 1895-1976, 한국이름 임어당, 林語堂)의 이름과 함께 기억된다.
1933년 상하이에서 린위탕은 펄 벅과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이자 펄 벅의 저서를 출판한 John
Day 출판사 사장 리차드 월시 (Richard Walsh, 1891-1960)를 만난다. 린위탕은 그 후 1935
년에 같은 출판사에서 『우리나라 우리 인민 '(My Country and My People)』을 출판하고 중
국인 영어 작가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린위탕은 1936년 도미 후 1937년에는 2번째 책 『생활
의 발견 (The Importance of Living)』을 출판하고 그 책은 베스트 셀러가 된다. 1939년에는
두 번째 베스트셀러 『북경의 날(Moment in Peking : A Novel of Contemporary Chinese
Life)』을 출판하고 명사가 되었다.7) 아시아인으로서 미국에서 영어 작가 평론 활동을 수행한
린위탕의 명성은 그의 고국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그 식민지였던 한국에도 전해져 그의 작
품이 일본어와 한국어로 번역되었다.8)

4) 피터 콘, 마루타 외 역, 『펄 벅-이 땅의 차별철폐를 위해』, 상권, 성운사, 363-374쪽
5) 피터 콘, 같은 책, 250-251쪽
6) 와타나베 유코, 「펄 벅의 중국 전도론 - 현대 중국 기독교 선교 사업의 자기 성찰", 『중국 21』 28
호, 아이치대학현대중국학회, 2007년 12월, 80-81쪽 및 93쪽 각주8. 와타나베의 논문에 따르면 중국
에서도 1980년대 후반에 『대지』의 개역이 간행된 이후 속속 다른 작품이 번역된다. 작가인 펄 벅에
관한 연구서도 여러 권 발표되었다고 한다. 펄 벅에 대한 평가는 동서 교류와 이해, 중국 문화 소개
자로서뿐 아니라 미국의 중국 선교 문제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던 선구적인 업적을 평가하는 것이 많
은 듯하다. 와타나베 유코, 같은 논문, 80-81쪽.
7) 판리야(範麗雅), 「펄 벅 부부와 도미 후의 린위탕」',『아시아 문화 연구』7, 도쿄대학대학원종합문화연구
과 · 교양학부아시아문화연구회, 2010, 82-83쪽.
8) 박진영 (하타노 세츠코 역), 「가족사의 동아시아적 상상과 번역 – 펄 벅과 린위탕 소설의 한국어 번역

39

펄 벅의 『대지』는 영어 책이 출판되자마자 바로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첫 번째 번역은 니
니타루(新居格)가 다이이치쇼오보오(第一書房)에서 펄 벅의 3부작, 『대지』(1935), 『아들들』(
1936), 『분열된 집』 (1936)을 연달아 출간하고 이를 ‘펄 벅 선집’이라 이름하였다. 니니타루의
번역은 개역되어 다시 쿄오와출판사(共和出版社, 1949-1950)과 미카사 서점 (三笠書房
1952-53), 신초 문고 (新潮文庫, 1954-54)에서도 출간되었다. 또한 니니타루의 번역이 영문
학자의 나카노 요시오(中野好夫) 의해 개역되어 역시 신쵸문고(1967~ 68)에서 출간된 이후 여
러 버전이 간행된 최근에도 오노데타 타케시(中野好夫)의 번역판이 이와나미문고에서 4권 책
으로 간행되었다 (1997). 또한 니니타루의 번역이 간행되던 1930년대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서도 한국어 번역이 시도되었다. 심훈(沈熏, 1902-36, 36년 번역)과 노자영(盧子泳,
1898-1940, 40년 번역), 김성칠(金聖七, 1913-51,40년 번역)의 한국어 번역은 일본어 번역의
재역이었다 한다.9)
흥미로운 것은 당시 한국의 프롤레타리아 문학 비평가였던 임화(林和,1903-53?)의 소설
『대지』에 대한 작품 평이다. 林和는 평론 「『대지』의 세계성 - 노벨상 작가 펄 벅에 대해」
(1938년 11월)에서 이 작품이 기본적으로 19세기적 서구 소설의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농촌과 중국인의 비애를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적인 운명의 전형성을 파악하고 제
대로 평가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동양의 지식인들이 서양의 문물을 동경하고 있을 때, 서양인
이 이 작품을 통해 아직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동양인의 모습을 재발견하여 서술했다고 평가
하고 있다. 문학 평론가로서의 임화는 문학 작품에서 농업문학의 중요성을 계속 주장하면서 "
흙의 문학'이나 ′생산 문학′을 강조하고 도시의 소비 중심 문화를 극복하고자 한다. (「일본 농
민 문학의 동향」(1940년 1월), '생활의 발견'(1940 년 1월), '생산문학론 "(1940년 4월), 「농촌
과 문화」(1941년 4월) 등). 한 때 농촌의 봉건성을 극복하고자 임화는 문학비평가로서 농업문
학

의 중요성을 제창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프롤레타리아 문학 비평가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이 진행되면서 농촌을 휴머니즘의 재생 장소로 재인식하게 되고 농촌이 작가와 문학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게 되었다. 논란이 여기까지 미치면, 펄 벅의 『대지』가 당시의 농민 문학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를 탐구할 필요에 봉착한다. 그러나 그 작업은 다음 논문으로 기약하기
로 한다.

경위」, 조선학보」239집, 『조선학회』, 2016년 4월, 16-21쪽. 박진영에 따르면, 식민지 조선의 종합 잡
지 「삼천리」 1940년 6월호는 중국 작가 특집을 내고, 소설가 박태원이 린위탕의 『북경의 날』의 서두
를 초역한다. 박진영의 글에 따르면, 이것은 영어 원문이 아닌 일본어 번역본에서의 재번역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번역을 계기로 같은 시기에 식민지 한국의 작가와 비평가들에 의해 린위탕의 동정이 비
교적 자세히 알려졌다. (배호, 「린위탕론」 ,『인문 평론』, 1940년 1월, 한설야, 「새로운 중국 문학의
인상 : 린위탕의 『북경의 날』 등」, 『매일신보』, 1940년 7월 8일-11일 등).
9) 박진영, 같은 책, 1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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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nsculturation of Pearl S. Buck’s The Good Earth
in the 1930’s East Asia
Naoki Watanabe (Musashi University)
Pearl Sydenstricker Buck(1892-1973, also known as her Chinese name Sai
Zhenzhu 賽珍珠) was an American writer, born in West Virginia, and grew up in
Zhengjiang, China with her parents as a daughter of missionaries. After she went
back to US, she published the fiction The Good Earth in 1931. This literary work
became bestseller book immediately, was translated in so many foreign countries,
and won the Pulitzer Prize in 1932. After that, she published next fictions such as
Sons(1932) and A House Divided(1935), and completed so-called trilogy works as
The House of Earth, also published the biography of her parents such as The
Fighting Angel(1936) and The Exile: Portrait of an American Mother(1936) in which
her parents got deeply engaged in missionary work in China, and she was awarded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these biographies in 1938. Meanwhile, she got her
daughter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dopted 6 orphans and founded Welcome
House Inc., the first international interracial adoption agency, and supported
half-blooded orphans between America and Asia through Pearl Buck Foundation.
For these activities, she became the symbol of universal humanism and maternal
affection, and her existence sometimes got even mythicized.
Her fiction, the Good Earth dealt with the stormy life of Chinese farmers and
was accepted as a universal fiction by western criticism although it depicted asian
farmer’s life. Many efforts and humiliations to overcome poverty, the irony of
destroying

his

own

precious

happiness,

conflicting

parent-child

relationship,

absurdity of male-female relationship, and huge stream of history intervening
personal life could be accepted and interpreted not only as Chinese farmer’s life
but also as universal experiences in the human life. The life philosophy of
characters in her fiction was depicted not to be fatalistic but to be aggressive.
This point could be derived from her familiar American story and narrative of
frontier spirits. As for familiarity of characters to Western society in her fiction,
Pearl Buck herself also felt pride in the completeness of her depicting and said
that the Western readers of her fictions seemed to forget that Wang Lung and
O-Lan were Chinese.
Pearl Buck’s the Good Earth has hugely influenced to the American view of
China and Asian society with many impacts of her text style until mid-20 century.
However, it could be possible to say that this evaluation to her fictions could be
not for literary and artistic aspects but for political and social significance. That
is, in this fiction, the Good Earth, the author Pearl Buck was evaluated that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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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came a sort of orientalism and western distorted image to Asian people and
society by depicting Chinese farmers as a universal figure which western people
imaged ‘uncivilized.’ But was it true? -- In order to evaluate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her fiction, we have to explore about not only the story and the
content of her text, but also the dynamics of narrative form in her works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discursive formation at that time.
There are not so many researches which explored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text of this Pearl Buck’s the Good Earth. Japanese scholar Mari Yoshihara’s
analysis could be relevant with my argument today. According to Yoshihara’s
argument, we can find two points as the characteristics of this literary work such
as ethnography and domestic fiction.

As for ethnographic aspect, there appeared

so many scenes in Chinese society at that time such as house, economy, human
relationship,

marriage,

merchants

and

beggars,

acceptance

of

bribes,

opiate

addicts. Through depicting these scenes in English language and making them in
front of western readers, the text of the Good Earth could function as ethnography
to western

society.

What is important is that we can point out the first

characteristics of this text in terms of these scenes were depicted in a way that
western people could feel sympathy. We can explain 3 points as reasons why her
text could be accepted so closely. Firstly, this fiction was written in the 3rd person
and erased all traces of subjectivity and specificity. Secondly, although there were
so many backgrounds of historical incidents, we can hardly find the specific
description relating to time, space, and era. Thirdly, by using literary style with
short sentence and anastrophe like the Bible and children’s literature, there are so
many allegorical aspects in this text. As for the reason why Pearl Buck adopted
such style, Yoshihara also explained that Pearl Buck was in a position of
researching Chinese society for a long time, and could adopt a way of participant
observation

which

anthropologist

usually

used

with

putting

distance

against

missionary methodology and policies.
The characteristic of this literary work as domestic fiction is also important for
us here. Adopting domestic point of view, this fiction made many stories of
modernization and history of China which were different from the history of the
official sphere and dominance hierarchy. But Pearl Buck, as an American female
writer, did not adopt active and aggressive heroine in this fiction. As everybody
knows, this fiction is related to the life of 3 generations of Chinese farmers, and
heroine O-Lan is oppressed woman who accepted her position as slavery in
feudalistic

Chinese

village.

However,

the

author

constructed

the

history

of

tumultuous Chinese society with depicting miserable state of Chinese village and
twists and turns of Chinese farmers, and with describing the Earth as a metaphor
of gender and sexuality of man and woman. Wang Lung, as a symbol of man,
protected family and grew his sons with his wife through land reclamation. O-Lan,
as a symbol of woman, who was bought by man like land and accepted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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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as instrument of reproduction worked so hard as Wang Lung’s wife. In
this sense, ‘the Earth’ was a metaphor of virgin land and the mother earth.
Therefore, when this fiction was made into a film by Metro Goldwyn Mayer
company(MGM) and premiered in 1937, it was so important how to depict Wang
Lung’s wife, O-Lan. This film, the Good Earth was directed by three directors such
as Sidney Franklin, Victor Fleming and Gustav Machaty and was partly shot on
location in China. And then, MGM company offered Luise Rainer the role of O-lan.
Luise Rainer was an actress born in Jewish German family and won the Academy
awards of Best Actress for this film. Although Pearl Buck had a plan that the role
of O-Lan should have been offered to some Asian actress, the result was not only
that the plan was not actualized but also that she got a specific complaint that the
depiction of O-Lan in this film was so different from that of her original fiction. In
the fiction, O-Lan had a low sex drive, was just engaged in labor and childbirth,
and was deprived of her husband by some young woman. However, in the film,
O-Lan was depicted as a glamorous woman who attracted Wang Lung sexually,
and the beauty and the glamorousness was overlapped with the fertility of the
land. As a result, this film was made as a Western melodrama in which Wang
Lung once had an affair with another young woman but eventually returned back
to O-Lan. In the ending, although 3 sons sold the land and began another job in
spite of their father’s wish in the original fiction, the story of the film was finished
in the scene that Wang Lung got disconsolate about the death of O-Lan. Pearl
Buck had a huge complaint about this content of the film. However, she eventually
accepted the film content as a result of another reading of her text.
In the same period when Pearl Buck’s the Good Earth was made in to a film,
John Steinbeck’s fiction The Grapes of Wrash was also made into a film in 1939
and won the Pulitzer Prize in the next year. Later, he also w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his literary works in 1962. In this fiction, Steinbeck depicted
Oklahoma farmers’ sorrow in which they were expelled from their home and land
because of the natural disaster and the expansion of large-scale farming. It would
not be coincidence that missionary daughter Pearl Buck described and published
the story of 3 generations of Chinese farmers in the same period that Steinbeck’s
literary work was evaluated as a representative literary work of American agrarian
literature and made into a film.
Pearl Buck’s fiction the Good Earth was evaluated like this in the American
society and made into a Hollywood film at that time. However, even in the same
American society, Chinese and Korean American intellectuals criticized this fiction
severely. In a word, they criticized the content of this fiction was not true and
realistic so that it would be impossible that landowner made use of slavery for the
purpose of sex-related work and many characters were not typical Chinese people.
Pearl Buck argued against these opinions and emphasized that their opinions were
just intellectual point of view and she tried to depict the oppress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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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ina, Pearl Buck’s works were not evaluated so well when she was alive. Her
fiction the Good Earth was also translated into Chinese by Hu Zhongchi(胡仲持) and
published by Haiming shudian(海明書店) bookstore in Shanghai in 1933. However,
KMT disfavored it because the fiction criticized its political corruption, and KCT
put a distance from this fiction because farmers in this literary work just endured
a hard struggle and were not revolutionary.

As a family chronicle fiction, we can

compare Pearl Buck’s the Good Earth with Ba Jin(巴金)’s the Family (家) published
in 1931. But the assessment to Pearl Buck’s work seems to get more severe than
that to Ba Jin’s work because it dealt with poor farmers and oppressed people.
However, at that time in China, we can say that the name of Pearl Buck was
remembered with the name of Lin Yutang(林語堂, 1895-1976) who went to US and
wrote many fictions and essays in the journal through interaction with Pearl Buck.
Lin Yutang met Pearl Buck and her second husband, Richard Walsh(1891-1960)
who was the chief editor of John Day publishing company in Shanghai in 1933.
After that, Lin published his essays, My Country and My People from this company
in 1935, and was highly evaluated as a English writing Chinese intellectual. After
he went to US in 1936, he published his second book, The Importance of Living in
1937 and became famous for his next best-seller publication of Moment in Peking:
A Novel of Contemporary Chinese Life in 1939.

As an Asian intellectual, he wrote

so many essays in US and became famous not only in China but also in Japan and
colonial Korea. His essays were also translated into Japanese and Korean at that
time.
Pearl Buck’s the Good Earth was also translated into Japanese as soon as the
English version was published. First translation is published from Dai’ichi Shobō(第
一書房) in 1935, which was translated by Nii Itaru(新居格). Dai’ichi Shobō published
all of her trilogy literary works, the Good Earth(大地, 1935), Sons(息子たち, 1936), A
Divided

House(分裂せる家,

1936),

and

named

these

translations

‘Pearl

Buck’s

Selected Works(パアル・バック代表選集).’ Nii Itaru’s translation was also revised and
published from Kyōwa Shuppansha(共和出版社, 1949-50), Mikasa Shobō(三笠書房,
1952-53) and Shinchō Bunko(新潮文庫, 1954-55). After Nakano Yoshio(中野好夫)
revised

Nii

Itaru’s

translation

and

published

from

Shinchō

Bunko(新潮文庫,

1967-68), so many translators translated and published their version, and recently,
Onodeta Takeshi(小野寺健)’s translation was published in 4 volumes from Iwanami
Bunko(岩波文庫, 1997). At the time when Nii Itaru’s translation was published in
1930s, some of Korean translators translated and published this fiction in Colonial
Korea. Almost of all Korean translations by Shim Hun(沈熏, 1902-36, tr.1936), No
Ja-yŏng(盧子泳, 1898-1940, tr.1940) and Kim Sŏngchil(金聖七, 1913-51, tr.1940) were
said to be re-translated from Japanese translation.
Interestingly, Korean proletarian literary critic Im Hwa(林和, 1903-53?) also made
some comments on Pearl Buck’s the Good Earth in 1938. He evaluated in his
critical essay, ‘Universality of the Good Earth: on Nobel Prize writer 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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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Daeji e Saegyesŏng: Nobelsang Jakka Pal Baek e daehaesŏ)’ that this literary
work recognized properly the typicality of fatality in world history in spite of that
this work basically took the mode of 19c’s western fiction and just dealt with
Chinese farmers’ sorrow in Chinese rural village. He also assessed that one
Western writer discovered and depicted typical Asians’ figure through this work
when Asian intellectuals were engaged in researching Western civilization. However,
although literary critic Im Hwa continu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grarian
literature, he got to emphasize ‘literature of land(土の文学)’ and ‘literature for
production(生産文学)’ and its importance to overcome consumption city culture. (On
the trend of Agrarian Literature in Japan(1940.1, Ilbon Nongmin Munhak e
Donghyang), Discovering Life(1940.1, Seanghwal e Palgyŏn), On the Literature for
Production(1940.4, Saengsan Munhak ron), On Rural Village and Culture(1941.4,
Nongchon kwa Munhwa) etc.) Once, Im hwa, as a proletarian literary critic,
emphasized the agrarian literature in order to overcome feudality in rural village.
But he got to emphasize that rural villages were important for literature and
writers to overcome consumption city culture for rebirth of humanity with the
expansion of Asian-Pacific War. Here, we have to explore again the role and the
importance of agrarian literature in which Pearl Buck was also definitely engaged. I
have to save this argument for anoth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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パール・バック『大地』と東アジア
――1930年代の言説空間とテキストの文化移植
渡辺直紀（武蔵大）

パール・Ｓ・バック（Pearl Sydenstricker Buck, 1892-1973）はアメリカの女性小説家で
ある。宣教師の両親とともに中国で育ち、アメリカ帰国後の1931年に小説「大地」（The

Good

Earth）を出版するとたちまちベストセラーとなり、21か月の間、売り上げ上位を記録し、また
数十か国で翻訳されて、翌年のピューリッツァー賞を受賞した。その後、続作の「息子たち」
（Sons, 1932）、「分裂せる家」（A House Divided, 1935）とともに三部作『大地の家』を完
成、中国布教に専心した両親を伝記として描き（『戦う天使』（The Fighting Angel）、『母の
肖像』（The Exile: Portrait of an American Mother）、ともに1936）、1938年にノーベル
文学賞を受賞した。また彼女は、自らも知的障害のある娘を持ち、６人の孤児を養子として引き
取ったことを契機に、養子仲介機関のWelcome Houseを作ったり、あるいはパールバック財団
を通してアメリカとアジアの混血孤児に対して支援するなど、第二次大戦後も、作家としてのみ
ならず、普遍的ヒューマニズムと母性愛の象徴として、その存在が神話化された。
中国人農夫の波瀾に富んだ生涯を扱った小説「大地」は、当時の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ほか、英
米の知識界でも、それが「東洋の物語」に感じられないほど、自分たちの物語として受け入れられ
ると評価された。貧困から逃れるための努力や屈辱、ようやく手に入れた幸福をみずから壊すア
イロニー、男女関係の不条理、うまくいかない親子関係、私生活を翻弄する、内戦や混乱など歴
史の大きな流れなどは、単に中国人農夫や東洋人だけでなく、人間の生涯における普遍的な経験
として受け入れられるというものである。登場人物の人生観が、運命論的でなく、自ら開拓して
いこうという積極性に支えられた肯定的なものになっているのは、著者であるパール・バックが
平素から慣れ親しんだ、アメリカの開拓者精神に裏打ちされた物語が背景にあったかもしれな
い。だが、作品における人間描写に親近性や疎通性があると評価された点については、パール・
バック本人も、「読者は、登場人物の王龍や阿蘭が中国人であることを忘れてしまったようだ」
と、みずからが描いた登場人物の造形の完成度を自負していたようである（1949年版『大地』序
文）。
パール・バックの「大地」は、テキストが持つこのような感化力をもって、20世紀半ばまでのア
メリカ人の中国観や東洋観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だが、それは多分に文学的・芸術的な価値よ
りも、政治的・道徳的な意義に対して下された評価であったといえる。つまり、小説「大地」にお
いて、作者であるパール・バックは、西洋人が「未開」と考えていたものに、「普遍」的な魂を吹き
込むことで、西洋人の歪んだ東洋認識――オリエンタリズムを克服したかのように評価されたの
である。しかし、本当にそうだったのだろうか。「大地」のテキストが持つ、そのような疎通力を
評価するためは、その叙述内容だけでなく、叙述形式や言説形成の力に対する分析が伴うべきで
あろう。
小説「大地」のテキストの特徴に対する分析はさほど多くないが、日本の吉原真理（1996）の
分析はなかなか興味深い。吉原によると、小説「大地」のテキスト上の特徴として、民族誌的な側
面と、家庭小説（domestic fiction）的な側面の２つが指摘できるという。前者の民族誌的な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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格について、作品には、住居、経済、人間の上下関係、婚姻、商人や乞食、賄賂のやりとり、ア
ヘン中毒者などの世相から、家族構造やジェンダー観まで、当時の中国社会の諸相を示す数多く
の描写が登場する。これらが英語という言語で表現され、西洋の読者に提示されることで、テキ
スト全体は民族誌としての機能を果たすが、重要なのは、それらが西欧の読者に共感を呼ぶ形で
展開していくところに、小説「大地」のテキストとしての第一の特徴が指摘できるのである。その
ように受け取られる理由として、この作品は第一に、三人称で書かれ、あらゆる主観性や主体性
が消去されており、また第二に、数多くの歴史的事件が背景になっているのに、場所や時間、年
代などに関する具体的な記述がほとんどなく、第三に、倒置法を多く用いた短文で、聖書や児童
文学に似たスタイルを取ることによって、作品全体に寓話的な要素が多分に取り入れられている
ことがあげられる。パール・バックがこのようなスタイルを取ることができた理由として、吉原
は、彼女が宣教師夫婦の娘として、長期にわたって、当時の中国現地の事情を取材できる立場に
ありながら、キリスト教布教の方針や政策について距離を置き、一種、人類学の観察者的な思考
をも持ち備えていたことを指摘している。
また、後者の家庭小説（domestic fiction）的な要素が、この小説「大地」のテキストにおいて
持つ役割も重要である。ジェンダーや家族、家庭性（domesticity）を視点に、公的領域や支配
階層の男性的な歴史と異なる、中国の近代化の歴史や物語を、この小説のテキストは構築する。
アメリカ人ではあるが女性作家であるパール・バックは、しかし、この物語の主人公に、自由闊
達で積極的な女性を置くことはしない。よく知られているように、この物語は、中国人農夫・王
龍をはじめとする父子三代にわたる物語で、第二の主人公ともいえる王龍の妻・阿蘭は、封建的
な中国農村で、典型的に奴隷的な位置に甘んじた、いわゆる虐げられた女性である。しかし、作
者は、中国農村の惨状や農夫たちの人生の紆余曲折を描きながら、男性と女性の双方のジェン
ダーやセクシャリティを示すメタファーとして「大地」を描くことで、激動の中国社会史を構築す
る。男性の象徴である王龍は、土地の所有と開墾を通じて、家族を守り子供を育て、女性の象徴
である阿蘭は、土地と同様に男性に買われ、生殖の道具に甘んじるにもかかわらず、やはり農夫
の妻としてたくましく働き子供を育てる。そのような意味で「大地」はヴァージンランド、母なる
大地なのである。
だから、この小説「大地」がＭＧＭ（Metro Goldwyn Mayer）社によって映画化されて1937年
に封切られたとき、やはり問題になったのは、王龍の妻・阿蘭の描き方であった。ジョージ・ヒ
ル、ヴィクター・フレミング、シドニー・フランクリンなど３人の監督のもと、長大な中国ロケ
も敢行したこの映画で、阿蘭役はユダヤ系ドイツ人の家系出身のルイーゼ・ライナーがつとめ、
彼女はアカデミー賞で演技部門賞を受賞した。原作者のパール・バックもこの阿蘭役には中国系
かアジア系の女優の起用を望んでいたが、それが果たせなかったばかりか、この阿蘭の描き方
が、映画と小説とではかなり異なっていたところにかなり不満を抱いていたようである。小説
で、性的に淡白で、労働と出産だけに励み、のちに若い女に夫を奪われる阿蘭は、映画では、王
龍の性欲をすばやく惹きつけるグラマーな女性として描かれ、その美しさが大地の肥沃さとオー
バーラップして強調され、一度は若い女に寝返る王龍が、ふたたび阿蘭のもとに戻るという、西
洋的な恋愛ドラマとなっている。結末も、小説では３人の息子が、父の願いもむなしく、土地を
売って他の仕事を始めるが、映画では阿蘭の死と、それを悲嘆する王龍の姿を描くことで終わっ
ている。原作者のパール・バックは、映画版のこのような構成に大きな不満を持っていたが、結
局は、自分の小説のひとつの読み方の結果であるとして受け入れた。
パール・バックの小説「大地」が映画化されたこの時期には、やはり、オクラホマの農民たち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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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災害や大規模農業の普及のため土地を追われて流民化する悲哀を描いた、Ｊ・スタインベッ
ク（1902-1968）の小説「怒りの葡萄」（The

Grapes

of

Wrash,

1939）が、翌1940年に

ピューリッツァー賞を受賞して映画化されることなどもあった（原作者のスタインベックは、こ
の作品なども評価されることで、のちの1962年にノーベル文学賞を受賞している）。アメリカ開
拓文学の代表作で農民の叙事詩とも言われた作品が発表され映画化されたのと同じ時期に、宣教
師の娘・パール・バックが描いた中国の農夫親子三代の物語が、同じ言説空間に流通し消費され
ていたのは、決して偶然ではないだろう。
パール・バックの小説「大地」は、アメリカ社会にこのように読まれて評価され、またハリウッ
ド映画として作りかえられたが、同じアメリカ社会の中でも、中国系や韓国系のアメリカ人書評
家たちの評判はさほどよくないものだったようである。それはつまるところ現実的ではないとい
うもので、地主が奴隷をセックス目的で利用することなどあり得ないし、そのような意味で、登
場人物の多くは典型的な中国人や東洋人でない、という主張だった。それに対してパール・バッ
クは、それは知識人階級の見方で、自分は虐げられた人々をひたすら描こうとしただけだと一蹴
している。この小説の描写対象となった中国では、バックの存命中に彼女の作品が評価されるこ
とはほとんどなかった。小説「大地」も1933年に胡仲持の翻訳で上海海明書店から刊行された
が、国民党からは、その腐敗を厳しく批判したために疎んじられ、共産党からも、作品に描かれ
た農民が、現実の苦悩に耐えるばかりで革命的でないという理由で遠ざけられた。家族史年代記
小説という観点からいえば、小説「大地」は、同じ五四運動期の前後をあつかった巴金
（1904-2005）の長篇『家』（1931）と同じ時空間で、中国語にも翻訳されて読まれていたこと
になるが、同じ家族史小説でも、主題が農民や被抑圧者を描いたものとなると、その扱いはなか
なか手厳しいものになったようである。
だが、当時の中国においてパール・バックの名は、彼女との交流を通じて渡米し、アメリカで
英語で文筆活動を行なった林語堂（Lin Yutang, 1895-1976）の名とともに記憶されていたと
もいえる。1933年10月ごろに上海でパール・バックや、彼女の著書を出したJohn Day出版社の
リチャード・ウォルシュ（Richard Walsh, 1891-1960）と出会った林は、1935年に同じ出版
社から『わが国、わが人民』（My Country and My People）を出して高い評価を受け、1936年
8月に渡米後、1937年には２冊目のベストセラー『生活の発見』（The Importance of Living）
を上梓、1939年にはベストセラー『北京好日』（京華煙雲、Moment in Peking: A Novel of
Contemporary Chinese Life）を出すことで名声を得た。アジア人としてアメリカで英語で作
家・評論活動を行なう林語堂の評判は、彼の故国の中国だけでなく、日本やその植民地であった
朝鮮にも伝えられ、彼の作品が日本語や朝鮮語に訳された。
パール・バックの「大地」は、当時、いち早く日本語に翻訳された。最初の翻訳は新居格が第一
書房から出したもので、三部作を「大地」（1935）、「息子たち」（1936）、「分裂せる家」（193
6）と立て続けに刊行し、1937年にはこれを「パアル・バック代表選集」とネーミングしている。
新居格による第一書房版は、その後、共和出版社（1949-50）や三笠書房（1952-53）、新潮文
庫（1954-54）でも刊行された。また、新居訳が英文学者の中野好夫によって改訳されたもの
が、やはり新潮文庫（1967～68）から出て以降、いくつかのバージョンが刊行され、最近でも、
小野寺健訳が岩波文庫から４冊本で刊行された（1997）。また、新居格の翻訳が刊行された当
時、日本の植民地であった朝鮮でも、朝鮮語訳が試みられた。沈熏（1902-36）や盧子泳
（1898-1940）、金聖七（1913-51）など、当時の作家や詩人らによって行なわれたこれらの朝
鮮語訳は、日本語訳からの重訳であった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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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時の植民地朝鮮における、小説／映画「大地」に対する反応として興味深いのが、プロレタリ
ア文学の評論家であった林和（1903-53?）の作品評である。林和は評論「「大地」の世界性――
ノーベル賞作家パール・バックについて」（1938年11月）において、この作品が基本的に19世紀
的な西欧小説の様式を取っており、中国の農村と中国人の悲哀を描い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世
界史的な運命の典型性を捉えていると評価して、自分たち東洋の文化人が、西洋の文物に向かっ
ているときに、いまだ自覚していない東洋人の姿を、西洋人がこの作品を通じて描き、再発見し
たと評価している。だが、文芸評論家としての林和は、その後、文学作品における農村の形象化
を主張し続けながらも、「土の文学」や「生産文学」に触れ、消費中心の都市文化を克服するものと
して、農村を描くことの重要性を主張するようになる（「日本農民文学の動向」（1940年1月）、
「生活の発見」（1940年1月）、「生産小説論」（1940年4月）、「農村と文化」（1941年4月）な
ど）。農民文学の重要性を提唱したかつてのプロレタリア文学の評論家は、戦争が進行していく
につれて、農村を、封建的な遺制が残る、打倒・克服すべき空間ではなく、消費中心の都市文化
を克服する、再生の場としての価値を強調するようになった。議論がここまで及ぶと、パール・
バックが「大地」で描いた作品世界の影響圏や、当時の農民文学がその時代の言説形成に果たした
役割が、はたしてどのようなものだったのか、あらためて問い直す必要性を感じる。――その作
業は、他日を期さなければならない。
小野寺健「解説」、パール・バック（小野寺訳）『大地』（4）、岩波書店（文庫）、1997、399-400頁。
日本では、『思想の科学』（1946-1996）の創刊同人で、比較社会学者として内発的発展論を論じた鶴
見和子が、いちはやくパール・バックの伝記を執筆し、彼女が生涯をかけて人種的偏見に抵抗した姿勢
を高く評価したことも興味深い（鶴見和子『パール・バック』岩波書店（新書）、1953）。
小野寺健、前掲文、385-386、408-409頁。
吉原真里「オリエンタリズムの修正・家庭性の再構築――パール・バックの『大地』における権威とジェ
ンダー」、『アメリカ研究』30、Japanese Association for American Studies, 1996、139-151頁。
ピーター・コン（丸田ほか訳）『パール・バック伝――この大地から差別をなくすために』、上、星雲社
、363-374頁。
ピーター・コン、前掲書、250-251頁。
渡辺祐子「パール・バックの中国伝道論――近代中国におけるキリスト教伝道事業の自己省察」、『中国2
1』28号、愛知大学現代中国学会、2007年12月、80-81頁および93頁脚注８。渡辺論文によれば、中国で
も1980年代後半に「大地」の改訳が刊行されて以降、続々と他の作品が翻訳され、作家であるパール・
バックに関する研究書もいくつか出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そこでの評価は、東西交流や理解、中国文
化の紹介者であったことや、アメリカの中国伝道の問題点をいちはやく指摘した先駆者としての業績を
評価するものが多いようである。渡辺祐子、前掲論文、80-81頁。
範麗雅「パール・バック夫妻と渡米後の林語堂」、『アジア文化研究』7、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
科・教養学部アジア地域文化研究会、2010、82-83頁。
朴珍英（波田野節子訳）「家族史の東アジア的想像と翻訳――パール・バックと林語堂の小説の韓国語へ
の翻訳経緯」、『朝鮮学報』239輯、朝鮮学会、2016年4月、16-21頁。朴珍英によると、植民地朝鮮の
総合誌『三千里』1940年6月号は中国作家特集を組み、そこで小説家の朴泰遠が林語堂の「北京好日」
の冒頭を抄訳している。朴論文によると、これは英語原文からではなく、日本語訳からの重訳だったと
いうが、このような翻訳を契機に、同じ時期に植民地朝鮮の作家や評論家らによって、林語堂の動静が
比較的詳しく伝えられた（裴澔「林語堂論」『人文評論』1940年1月、韓雪野「新支那文学의印象:林語
堂의『北京의날』其他」『毎日新報』1940年7月8日-11日、など）。
朴珍英、前掲論文、10-1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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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nsculturation of Pearl S. Buck’s The Good Earth
in the 1930’s East Asia｣에 대한 토론
김선자(연세대)

와타나베 나오키 선생님의 글을 매우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제가 펄 시던스트라이커(펄
벅)나 대지를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지만, 선
생님의 글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대지 3부작을 다시 한 번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토론자 역시 중국의 ‘1930년대’라는 시공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에,
선생님의 글을 읽으며 그 시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펄 시던스트라이커의
성장 과정과 시대적 배경, 작품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선생님의 글과 연관 지어 두어 가지 질
문을 드릴까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논문의 도입부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대지』 속 등장인물의 인생관이 운명론적이라기보다 개척적”인 이유가 “펄 벅에게 익숙한 미
국의 개척자 정신의 이야기가 배경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펄
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국의 개척자 정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펄이 어려서부터 성장하며
보아온 ‘중국의 민초民草’들이 갖고 있는 끈질긴 정신 아닐까요? 신화를 전공하는 토론자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문헌신화(과보추일夸父追日, 정위전해精衛塡海, 형천刑天 등)에서도 ‘불
요불굴不撓不屈’의 정신을 중시하는 전통이 일찍부터 나타납니다. 황하黃河의 범람을 극복하
며 황토고원 지대에서 오래 전부터 뿌리내리며 살아온 중국인의 끈질긴 의지가 ‘불요불굴’의
정신을 중시하는 사유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펄의 작품 대지에 등장하는 왕룽(王
龍)과 아란(阿蘭, 오란)의 ‘땅’에 대한 집착,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는 그들의 의지는 중국의 전
통적 사유와 오히려 더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른 하나는, “『대지』에서 펄 벅은 서양인들이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중국 농부를 보편적인
인간성의 인물로 그려냄으로써 서양인의 왜곡된 동양 인식-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한 것처럼 평
가된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랬던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논문의 아
래 부분을 읽어보면 대지가 갖고 있는 민속지적 특성, 서술의 특징, ‘가족소설’의 요소 등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계십니다. 펄 시던스트라이커는 과연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한 것일까?”에
대한 선생님의 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토론자는 펄이 미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강고
한 오리엔탈리즘을 깨는 투사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릴 것은, 대지에 등장하는 왕룽과 아란(책에서는 ‘오란’이라고 하
고 있습니다만)의 관계에 혹시 펄의 아버지 압솔름과 어머니 캐리의 모습이 투영된 것은 아닌
지 궁금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였던 선교사, 아버지 압솔름 역시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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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생각했고, ‘여성은 집을 지키고 아이를 낳으며,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존재’라고 여
겼지요. 왕룽 역시 아란과 혼인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물을 끓이고, 음식을 만들어 주
며,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병에 걸려 고통스러우면서도 아이를 낳고, 낳은 아
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아란의 모습에는 펄의 어머니 캐리의 모습이 투영됩니다. 가부장
사회의 편견에 갇힌 아버지와 왕룽, 그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며 죽어가는 어머니와 아란의 모
습이 겹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의 분석이 나온 글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직 완성된 논문이 아니긴 하지만 ‘1930년대’라는 시공간을 다루신다면, 당시 펄과
중국 지식층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에느
가 스노우의 아내이자 동료였던 헬렌 포스터도 펄이 중국 지식층과 갈등을 빚었던 이유가 “그
들이 애써 외면하고자 했던 가난과 불평등 문제를 펄이 아플 정도로 파헤쳤기 때문”일 것이라
고 자서전에서 말한 바 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논문에서 언급하셨습니다만 구
체적인 논쟁 등과 관련된 문장들을 제시해주시면 논문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같은 논의 선상에서, 당시 미국의 아시아 잡지를 중심으로 전개된 펄과 미국 종
교계와의 논쟁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들을 인용해주시면 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
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펄 시던스트라이커(토론자가 굳이 ‘펄 벅’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은 것은, ‘미국인
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닌’ 입장에서, 특히 ‘여성’으로서 그 어려운 시대를 투쟁하며 살아냈던
펄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의 훌륭한 작품을 다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좋은 논
문으로 그 시대를 다시 한 번 고민해볼 수 있게 해주신 와타나베 나오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
다. 좋은 논문으로 완성되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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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리글
강남은 중국의 한 지역이 아닌 지리적으로 여러 곳의 통칭으로 경제적, 문화적인 의미를 가
진 아주 특별한 지역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남은 주로 중국의 강서성과 절강성 지역
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하늘에 천당이 있고 인간세계에 소항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바로 강남의 중심지인 소주와 항주를 높이 평가한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강남은 당나라 중기
이후부터 비로소 시인들의 시작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다. 이때의 강남은 정치와 경제
의 중심이 아니라 산수가 수려하고 은일하기 좋은 곳으로 유명하다. 때문에 정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나 감수성이 많은 시인들이 강남에 자주 드나들어 만고의 시편을 남기게 되었으며 거
기에서 나온 강남이미지는 지금까지도 전형적 인상으로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유전하고 있
다. 조선시대에 와서 문인들은 당시와 송시의 영향을 받아 시작에서 강남이미지를 즐겨 사용
했고 강남열풍이 불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이미 일찍부터 최치원의 시에서 강남이미
지가 보이며 아마도 최초로 강남이미지를 한국으로 전한 시인인 것으로 생각한다. 때문에 최
치원의 눈에 보인 강남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고찰해보고 또한 반대로 이를 통해 시
인의 심정을 꿰뚫는 것은 본문의 목적이다.
시의 이미지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서양의 이론을 받아 이미 많은 성과를 축적하였다. 본
고는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 시적 이미지 외에 지역 이미지의 개념도 함께 거론되는 바 이에
대해 먼저 용어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시의 이미지는 구체적으로 시인이 받은 정신적인
인상을 시어로 요약함으로써 산출되며, 시인은 어떤 대상이나 관념을 실제와 같이 생생하게
창조해 내기 위하여 은유나 직유같은 비유적 언어와 여러 가지 수사적 기교들을 동원한다. 이
렇게 시로서의 이미지의 객체성은 그 자체로서 독단적인 교감을 이루어 독자의 상상력과 연결
해 준다. 시에 있어서 이미지의 중요성은 시의 극치이며 생명이라고 할 만큼 강조된다.1) 지역
이미지는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관련된 매체를 접촉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인상을 말한
1) 성낙희,「최치원 시의 이미지 연구」,『국어교육59』한국국어교육연구회,1987, 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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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을 직접 경험한 관찰자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서로 작용한다. 좋은 환경은 관찰자에
게 안전감을 느끼게 하며 외부세계와 협조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반대로 방향을 잃은 공포
감을 느낄 수 있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2)매체를

통해 얻은 지역이미지는 직접적인

경험보다 듣거나 문헌을 통해 간접적인 경험에서 취득된다. 이런 이미지는 지역의 특정적인
경치나 역사인물, 사건과 연상시켜 더 생동하고 선명한 인상을 만들 수 있지만 전파방식의 국
한으로 부분적이고 단편적이며 심지어 애매모호하고 왜곡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3)따라서

시

의 이미지는 문학적인 수사와 감수성을 중시하고 시인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이미지를 능동적
으로 변개시키는 반면에 지역이미지는 지리학과 사물을 중시하며 관찰자는 수동적인 자세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이미지는 위에 말한 두 개념이 모두 포함된다.
즉 시에서 나타난 지역이미지이다. 따라서 시인은 지리적인 지각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시어
를 사용해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평가한다. 시인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는 신라시대의 지식인인 최치원(857~?)의 시세계에 나타난 강남이미지에 적용하여 그가
처한 환경에 대한 묘사와 그 환경이 그에게 준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치원은 신라
의 육두품 계층에서 태어나 당나라에 유학하면서 치열한 삶을 살다가, 다시 신라로 돌아와 멸
망해가는 신라사회의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정치인이자, 역사가요, 철학자이자, 문학인이
다. 그가 중국 강남에 있는 동안에 문집 5권과 시 만여 수4)를 남겼는데 아쉽게도 모두 일실
되었다. 본고는 최치원이 중국 강남에 있을 때 지은 시 작품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한다. 작품
에서 나타난 중국 강남의 지명, 인정, 풍물에 대한 묘사의 글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드러난
시인 삶의 궤적과 심상의 변화도 같이 살펴볼 것이다.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급제한 후 약 3년
동안 율수현에 있었고 그 후에 고병의 막부에서 또한 무려 4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강남에 있는 이 7년의 시절은 그의 삶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으며 역시 시 창작이 가장
왕성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최치원의 문학에 관한 연구5)는 그의 작품론과
작가론을 정리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모두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연구에 치우쳐 있다. 때
문에 본고에서는 최치원이 중국 강남에서 지은 시에 착안하여 미시적인 시각에서 그의 시세계
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가 율수현에 있을 때 지은 <中山覆簣集>이 일실된 바람에 연구대상
으로 삼은 작품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모두 그의 대표작으로 꼽힐 수 있는 명작들이다.
최치원의 시세계에 나타난 강남이미지는 작가의식의 변화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
째, 향수에 잠긴 자연의 이미지이다. 향수는 최치원의 유학시절과 성장기를 관통하는 정서로
그의 시 속에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지은 자연시에서 향수에
젖은 것이 가장 많다. 시인의 정서는 자연 경치에 옮아 감정의 전이를 이룬다. 둘째, 회고의
감탄에서 우러나온 古今의 이미지이다. 仕途에 오른 최치원은 정치사회의 모순된 현실과 과거
의 흥망성쇠 앞에서 주저하고 개탄한다. 인생무상의 깨달음은 古今의 대조에서 얻게 된다. 셋
째, 작가의 사실주의 정신에서 제시된 현실의 이미지이다. 자고로 중국 강남은 유부하고 사치
한 곳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화려한 겉의 내면은 부패와 혼란 그 자체이다. 당나라 말기의 현

2) Kevin A. Lynch, <The Image of the City>, 광문각, 2003, 4쪽.
3) Kevin A. Lynch, 위의 책, 5쪽.
4)“爾後調授宣州溧水縣尉，祿厚官閑，飽食終日. 仕優則學，免擲寸陰. 公私所為，有集五卷. 益勵為山之
志，援標覆簣之名. 地號中山，遂冠其首.”『桂苑筆耕集序』
"……四年用心，萬有餘首. 然淘之汰之，十無一二……"『全集·桂苑筆耕集序』
5)김중렬,『최치원 문학연구』, 고려대학교(박사), 1983, 1~215쪽.
이구의,『신라한문학연구』, 아세아문화사, 2002, 1~550쪽.
김태호,『최치원 시의 연구』, 성균관대학교(박사), 2011, 1~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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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의식한 최치원은 사실적인 수법으로 이를 폭로하고 신랄한 필치로 비판하였다. 이처럼
최치원의 작품에서 발견된 강남의 이미지가 작가의 시상을 따라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2. 향수에 잠긴 자연의 이미지
고향이란 과거적인 것으로서의 유년의 고향이라는 일차적인 의미로부터 현실적인 삶의 바람
직한 터전이라는 이차적 의미, 그리고 개인적이거나 민족적인 특성을 넘어 보편적 상징으로서
의 유토피아 의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고향이 관계될 수 있다.6) 문학 특히 시 속에
서 향수는 빠질 수 없는 문학 장치이자 감정의 표출방식이다. 근현대 시에서의 향수는 민족해
방과 자유의지의 탈출구였다면 고전 시에서의 향수는 불우와 외로움을 드러내는 일종의 상투
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고국을 떠나 아버지의 엄중한 당부를 가슴에 새
겨 천신만고를 겪은 최치원에게 향수는 그저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만으로 보기에 부족
하다. 최치원에게 고향은 세속적인 성취 뒤에 돌아갈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었으나, 그의 현
실은 늘 여의치 않아서 그 정신적인 고뇌와 갈등이 깊었던 것으로 드러난다.7) 소국인과 외방
인으로서 열등감과 강한 자존심이 갈등하면서 향수를 노래하는 것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
도이자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외롭게 떠돌다 재차 이렇게 은혜를 입다니요 / 孤蓬再此接恩輝
추풍 맞으며 읊노라니 헤어질 일 한스럽네 / 吟對秋風恨有違
문간의 버들은 새해의 잎이 이미 시들었건만 / 門柳已凋新歲葉
길 가는 사람은 작년의 옷을 아직 입고 있네 / 旅人猶着去年衣
도성의 길 아득한 채 시름 속에 늙어 가고 / 路迷霄漢愁中老
고향 집은 연파에 막혀 꿈속에나 돌아갈 뿐 / 家隔煙波夢裏歸
내가 봐도 우스워라 춘사에 떠난 제비처럼 / 自笑身如春社燕
채색 들보 높은 곳에 또다시 날아왔으니 / 畫樑高處又來飛
<秋日再經盱眙縣寄李長官>에서
孤蓬, 旅人, 春社燕 등 이미지는 외롭고 쓸쓸히 떠도는 이방인의 심정을 잘 표현해냈다. 우
이현은 지금 강서성 회안시의 관할 지역인데 최치원이 거주하였던 율수현과 80k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는 879년에서 885년 사이에 공무로 강남 각지를 순찰했으며 군대에 따라
전쟁터에 가기까지 했다. 우이현을 지나가는 차에 사늘한 추풍에 버드나무가 시들어가는 광경
을 보면서 북쪽에서 강남으로 날아오는 제비를 빗대어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한 자신의 어
색한 처지를 토로했다. 따라서 향수를 드러난 시에서 처량하고 음울한 강남의 이미지를 보여
준다.

배 타고 해 지나 돌아온다 해도 / 海槎雖定隔年廻
재주 없이 금의환향 부끄럽기만 / 衣錦還鄕愧不才
잎 질 때 무성에서 잠시 헤어졌다 / 暫別蕪城當葉落
꽃 필 때 봉도를 멀리 찾아가리라 / 遠尋蓬島趁花開
6) 이명찬,『1930년대 후반 한국시의 고향의식연구』, 성낙희,『최치원 시의 고향 의식』,『한중인문학연구1
5』, 한중인문학회, 8쪽, 재인용.
7) 성낙희, 위의 논문,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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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짜기의 꾀꼬리 드높이 날겠지만 / 谷鶯遙想高飛去
요동 돼지 다시 바친들 부끄러울까 / 遼豕寧慙再獻來
우리 마음 변치 말고 뒤에 만나서 / 好把壯心謀後會
광릉의 풍월 속에 술잔을 나눕시다 / 廣陵風月待銜杯
<酬楊贍秀才送別>에서
<계원필경집>에서 최치원이 양섬에게 쓴 시는 두 수가 있다. 고국으로 떠날 무렵에 이별의
안타까움에 벗과 재삼 고별하고 있는 섭섭한 심정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여기서 나온 蕪城과
廣陵은 모두 揚州의 별칭이다. 전자는 가을의 낙엽에 벗과 이별하는 슬픈 곳이지만 후자는 다
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기쁜 곳이다. 같은 곳이지만 이름만 달라도 그 뜻이 달라진다. 蕪城은
황량한 도읍이라는 뜻으로 중국 남북조 시인 鮑照가 전쟁에서 황폐해진 광릉성을 보고 <蕪城
賦>라는 작품을 쓴 데서 유래된다. 당나라 시인 李端의 시 <蕪城>에서 "바람은 성곽 위의 나
무를 흔들게 하며 풀들은 성 옆의 길을 뒤덮혔네(風吹城上樹，草沒城邊路)"라고 하여 인적이
없는 무성의 처량함을 잘 드러냈다. 최치원은 양주의 두 이름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감정의 표
출에 잘 맞춰준다.

광릉성 기슭에서 작별했던 아미를 / 廣陵城畔別蛾眉
바닷가에서 상봉할 줄 어찌 알았으랴 / 豈料相逢在海涯
단지 관음보살이 아까워할까 두려워서 / 只恐觀音菩薩惜
떠날 임시에 여린 가지 감히 못 꺾겠네 / 臨行不敢折纖枝
<題海門蘭若柳>에서
해문사에 가다가 사문 앞의 버들가지를 보고 양주를 그리워하고 있다. 버들잎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형상화하여 떠날 때에 한 가지를 꺾어 가져오지 않았음을 후회하고 있다. 다른 시에
서 드러난 깊은 향수와 달리 7년 동안 살았던 강남을 그리워하는 모순된 심정이 표출된다.
최치원의 시에서 강남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아주 적다. 고국을 떠난 나그네이자 외방인
으로서 언제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짙었다. 때문에 강남에서 보이는 모든 경물은 향수를 유
발할 수 있으며 고향에 갈 수 없는 시름을 더해줄 수밖에 없다. 晩唐시처럼 화려한 수사법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미묘하고 자제적인 표현만 사용했다. 이처럼 최치원은 불우하고 고독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방향을 잃은 공포감과 불안함을 느낀다. 그의 시에서 강남의 번영과 여유
로움을 누릴 겨를이 없을 것이므로 늘 긴장감과 위기감을 느끼는 전혀 다른 강남의 모습을 보
여준다.

3. 회고의 감탄에서 우러나온 古今의 이미지
최치원은 당나라가 몰락한 상태에서 멸망해가는 역사적 단계에서 살았다. 특히 전국 각지에
서 일어난 봉기는 제국의 말일을 끌어당겼다. 이를 직접 경험해본 최치원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작<등윤주자화사상방>에서 이러한 시인의 심정과 역사의 변천을 여
실히 표현했다.

진세의 길 잠깐 떠나 올라가 굽어보며 / 登臨暫隔路岐塵
흥망을 읊조리노라니 한이 더욱 새로워 / 吟想興亡恨益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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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뿔피리 소리 속에 물결은 조석으로 치고 / 畫角聲中朝暮浪
푸른 산 그림자 속에 고금의 인물이 잠겼어라 / 靑山影裏古今人
서리에 옥수 꺾여서 꽃에는 주인이 없다 해도 / 霜摧玉樹花無主
금릉에 바람결 따스해서 풀은 저절로 봄빛일세 / 風暖金陵艸自春
사가의 정취 아직 남아 있는 그 덕분에 / 賴有謝家餘境在
시객의 정신이 오늘도 삽상해지는구나 / 長敎詩客爽精神
<登潤州慈和寺上房>에서
윤주는 현재 강서성 鎭江시의 옛 이름이었는데 최치원이 임직했던 율수현의 하위 郡이었다.
윤주의 지리적 위치는 양자강의 분계선에 있어 예로부터 여러 나라가 쟁탈하는 중요한 지역이
다. "군대의 뿔피리 소리 속에 물결은 조석으로 치고(畫角聲中朝暮浪)푸른 산 그림자 속에 고
금의 인물이 잠겼어라 (靑山影裏古今人)"는 구절은 바로 그 시대의 혼란상을 그린 시구이다.
아무런 강대하고 대단한 왕조여도 역사의 홍수 속에 파도와 같이 교대하게 된다. 시인은 전지
적 시각에서 당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세상의 무상함에 개탄한다. 최치원은 역사의 홍수 속
에 고금의 인물이 거품처럼 사라져 가나 오직 부른 산만 그대로 있다고 개탄하면서 자신의 운
명도 역시 덧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앞절은 청각, 뒷절은 시각의 교차로 시간과 공간의 상상
을 무한으로 전개시켜 역사와 현실 속의 강남 이미지는 입체적으로 펼쳐진다.
훗날에 남송 시인 신기질의 시"천고의 흥망은 수없이 많은데 양자강의 물처럼 끝없이 흘러
간다(千古興亡多少事，不盡長江滾滾流)"에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강물로 형상화한 것에 최치원
의 시와 동공이곡의 묘미를 가졌지만 시공간과 시청각의 다원적인 이미지를 다 갖춘 최치원의
시만 못할 것이다.

나그네 수레 세우고 나루를 물으니 / 遊子停車試問津
수양제 쌓은 둑도 먼저 속에 쓸쓸하네 / 隋堤寂寞沒遺塵
인심은 언제나 어진 임금 따르는데 / 人心自屬升平主
버들잎은 전혀 태평한 봄빛이 아니네 / 柳色全非大業春
탁한 물결은 임금 놀던 자취 남기지 않고 / 濁浪不留龍舸跡
저문 노을만 공연히 비단돛대 같네 / 暮霞空認錦帆新
수양제 나라망친 일 말해 무엇하랴 / 莫言煬帝曾亡國
예나 이제나 사치란 다 몸을 망치네 / 今古奢華盡敗身
<汴河懷古>에서
시인의 눈에서 강남의 춘경은 버들잎도 옛 빛이 나지 아니하고 화려한 성곽도 먼지 속에 모
습을 분별하기 어려운 일체 황폐한 광경이었다. 수양제의 사치로 나라를 망칠 때와 같이 지금
의 강남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

4. 사실주의 정신에서 제시된 현실의 이미지
최치원은 이국에서 살고 있는 시인으로 당나라 말기의 거대한 변화를 몸소 경험하며 실천했
다.

위태로울 때 단정하여 원망않는 것이 장부이니/危時端坐恨非夫
나쁜 세상 만난 것을 어찌할건가/爭奈生逢惡仕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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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醜年寄進士吳巒>에서
해마다 유원은 가시덤불로 뒤덮이고 / 年年荊棘侵儒苑
여기저기 싸움터엔 연기와 먼지 그득 / 處處煙塵滿戰場
<奉和座主尙書避難過維陽寵示絶句三首>에서
전쟁으로 가는 곳 마다 어수선하니/幹戈到處方多事
시와 술로 어느 때 다시 만나볼까/詩酒何時得再逢
<送吳進士巒歸江南>에서
그가 강남에 있을 때 난세의 참상을 경험했으며 이를 몹시 고통스러운 체험으로 시에서 되
풀이한다. 그는 외국인으로서 당나라에 대해 외국인을 넘어선 강한 책임감과 비판의식을 가지
고 있다.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한 현상이 물론이고 통치계층의 부패와 사회정치의 암흑을 여
지없이 폭로했으며 계층이 다른 여성의 삶까지 착안하여 당나라 말기의 강남의 현실을 여실히
묘사했다.

강남의 풍속은 예의범절이 없어서 / 江南蕩風俗
딸을 기를 때도 오냐오냐 귀엽게만 / 養女嬌且憐
허영심이 많아서 바느질은 수치로 / 性冶恥針線
화장하고는 둥둥 퉁기는 가야금 줄 / 粧成調管絃
배우는 노래도 고상한 가곡이 아니요 / 所學非雅音
남녀의 사랑을 읊은 유행가가 대부분 / 多被春心牽
자기 생각에는 활짝 꽃 핀 이 안색 / 自謂芳華色
길이길이 청춘 시절 누릴 줄로만 / 長占艶陽年
그러고는 하루 종일 베틀과 씨름하는 / 却笑隣舍女
이웃집 여인을 비웃으면서 하는 말 / 終朝弄機杼
베를 짜느라고 죽을 고생한다마는 / 機杼縱勞身
정작 비단옷은 너에게 가지 않는다고 / 羅衣不到汝
<江南女>에서
위 시는 최치원이 강남에 대해 가장 많은 필치를 남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자고로 강남
은 부자나 문인들이 기녀와 더불어 노니는 방자한 풍습으로 유명했다. 杜牧의 "양주 10리 길
목에 춘풍이 불고 주렴을 걷어봐도 그대만 못하네(春風十裏揚州路，卷上珠簾總不如)"라는 시
구처럼 시인에게 양주의 미녀와 경치는 찬미의 대상이자 영감의 원천이다. 그러나 이는 최치
원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恥針線","調管絃","笑隣女" 등 글귀로 부잣집 규수의 천박
한 모습을 그려내면서 시인의 혐오와 경멸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특히 "蕩"이라는 글자가 고생
은 뭔지 모른 공허하고 방탕한 규수들의 삶을 정확하게 집어낸다. 이와 대조되는 이웃집의 여
자의 삶은 민중들의 고단한 삶의 그 자체이며 작가가 폭로하고 싶은 현실의 이미지이다.
현실의 부조리를 피륙한 시와 동시에 최치원이 추구하는 현명한 정치도 시에서 드러낸다.

석양에 읊조리며 서니 끝없는 감회 / 夕陽吟立思無窮
만고의 강과 산이 나의 한눈 안에 / 萬古江山一望中
원님이 백성 걱정하여 풍악을 멀리하는지라 / 太守憂民疏宴樂
강 가득 바람과 달은 오직 어옹의 차지라오 / 滿江風月屬漁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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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饒州鄱陽亭>에서
백성을 걱정하고 풍악을 멀리하는 통치계층만 있었다면 민중들의 삶은 반드시 풍요로울 수
밖에 없는 희망이 담긴 시이다. 이때만은 최치원이 추구하는 진정한 강남의 이미지며 오래된
이상이다.

5. 마무리
최치원의 시에서 나타난 강남 이미지는 역사적 환경의 변천과 시인의 심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그에게 고향은 세속적인 성취 뒤에 돌아갈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었으나, 그의 현
실은 늘 여의치 않아서 그 정신적인 고뇌와 갈등이 깊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때문에 향수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도이자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시인은 불우하고 고
독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방향을 잃은 공포감과 불안함으로 강남의 번영과 여유로움을 누릴
겨를이 없을 것이고 늘 긴장감과 위기감을 느끼는 전혀 다른 강남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당나라가 몰락한 상태에서 멸망해가는 역사적 단계에서 살았으며 역사의 홍수 속에 아
무런 강대하고 대단한 왕조여도 파도와 같이 교대하게 된 것을 깨닫는다. 자신의 운명도 역시
덧없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입체적인 강남의 이미지를 그리며 초탈한 자세를 보여준다.
그가 강남에 있을 때 난세의 참상을 경험했으며 이를 몹시 고통스러운 체험으로 시에서 되
풀이한다. 그는 외국인으로서 당나라에 대해 외국인을 넘어선 강한 책임감과 비판의식을 가지
고 있다.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한 현상이 물론이고 통치계층의 부패와 사회정치의 암흑을 여
지없이 폭로했으며 계층이 다른 여성의 삶까지 착안하여 당나라 말기의 강남의 현실을 여실히
묘사했다.
강남이 최치원에게 한 때는 이상의 실현이 가능한 곳이었다가 말세에 가속된 몰락한 현실이
그를 재차 강타했다. 그가 남긴 많은 시편에서 강남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는커녕 오직 황폐
함과 쓸쓸함만을 표현했다. 이것은 시인의 심정과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중국 시인
의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강남의 중심지였던 광릉은 송나라 시대만큼 번화한 곳이 아닌
전쟁으로 인해 이미 황폐된 성곽인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당나라 말기에 재차 일어난 봉기
로 인해 더 황량해진 것이다. 때문에 당나라의 도읍지인 장안과 멀리 떨어진 강남은 최치원에
게 그저 시골과 같은 곳이었다. 그는 늘 장안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외국인으로서의 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없었다.
그가 고병의 막하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포부를 실현할 기회가 찾아왔지만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한 당나라에 대한 실망이 크고 유일한 기둥이었던 고병조차 우매해지자 신라에 돌아
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는 강남의 청산유수 속에 고금의 인물 및 조대의 교체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감개하면서 인생무상의 깨우침을 얻는다.
최치원은 강남의 자연, 고금, 현실의 이미지를 시로 그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강남
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의 시에서 비록 황폐된 자연의 이미지, 순간적으로 교체된 고금의 이
미지와 부조리한 현실의 이미지를 그렸지만 당나라 말기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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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원 시에 나타난 강남 이미지｣에 대한 토론
권혁래(용인대)

당나라 유학생 최치원이 한때 거주하였던 ‘양주’에 근무하시는 연구자로부터 최치원 시의
장소 체험에 관한 발표를 듣게 되어 흥미로웠습니다. 이 발표는 최치원이 7년 간 강남에 거주
하였다는 장소 체험을 바탕으로 그가 지은 11수의 한시를 들어 이미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발
표자는 최치원 한시의 강남 이미지를 1) 향수에 잠긴 자연의 이미지, 2) 회고의 감탄에서 우
러나온 고금의 이미지, 3) 사실주의 정신에서 제시된 현실 이미지, 셋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였
습니다. 대체적으로 선생님의 논의는 수긍할 만하며, 논의의 보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
립니다.

1. 강남 이미지가 표현된 작품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 최치원의 중국 (강남) 거주시기와 장소, 작품의 일련표 작성에 대해
발표문에서는 최치원이 율수현에서의 3년, 고병의 막부에서 4년, 총 7년간 강남에 체류했다
고 하였다. 발표문에 인용된 11수의 한시에서는 거주ㆍ체험한 장소로 율수현, 우이현, 양주,
진강시, 양자강, 산사 등이 파악되었다. 대상 작품이 다소 적고, 선정이 임의적인 아닌지 생각
하면서 ‘강남 이미지’가 표현된 작품을 최치원의 중국 거주 시기와 이에 따른 거주 장소, 생산
한 문학작품 순으로 제시하여 전체적 양상을 파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시간,
장소, 작품 연표를 작성하여 ‘강남 이미지’를 연구하면 좀 더 체계적이고 조밀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한중연 민족문화백과사전에 의하면, 최치원은 868년 12세에 당나라에 유학하고, 7년
만인 874년에 18세의 나이로 빈공과에 합격, 2년간 낙양(洛陽)을 유랑하면서 시작(詩作)에 몰
두하여 『금체시』 5수 1권, 『오언칠언금체시』 100수 1권, 『잡시부 30수 1권 등을 남겼다.
876년 당나라의 선주(宣州) 표수현위(漂水縣尉)가 되었고, 이 때 『중산복궤집』 1부 5권을 남
겼다. 879년 황소(黃巢)의 난 때 고변의 종사관이 되어 4년 간 서기의 역할을 하였다. 그 공
적으로 승진도 하고 상도 받았다. 885년 귀국할 때까지 17년 동안 당나라에서 살았다. 낙양,
선주 등에서 거주할 때 지은 작품이 있는지 궁금하다. 29세에 신라에 귀국한 뒤의 시에도 당
나라나 강남에 대한 시를 남겼지 않았을까 싶다.

2. 분류 항목과 대상 작품 분석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
문학 연구에서 장소나 지역의 이미지란 ‘지표의 물리적 현상’, 또는 ‘장소에 관련된 직간접
적 경험에 대한 묘사’가 아닐까 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분석하면 문학지리학적 시각이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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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장 ‘향수에 잠긴 자연의 이미지’란 분류 항목은 그 점에서 적절치 않아 보인다. 2장 3
쪽 첫 번째 인용시는 879~885년 사이 황소의 난 때의 장소경험을 표현한 시로 보인다. 시인
이 우이현을 지나가면서 길가에 버드나무가 시들어가는 풍경을 보고 ‘처량하고 음울한 강남
이미지’를 표현했다고 했다. ‘문간의 버들, 길 가는 사람, 도성의 길’은 지표의 물리적 현상을
파악한 것이고, 여기서 ‘처량하고 음울한 강남 이미지’와 자신을 제비에 빗대 현재의 곤란한
처지를 토로했다는 해석이나, 두 번째, 세 번째 시에서 버드나무와 양주, 양주의 별칭을 활용
한 심경 표현을 볼 때 ‘향수에 잠긴 자연’이 아닌, 다른 이미지 명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3장의 ‘회고의 감탄에서 우러나온 고금의 이미지’란 분류 항목은 ‘장소에서 느끼는 역사
의식’, ‘길과 장소가 환기하는 역사의식’ 정도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상 작품을 보면
분류 의도와 결과가 분명치 않아 보인다.
<登潤州慈和寺上房>에서는 자화사 가는 길, 산그림자, 나무, 풀, 謝家 등의 자연 이미지
가 포착되었으며, 도시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연풍경에 감응하는 시인의 마음이 느껴
진다. <汴河懷古>에서는 길에서 강으로 향한 나그네의 여정, 수레, 강가의 버들잎, 양자강
의 물결, 수양제의 회상, 저녁 노을 등의 물리적 현상이 파악되고, 길과 강에서 수양제의 역
사적 사건을 환기하는 심상이 보인다. 이러한 장소 이미지와 시인의 감흥은 2장의 ‘자연 이
미지’와 어떤 구별이 있는지 궁금하다.
(3) 4장 ‘사실주의 정신에서 제시된 현실 이미지’란 분류 항목에서는 ‘전쟁터’(<奉和座主尙
書避難過維陽寵示絶句三首>, <送吳進士巒歸江南>), ‘허영심 있는 양주 여인이 등장하는 강
남 풍속’(<江南女>), ‘요주 파양정에서 본 석양의 강가’(<饒州鄱陽亭>) 등의 물리적 현상이
제재로 등장한다. 이 항목은 전체적으로 ‘물리적 장소’에 근거한 이미지가 약하고, ‘현실 비판’
이라는 주제 분석에 가까워 보인다.
현실 이미지란 현실의 속성에 대한 것인가, 지표의 물리적 현상에 대한 묘사인가? 본문에
인용한 시에 그려진 강남 이미지는 황폐한 양주의 성곽, 부조리한 강남의 시정 등이다. 분류
항목의 이름을 수정하거나 대상 작품을 보완하는 방식은 어떨지 질문 드린다.

‘최치원 시’를 잘 모르면서 질문 드려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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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원 한시에 나타난 지명시어 연구
—『고운 최치원 시집』에 소재한 지명시어 —
장준람(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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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리말
본 연구는 『고운 최치원 시집』1)에 나타난 지명시어를 주목하여, 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밝히고 최치원의 사상과 지명시어의 기능과 특징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이나 지역
등 가리키는 지명은 특정한 지리적 기호라고 말 할 수 있다. 지명시어를 기능성으로 나눠서,
각 유형의 대표적인 지명시어로 예를 들어 분석하기로 한다. 최치원 한시에 있는 지명시어를
분석하기 위해 최치원의 생애 및 거주, 방문하였던 지명에 대한 지리적, 문학 역사적 정보를
정리했다. 현존 있는 최치원 한시 지명시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최치원의 발자취 연구할 때
인용해서 분석했다. 또한 최치원 한시 대표적인 시어 연구할 때 지명 시어를 몇 개 선택하고
살펴본 적이 있다. 독립적인 최치원 지명시어를 정리하고 특징을 찾아내는 연구가 아직 거의
없다는 것 이 보인다. 본 연구는 최치원 한시 지명시어 주체로 삼아서 전에 있는 연구를 보완
해서 최치원 지명시어의 특징을 찾아보기로 한다.

2. 『고운 최치원 시집』 소재 한시에 나타난 지명시어 양상
마을이나 일정한 지방(地方)∙산천(山川）∙지역（地域）등을 이르는 말인‘지명(地名)’은 고
대로부터 인류가 살아오면서 특정한 위치∙범위∙유형의 지리적 실체(지역 또는 방면)에 대하
여 공동으로 약정한 고유명사로 기본적으로 정의한다.2) 지명시어는 협의적으로 그대로 어떤
지역 실체에 기호하는 고유명사를 가리키는 시어. 본 논문에서 시에 나타난 지명시어의 범위
는 실체에 지명 말고 어떤 지리적 공간에 있는 장소, 누각, 정자, 사찰과 같은 건물 등도 지명
1)최치원 저, 김진영·안영훈 역주,『고운 최치원 시집』, 民俗苑,1997.
2) 도수희, 『한국의 지명』,아카넷, 2003,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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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로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지명시어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리하고 나눠서 지리적 지명시어와 상징적 지명시어를 구분할
수 있다. 즉 지명시어는 지리학적 배경 기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지명에 대한 개인적 경
험이 모여서 특별한 느낌을 형성한다. 또한, 지명은 오래된 역사적으로 축적되는 과정에서 관
련 설화나 전고가 형성하고 유전된다. 시인이 한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지명이 배경지식으로
기능하는 지시적 의미 외에 함축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하면 지명시어를
사용하는 의도는 단순히 시의 배경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명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와 역
사적 요소로 시의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최치원 한시에 나타난 지명시어들을 실재 지명시어와 비실재 지명시어로 구분해서 정리한다.
여기서 비실재 지명 이름은 현재 지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지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시의 내
용을 통해서 그 지명은 실재 존재 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다. 시인의 정신적인 낙원, 신선산
수 등의 지명이다. 예를 들면 ‘봉래(蓬萊)’는 현재 지리적으로 보면 실재 지역 이름이지만, 시
에서는 주로 蓬萊仙境의 뜻으로 쓰인다. 실재하지 않는 상상의 지명시어 이런 경우는 이 논문
에서 비실재 지명시어로 분류한다. 구체적인 양상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실재 지명시어가 담긴 한시 양상
번호

지명시어

1
2
3
4
5
6
7
8

安化
河湟
隴水
長安
秦城
龍庭
交趾
溪洞

9

安南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八蠻
鄆城
西川
龜城
邛峽
關東
羅城
錦城
鐵甕
劍閣
荊南
浙西
九江
楚、吴
淮南
八郡
三邊
楚泽

시제(詩題)

시어 출처

安化

郡名安化能宣化，更指河湟地欲收

练兵

隴水聲秋塞草閒，霍將軍暫入長安

秦城

遠提龍劍鎮龍庭，外戶從茲永罷扃
古來難化是蠻夷，交趾何人得去思
萬代聖朝青史上，獨傳溪洞立生祠
시제
安南眞得安南界，從此蠻兵不敢侵
一陣風霜定八蠻，來趨雲陛悅天顏
海岱烟塵匝鄆城，遙揮一劍落欃槍
시제
遠持龍旆活龜城，威懾蒙王永罷兵

生祠
安南
窄口徑
執金吾
天平
西川

平蠻

邛峽關東蠻塵絕，平夷鎮扼蠻地裂

築城

一心能感衆心齊，鐵甕高吞劍閣低

荊南

시제
시제
九江賊膽望風摧
楚舞吳歌一何樂
시제

浙西

淮南

八郡榮超陶太尉，三邊靜掩霍嫖姚

朝上清

天上香風吹楚澤，江南江北鎮成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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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
30
31
32
33
34
35
36

江南
江北
海内
海外
維陽
帝鄉
沂（沂水）
蕪城
廣陵

37

山陽

38

楚州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芋江驛亭
長安
西京
金川寺
梓谷（寺）
黃山江臨鏡台
伽耶山讀書堂
籠山
長安
雲門（寺）
京
雲峯寺
唐城
潤洲慈和寺
金陵
盱眙縣
江南
崑崙
星宿
碧松亭
伽耶
金剛
鐵圍山
海印寺
磨羯提城
遮拘盤國
扶桑
伽耶
汴河
公山城
東國
長安
袞州
洛中
海門

陈情上太尉诗

海内谁怜海外人，问津何處是通津

奉和座主尚書避亂過維陽
寵示絕句三首
酬楊瞻秀才送別
行次山陽續蒙太尉賜衣令
充歸覲續壽信物謹以詩謝
楚州张尚書水郭相迎因以
詩謝
題芋江驛亭
春日邀知友不至
留別西京金少尹峻
贈金川寺主
赠梓谷蘭若独居僧
黃山江臨鏡臺

시제
亂時無事不悲傷，鸞鳳驚飛出帝鄉
應念浴沂諸弟子，每逢春色耿離腸
暫別蕪城當落葉，遠尋蓬島趂花開
好把壯心谋後會，廣陵風月待銜杯
시제
시제

秋日再經盱眙縣寄李長官
送吳進士巒歸江南

시제
每憶長安舊苦辛，那堪虛擲故園春
시제
시제
시제
시제
시제
常恐是非聲到耳，故教流水盡籠山
시제
사제
笻無出山步，筆絕入京書
捫葛上雲峯，平看世界空
시제
시제
風暖金陵草自春
시제
시제

題舆地图

崑崙東走五山碧，星宿北流一水黃

碧松亭

暮年歸臥松庭下，一抹伽耶望裏青

題伽耶山讀書堂
長安旅舍於愼微長官接鄰
贈雲門蘭若智光上人
題雲峯寺
旅遊唐城贈先王樂官
登潤洲慈和寺上房

步得金剛地上說，扶薩鐵圍山間結
苾蒭海印寺講經,雜花從此成三絶
贈希朗和尚

磨羯提城光遍照,遮拘盤國法增耀
今朝慧日出扶桑,認得文殊降東廟
斌公彼岸震金聲,何似伽倻繼佛跡
시제
시제
東國花開洞，壺中別有天
시제
시제
시제
시제

汴河懷古
公山城
芝峯類說 8首之一
長安春
袞州留獻李員外
留赠洛中友人
題海門蘭若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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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5

广陵
洞庭

廣陵城畔別蛾眉
洞庭月落孤雲歸

표2. 비실재 지명시어가 담긴 한시 양상
번호

지명시어

1

磻溪

2

龍門

3

華嶽

4

釣魚亭

5

蓬壺

6

散花樓

7

長平

8
9

太丘

10

蓬岛

上清
顏氏巷

시제

한시 구절

磻溪

시제

天威徑

鑿斷龍門猶勞身，擘分華嶽徒稱神

釣魚亭

占得仙家詩酒興，閒吟烟月憶蓬壺

築城

多上散花樓上望，江山供盡好詩題
唯將德化欲銷兵，長笑長平恣意坑

降寇

更想太丘行小惠，何如言峽濟羣生
시제
那堪顏氏巷

朝上清
長安旅舍於愼微長官接鄰

暫別蕪城當落葉，遠尋蓬島趂花開

酬楊瞻秀才送別

11

遼豕

12

三朶仙山

13
14
15
16
17
18

謝公樓
漆园
蓬萊
煬帝城
花開洞
姑蘇臺

谷鶯遙想高飛去，遼豕寧慙再獻

行次山陽續蒙太尉賜衣
充歸覲續壽信物謹以詩謝
楚州张尚書水郭相迎因以詩謝
海鸥
泛海
和友人春日遊野亭
芝峯類說 8首之一
姑蘇臺

望中遙想深思處，三朶仙山目畔橫
萬里乘槎從此去，預愁魂斷謝公樓
想得漆园蝴蝶梦，只應知我對君眠
蓬萊看咫尺，吾且訪仙翁
每將詩酒樂平生，況值春深煬帝城
東國花開洞，壺中別有天
시제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듯, 지명시어가 모두 93개가 나타나는데 그중에서 비실재 지명시어
는 18개만 나타난다. 또한, 지명시어가 담긴 한시가 53수로 나타나는데 최치원의 현존 한시
126수3)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지명시어는 지명의 지리적 공간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실재적 지명이 거의 4/5로 큰 비중임을 볼 수 있다.이처럼, 물론 한시에서 지명시어가 빈
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시인 나름대로의 인생여정과 직접 연결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전고와
관련된 지명들을 활용하는 방식도 시인의 사상과 인생경험에 대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3. 지명시어 분석
위에 표를 통해서 지명시어를 기능적으로 분리하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단순히 배경적
기능을 갖고 있는 지명시어와 상징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지명시어, 배경적 기능과 상징적
3) 이황진.「최치원의 재당시기 한시 고찰-『계원필경집』에 수록되지 않은 시를 중심으로」, 『洌上
古典研究』, 제37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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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지명시어가 그것이다. 최치원 한시뿐만 아니라 다른 한시에서 있는 지
명시어도 위처럼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배경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시어
는 2가지 특징을 가고 있다. 첫째, 시인 혹은 시에서 타나난 인물이 거주하거나 방문하였던
지역이거나 둘째, 이 지명시어는 실재 지명시어이다. 최치원 생애는 크게 ‘재당시기’와 ‘귀국
후기(귀국도중 포함)’로 나누고, 재당시기는 1) 과거급제시기(874년 - 876년) 2) 율수현위시기
(877년 - 880년 여름) 3) 고면막부시기( 880년 여름 - 884년 여름)로 나뉜다.4) 여기서는 지
리적 지명시어와 상징적 지명시어로 나눠서 분석하기로 한다.

3.1 지리적 지명시어 분석
여기서 지리적인 지명시어는 주로 단순한 배경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시어를 분석한다.
최치원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최치원 20세에 태위상공 고변의 추천으로 정장의 관역순관이
되고, 이듬해 황소(黃巢)의 반란이 일어나서 고변(高駢)의 종사관으로 발탁된다. 고변의 중용을
받고 자신의 재능과 포부를 펼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최치원이 고변에게 기덕시를 지었
다. 표에서 보면 6수가 있고 安化 秦城 淮南등 고변의 역임지역이 나타난다.

淮南
八郡榮超陶太尉
玉皇終日留金鼎

三邊靜掩霍嫖姚
應待淮王手自調5)

회남(淮南)에서6)
여덟 고을의 영광은 도태위(陶太尉)7)보다 더하고
세 변방8)의 조용함은 곽표요(霍嫖姚)9)를 무색케 했네.
옥황(玉皇)이 온종일 금 솥10)을 걸어 두고
응당 회남왕(淮南王)11)이 손수 선약 만들길 기다리겠지.
회남은 공변이 절도사를 지냈던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그의 종적을 드러낸다. 기구의 ‘八
郡’는 그가 八州都督 임직시기에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지역이다. 승구의‘三邊’
은 西戎 南蠻 東鄙등으로 오랑캐를 이른 말이다. 고변이 淮南 劍南 荊南의 절도사를 역임할
때, 서융 남만 동비에서 도적이 일어났으나 公이 모두 토벌한 일을 인용하였다. 이 시에서 나
타난 지명시어 전부다 단순한 배경 기능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3.2 상징적 지명시어 분석
4) 이황진, 위에 논문, p.239, 참조.
5)원주(原註) : 검남, 형남, 회남은 천하의 이름난 진(鎭)인데, 상공이 여러번 절도사로 옮겨 다녔고, 서
융, 남만, 동비의 적이 일어났을 때에도 상공이 모두 토벌하였다.〔劍南荊南淮南乃天下名鎭 相公累移
節制 西戎南蠻東鄙賊起 相公皆自討除〕
6) 본 논문에서 나온 시의 해석 출처는 김진영, 안영훈 역주 『고운 최치원 시집』.
7)진(晋)의 도간(陶侃)이 팔주도독(八州都督)으로서 공을 세웠음.
8)서융(西戎), 남만(南蠻), 동비(東鄙)를 일컬음.
9)한(漢)의 곽거병(霍去病). 그는 표요교위(嫖姚校尉)가 되어 흉노를 쳐서 큰 공을 세웠음.
10)선약(仙藥)을 다리는 솥.
11)한(漢)의 회남왕 유안(劉安). 선약을 만들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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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지명시어는 기능으로 나누면 1) 단순히 상징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지명시어, 2)
배경적 기능과 상징적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지명시어이다. 여기서 이 두 가지 지명시어는
시에서 나타낼 때 특별한 사상적 의미를 갖고 있다. 주로 시인의 자아의식이거나 역사전고를
인용하고 시의 주제를 드러난다. 단순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쓰는지 배경적 기능과 상징적 기
능 같이 갖고 쓰는지, 구체적인 시 내용과 시인의 생애나 발자취를 통해서 판단해야 한다.
1) 단순히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기능을 갖고 있는 지명시어
표2에서는 비실재 지명시어를 정리한다. 비실재 지명시어는 모두 단순히 상징적 기능을 갖
고 있는 지명시어로 볼 수 있다. 비실재 지명시어를 통해서 최치원의 문학사상을 충분히 볼
수 있다.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여기서 ①사상적 지명시어(시인의 자아인식 강조하는 지
명시어)와 ②역사적 지명시어(역사상 유전한 전고를 포함한 지명시어)로 나눠서 분석한다.
①사상적 지명시어
비실재 지명시어에 나타난 경우, 이 지명시어는 원래 유전이래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최치
원 자신의 독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인식을 더 강조하였다.

酬楊贍秀才送別
海槎雖定隔年廻
暫別蕪城當葉落
谷鶯遙想高飛去
好把壯心謀後會

衣錦還鄕愧不才
遠尋蓬島趂花開
遼豕寧慙再獻來
廣陵風月待銜杯

수재 양섬에게
바다에 뗏목배는 이태마다 돌아오는데
재주없어 금의환향 못함이 부끄러워라.
잠시 무성(蕪城)에서 이별할 땐 낙엽지더니
멀리 봉래(蓬萊)섬 찾아가니 꽃피는 시절이라.
골짜기의 꾀꼬리는 벌써 높히 날았으련만12)
요동(遼東)의 흰 돼지 또 바치려니 부끄러워라.13)
부디 장한 마음으로 뒤에 다시 만나서
광릉(廣陵)14) 풍월(風月)에 술잔 마주하길 바라네.
12)꾀꼬리가 골짜기에서 높은 나무로 오르는 것은 출세를 뜻함.
13)옛날 요동(遼東)에 사는 한 농부가 머리가 흰 새끼 돼지를 기이하게 여겨 임금에게 바치려고 하동(河
東)으로 갔더니, 그 곳 돼지들은 모두 흰돼지라 부끄러워 돌아왔다는 고사. 곧 ‘견문이 좁은 사람이
잘난체 하다가 도리어 무식이 드러남’의 비유.
14)무성(蕪城).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강도현(江都縣) 동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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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최치원이 귀국 1년전 지은 시이다. 이 시에서 ‘蓬島’라는 지명시어가 나타나는데,
실재 있는 지리적인 蓬萊島가 아니고, 유전이래의 蓬萊仙山도 아니다. 최치원은 고국 신라를
‘蓬島’15)로 표현하였다. 귀향하기 전에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강해지고 꿈에서도 그리던
고국이 최치원에게는 蓬萊島로 인식된 탓이니 이 ‘蓬島’라는 시어 속에서 그의 간절한 향수를
느낄 수 있다. 여기서 ‘蓬島’ 이 지명시어는 개인적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지명시어다.

和友人除夜見寄
與君相見且歌吟
幸得東風已迎路

莫恨流年挫壯心
好花時節到雞林

섣달 그믐날밤 친구의 시에 답하며
그대여 우리 노래 부르고 시나 읊조리며
한 해의 포부 이루지 못한 것 한탄마세나.
다행히 봄바람이 돌아갈 길 맞아주면은
꽃피는 좋은 시절엔 계림에 도착할걸세
이 시는 최치원이 신라에서 온 우인을 만나고 시를 지어 우인에게 준 것이다. 좌절을 당한
우인에게 우리를 봄바람을 길에서 맞이하듯, 힘들어도 뜻하던 바를 이뤄내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는 다짐의 시이다.
마지막 구의 ‘雞林’은 배경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지명시어가 아니고, 시인의 고국에 대한
향수를 상징하는 지명시어이다. 최치원이 고향에 대한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사상적인 지명
시어로 볼 수 있다. 좌절할 때 고국을 상징한 ‘雞林’을 생각하면서 강한 정신적인 위로를 얻으
며 힘을 낼 수 있었다. 최치원이 이 시를 창작할 때나 시의 있는 상황이 일어날 때 ‘雞林’지
역에 있지 않았다, 여기서 ‘雞林’이라는 지명시어는 배경적인 기능이 없고 단순히 최치원의 고
국 신라에 대한 향수를 상징하는 기호라고 볼 수 있다.
②역사적 지명시어
전고(典故)란 전례(典禮)와 고사(故事)라는 본래의 의미 외에 ‘전거가 되는 고사’라는 의미로
문학 작품을 창작할 때 사용된 기존의 사건이나 시구의 인용을 말하는 것이다.16) 특히 역사적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들과 연관된 고사를 품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미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이러한 지명을 담고 있는 시어는 역사적 지명시어로 정의하고 분석한
다. 전고는 공유된 의미를 갖고 공감을 할 수 있지만 시인 자신의 사상에 따라서 독특한 의미
를 가질 수 있다. 최치원이 중국 유학생의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중국 인물
을 인용하는 한시도 많이 있다. 그중 첫 번째는 그 인물을 인용하고 다른 인물을 대신 지칭하
는 것이다. 예를 들면 ‘孟家鄰’으로 장안에 만난 于慎微 장관을 대신 지칭한다. 두 번째는 전
고를 이용할 때 나타난 인물이고, 마지막으로 시구를 구성할 때 직접 인용한 인물17)이다.
15) 劉永奉, 「몃 개의 頻出 诗语로 본 崔致遠의 시」, 漢文學報, 제7집, 2002, p.15.
16) 정용목, 「고시조에 나타난 전고연구: 진본 청구영언을 중심으로」, 『숭례어문학』 제1호, 명지대학교
숭례어문학회,1984, p82. 참조.
17) 尹允鎮, 劉志峰,「試論 崔致遠 漢詩中의 中國人物」, 『東疆學刊』 제4기, 吉林大學外國語學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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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鷗
慢隨花浪飄飄然
出沒自由塵外境
稻梁滋味好不識
想得漆園蝴蝶夢

輕擺毛衣眞水仙
往來何妨洞中天18)
風月性靈深可憐
只應知我對君眠

바다 갈매기
꽃물결 따라 이리저리 나부끼다
가볍게 털옷 터니 진정 물 위의 신선일세.
자유로이 세상 밖을 드나들고
거침없이 선계(仙界)를 오고가네.
곡식 좋은 맛도 알은채 아니하고
풍월의 참맛을 지극히 사랑하네.
장자(莊子)의 나비 꿈19)을 생각하면
내가 그대를 꿈꾸는 이유 알 수 있으리.
‘漆園’은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어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를 모르고 물아일체(物我一
體)의 경지에서 즐겁게 놀았다는 고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장자가 몽(蒙)이라는 곳의 칠원(漆
園)에서 관리를 지냈기 때문에, 뒤에 칠원이 장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이 시는 최치원이
중국을 떠나고 귀국 도중에서 지은 시인데 자유로운 마음이 생기고 장자 꿈속에 나와 나비가
같다는 의미가 칠원이라는 지명시어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2) 배경적 기능과 상징적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지명시어.
한시는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어를 쓸 때 시인이 내용·압운·감정 등 다 고려
하고 지어야 된다. 이로 인해 시중에서 나타난 지명시어도 배경적 기능과 상징적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시를 창작할 때 배경으로 존재한 지명은 마치 그 지방의 유
명한 대표적인 지명이나 역사 전고를 남기는 지명이다. 최치원의 경우 중국에서의 생활 경험
과 중국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그의 작품창작과 시가의 윤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을 것이다. <봄날 시골 정자에서 벗의 시에 답하며(和友人春日游野亭)>에서는 875년 봄에 과
거급제의 흥이 아직 남아 있는 시기로 ‘煬帝城’에 놀러갔다가 지은 시이다. 이 시를 통해서

2008.
18)원문에 ‘何妨’ 두 글자가 빠져 있는 것을 뒤에 보충하였음.
19)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어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를 모르고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에서 즐
거이 놀았다는 고사. 장자가 몽(蒙)이라는 곳의 칠원(漆園)에서 관리를 지냈기 때문에, 뒤에 칠원이 장
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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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 밝고 호탕한 봄날 느낌이 난다. ‘煬帝城’이라는 지명시어도 여기서 봄을 즐기는 흥겨운
감정을 드러낸다. 또 다른 시 <변하에서 옛일은 생각하며(汴河怀古)>에서도 隋煬帝가 만든 汴
河를 말한다. 동도 유랑할 때 隋炀帝의 유적지를 찾아갔을 때 지었다. 이 시는 앞의 시와 완
전히 다른 감정을 토로한다. 또한 마지막엔 “莫言煬帝會亡國 今古奢華盡敗身”이라는 교훈적
인 시구를 제시하였다. 두 시를 비교해 보면, 둘 다 隋炀帝와 관련된 배경적 기능을 갖고 있
는 지명시어지만, 최치원 당시 처한 상황이 따르기 때문에 지명시어 속에 남고 있는 의미도
큰 차이가 있다.

4. 중국시인의 한시와 문화전고 관련 지명시어 비교분석
최치원은 12세에 당나라에 유학한 조기 유학생이었고, 18세에 빈공진사가 되고 20세에 율
수현위, 24세에 고변의 종사관이 된다. 장안에서 6년여의 수학기간과 율수현에서 3년 동안 생
활하고, 그 후 약 4년간 양주에서 임직하였다. 엄청 긴 시간동안 중국에 거주생활하면서 중국
문학을 침음(浸淫)하고 중국 문인들과 교류 창하도 많이 하였다. 최치원은 자신의 입장과 생각
을 담은 글에 배찬, 배료, 배숙, 배졸 등 裴瓚의 일족과 송현, 양섬, 오만, 이관, 장고, 장응
등의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최치원은 재당시기에 裴瓚은 물론 顧雲, 陽瞻, 吳巒,
羅隱, 張喬 등과 교류하였다. 이들은 관료나 막료로 활동하거나 문인을 자처하던 이들이었다.
이로 인해 최치원의 한시 중에 나타난 문화전고 지명시어에 나타나는 의미는 중국 시인들의
그것과 다르다. 최치원과 중국 시인 간의 삼신산(三神山)과 관련한 문화전고 관련 지명시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후에 최치원 한시의 지명시어의 특징을 밝혀보고자 한다.
‘三朶仙山’, 즉 ‘삼신산(三神山)’은 중국 전설에 나오는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 영
주산(瀛洲山)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삼신산은 동쪽 바다에 있다고 하며 신선이 살고 불로초
(不老草)가 있는 곳이라고 전해진다. 실제로 사람 있는 장소가 아니며 상상하는 장소다. 신선
사상을 수반한 삼신산의 심상을 민간신앙과 무속 등에 깊이 침투하여 다양한 함축적 의미를
드러내는 용도로 쓴 지명시어이다. 중국의 삼신산을 본떠 금강산을 봉래산, 지리산을 방장산,
한라산을 영주산으로 불러 이 산들을 한국의 삼신산으로 일컫는 것도 그 한 예이다. 이 중에
서 특히 금강산은 일찍부터 신선이 사는 선산이라고 불려오다가, 16세기에 ‘봉래산’으로 지칭
되기 시작한다. 원래 이름 보다 ‘봉래산’으로 더 많이 불렸다. 전라북도에 있는 변산(邊山)도
역시 ‘영주산’또는 ‘봉래산’으로 불렸던 기록이 있다.20) 한국에서 봉래산 불사약 전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서 직접 봉래산에 가서 불사약을 구하는 전고로 효도를 다하고 싶은 마
을을 표현하기도 한다.
李白의 뜻이다. 시 중에서 봉래산 지명시어로 나타난 총 13수가 있다. <懷仙歌>, <效古其
一>, <太華觀> 등 12수에서 ‘봉래’는 모두 신선이 살고 있는 신산이라는 <宣州謝朓樓餞彆校
書叔雲>에서 ‘蓬萊文章建安骨，中間小謝又清發’라는 시구에서 ‘蓬萊’는 東漢時에 藏書하는 東
觀이라는 곳을 말하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시인들 모두 ‘봉래’라는 지명시어를 쓸 때 대부
분 신산이라는 의미로 인용한다. 구체적인 산의 지향(指向)엔 좀 차이가 있지만 내포한 의미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문인들 ‘봉래’ 이 지명시어는 다른 효도 의미로 쓰는
경우도 많다. 최치원의 시를 보면 이 위에 말했던 두 가지 의미를 제외하고 독특한 의미로 쓰
는 경우도 있다

20)김태준 편저, 『문학지리ž한국인의 심상공간』 국내편2, 논형, 2005, p.2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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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次山陽續蒙太尉寄賜衣段令充歸覲續壽信物謹以詩謝
自古雖誇晝錦行 長卿翁子占虛名
旣傳國信兼家信 不獨家榮亦國榮
萬里始成歸去計 一心先筭却來程
望中遙想深恩處 三朶仙山目畔橫
산양 땅에서 태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옛부터 금의환향(錦衣還鄕) 자랑하지만
장경옹자(長卿翁子)라는 허명만 차지했네.
국신(國信)에다 또 가신(家信) 얻으니21)
가문의 영광이요 나라의 영화(榮華).
만리 땅 비로소 돌아갈 길 얻었건만
마음 한편엔 다시 오길 생각하네.
멀리 부모님 계신 곳 그려 보니
삼신산(三神山)이 눈가에 어리네.
위 시에서는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감정이 잘 보인다. 國書에다 家信까지 얻었으니, 당나라
의 천자 희종이 최치원에게 내리는 재주의 인정이며,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다. 최치원
이 이제 귀국의 계획을 세우면서도 최치원은 다시 당으로 돌아올 생각이라고 한다. 이는 어디
까지나 신물을 주며 전송하는 山陽의 太守에 대해 예우로 바치는 인사치레에 불과하다. 왜냐
하면,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실 신라 땅이 신선경인 삼신산으로 여기진다고 후술했기 때문이
다.22) 여기서 삼신산이라는 지명시어는 신라 땅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의미로 나타난 이유
는 최치원은 어린 나이로 당나라 최초 유학생의 경험이고 고국에 대한 감정이 일반적인 사람
보다 매우 강하다. 특히 귀국 전에 기쁘고 기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낙원으로 고국을 비유한다. 또한 최치원의 상상 속에 도가 사상도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가의 삼신산으로 고국을 상징한 기호를 삼았다.
최치원의 『桂苑筆耕集』은 고변의 휘하에서 활동하면서 작성한 글을 모은 문집이다. 『桂苑
筆耕集』은 현전하는 한국 最古의 문집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치원에 한시 중에서 桂苑이라는
지명시어는 지금 중국에 위치한 廣西23)가 아니고, 淮南을 나타내는 뜻이다. 삼국시대 오나라
때 桂苑은 淮南 지역의 상징적인 지명이다. 최치원은 淮南으로 쓰지 않고 淮南의 옛 이름 桂
苑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최치원이 중국 문학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점도 볼 수 있다.
최치원 지명시어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학전고적인 지명시어를 많이 사용할
때 고정된 의미만 갖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독특한 자아의식을 갖고 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학생활 때문에 일반적인 시인보다 더 강한 고국의식, 향수 등 감정을 갖고 있다. 문학
21)이미 천자로부터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고 또 태위로부터 옷감을 신표로 받은 것을 말함.
22) 劉永奉, 위의 논문, p17.
23) 桂는 중국 남방의 유명한 식물, 지금 일반적으로 廣西를 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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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 지명시어를 활용해서 향수를 표현하는 상황이 있다.
이는 최치원이 12세부터 신라인으로 당나라 유학 생활을 오랜 기간하면서 두 나라에 문학
고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아가 중국과 신라 시인들과는 다른 차
별적인 문학전고 지명시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나라에 고유한 문학전고 의미를 벗어
나 더 풍부하고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문학전고적인 지명시어의 의미가 더 다양해졌다.
이 점에서는 두 나라에 대한 다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치원이 같은 지명시어를 이용할 때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치원의 일생을 통틀어서 보면 보통 시인 보다 변수가 많이 나타나고, 사상과 심리적
인 처지도 큰 변화가 있다. 그러므로 최치원이 개인적 풍부한 심리변화를 따라서 문학전고 지
명시어로 시를 지었다. 같은 지명시어도 새로운 색다른 의미를 나타난 점을 볼 수 있다.

5. 맺음말
본 논문은 최치원의 시집에 나타난 지명시어를 정리하고 분류했다. 그의 시에서 나온 지
명시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의미와 특징을 살피고자 하였다. 지명시어의 기능을 통해서 최치
원 한시의 지명시어를 분석하고 특징을 찾아냈다. 최치원 한시에 있는 문학전고 지명시어와
중국한시에 나타난 문학전고 지명시어를 비교 한 다음에 최치원의 지명시어의 특징을 더 자세
히 분석했다. 최치원 한시의 지명시어를 통해서 최치원의 독특한 유학생애 때문에 색다른 한
시의 창작 수법을 볼 수 있다.
2장과 3장에서 최치원의 한시에 있는 지명시어를 기능적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지리적인
지명시어가 주로 최치원의 생애연구와 발자취 및 교류관계 등 연구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상적인 지명시어가 최치원의 문학사상 연구와 독특한 정신세계를 밝히는
연구에 대한 새로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4장에서 최치원의 한시에 지명시어의 특징을 통해서 최치원의 독특한 문학전고 지명시어
를 이용하는 점을 보았다. 당시(唐詩)에서 봉래를 신선이 머무는 신산으로 보는 것 또한 최치
원의 시와 비슷하다. 다른 점이라면 최치원의 봉래는 고국 신라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그
리고 곡절 많은 인생 때문에 동일한 지명시어를 사용할 때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명시어의 기능성을 이용해서 최치원 연구를 진행할 때 시의 내용과 시인의 생애 및 발자
취를 결합하여 분석해야 하는 점이 있다. 현존한 기록과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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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원 시에 나타난 지명시어 연구 -고운 최치원 시집에
소재한 지명시어｣- 에 대한 토론
이기대(고려대)
한시 전공자가 아닌 저로서는 처음 접한 주제의 논문이기에 적합한 토론문을 작성하지 못했
으리라 판단됩니다. 이 때문에 공들여 논문을 작성하시고 발표해 준신 장준람 선생님께 실례
를 범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다만 토론을 맡게 되었기에, 몇 가지 자료를 참조하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선생님께서는 지명시어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본 논문에서 시에 나타난 지명시어의 범위
는 실체에 지명 말고 어떤 지리적 공간에 있는 장소, 누각, 정자, 사찰과 같은 건물 등도 지명
시어로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명시어는 광의적인
지명에서부터, 협소하게는 지역의 작은 건물 등까지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특히 “어떤 지역
실체에 기호하는 고유명사를 가리키는 시어”라고도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지역의 특산품이나
자연물(예를 들어 ‘부상(扶桑)’)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명시어의 범위가 매
우 폭이 넓게 되는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지명시어의 층위를 나누는 것이 필요해 집니다.
논문에서의 분류 이외에 지명시어의 분류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
면 합니다.
2. 장의 제목과 관련하여 “단순히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기능을 갖고 있는 지명시어”라는
것과 “중국시인의 한시와 문화전고 관련 지명시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특
히 후자의 ‘문화전고’라는 용어의 의미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아직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용어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3. 선생님께서는 최치원의 한시작품이 126수라는 전제에서 논의를 출발하고 계십니다. 다만
최치원의 시 작품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박노춘 선생님은 118수로,
김혜숙 선생님은 125수로, 김중렬·이구의·이황진 선생님은 126수로, 김태호선생님과 중국학자
인 당인핑(党銀平) 선생님은 127수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최치원 한시를 126수로 보신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고시집인 『천재가구(千載佳句)』에 <교주헌유이언외(交州獻留
李員外)>와 <곤주유헌이언외(袞州留獻李員外)>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표문
에서 <곤주유헌이원외>는 소개하면서 <교주헌유이원외>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교주(交州)도
지명이기에 지명시어 작품으로 포함시켜여 하지 않을까요?(박노춘, 「최치원시작품수소고」, 『동
양학』 5, 단국대동양학연구소, 1975)
5. 작품을 토대로 실재지명시어와 비실재지명시어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명의 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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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이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동국화개동(東國花開洞)”에서 동국(東國)은 실재지명시어로 화개동(花開洞)은 비실재지
명시어라고 하셨습니다. 『열하일기』에서 화개동은 쌍계사가 있던 화개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재지명지시어라고 생각됩니다.
『열하일기』 - 선조(宣祖) 신묘년(1591년) 간에 성주(星州)쌍계사(雙溪寺) 중이 종이 한
쪽을 바위 틈에서 발견하였는데 절구(絶句) 열 마디가 씌어 있었다. 그 첫째 마디에 이르기를,
“동쪽이라 이 나라에 화개동이 예 있으니(東國花開洞) 술항아린 양 그 가운데 별세계가 있더
구나(壺中別有天) 선인이 예 있으니 옥베개를 베인 채(仙人堆玉枕) 그 신세 어떻던고 천년이
잠깐이라(身世倏千年)”하였는데, 그 글씨의 획이 깨끗하였으며 세속에서 전하는 고운의 필적과
크게 다름이 없었다.
② 황산강임경대(黃山江臨鏡台), 가야산독서당(伽耶山讀書堂), 윤주자화사(潤洲慈和寺)는 모
두 하나의 실재지명시어로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①과 같이 방식과 지명시어의 정의에 근거한
다면 모두 ‘황산강(黃山江)’, ‘임경대(臨鏡台)’, ‘가야산(伽耶山)’, ‘독서당(讀書堂)’, ‘윤주(潤洲)’,
‘자화사(慈和寺)’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③ <장안영사어신미장관접린(長安旅舍於愼微長官接鄰)>은 문집총간 『고운집』에는 <장안여
사 여우신미장관접린(長安旅舍 與于愼微長官接隣)>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
니다. 아울러 이 작품은 “나감안씨항(那堪顏氏巷)”, “득접맹가린(得接孟家隣)”으로 되어 있습
니다. 선생님께서는 “안씨항(顏氏巷)”을 비실재 지명시어로 보셨는데, 그렇다면 “맹가린(孟家
隣)”도 비실재 지명시어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④ 작품 목록 65번의 내용에서 “금조혜일출부상(今朝慧日出扶桑)”의 ‘부상(扶桑)’을 실재 지
명시어로 보고 계신데, 상징적인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아울러 이어지는 내용에
서 “인득문수강동묘(認得文殊降東廟)”에서 ‘동묘(東廟)’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여기서는 실재
지명시어로 보아야 하는지요?
⑤ 논문에서 사용된 지명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伽耶’의 경우, ‘伽倻’와 같이 쓰
시고 계시는데 통일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고운집』에는 ‘伽倻’로 표기하고 있습니
다. 이외에도 58번의 경우 『고운집』에는 ‘송정하(松庭下)’가 ‘송정하(松亭下)’로 되어 있어, 확
인이 필요합니다.
⑥ 간체를 번체와 같이 쓰시고 계시는데 번체로 통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지명
에서 ‘台’와 ‘臺’는 구별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있는 만큼 ‘臨鏡臺’와 ‘臨鏡台’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장용, 「‘태(台)대(臺)’자로 구성된 중국 지명의 한자음 표기고」, 『중국언어연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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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이야기의 서사적 발전 비교
- <쌀바위> 전설과 <우렁각시> 설화를 중심으로 장영창(나사렛대)

목 차
1. 서론
2. 서사의 변이와 발전
2.1

<쌀바위> 전설의 자료와 일반형 서사 구조

2.2. <여자농부 아랑이>의 서사구조
2.3

<우렁각시> 설화의 자료와 다양한 서사 구조

3. 서사 발전의 담화 유형과 변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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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우렁각시> 설화의 변이 모습과 변형 원리
4. 결론

1. 서론
이 논문은 이야기가 소박한 모티프에서 시작하여, 단순한 이야기로 변모하였다가, 점차 이
상적인 완전한 이야기로 변모 발전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여 서사의 변이와 발전을 살펴보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쌀이 무한정 나왔으면 좋겠다는 환상적인 소재차원의 단순한 모티프
에서 시작하여, <쌀바위> 전설의 소박한 이야기의 변모와 예쁜 각시와 행복하게 살아 보고 싶
다는 소망에서 다양한 이야기로 발전한 <우렁각시> 설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60여 편의 <쌀바위> 전설과 <여자농부 아랑이>라는 각 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변이를 유발하는 주요소를 ① 주요 인물 ② 이야기의 배경 공간 ③ 쌀이 나오는 양
④ 욕심을 내는 이유 ⑤ 많이 나오게 하는 수단과 방법 ⑥ 행위의 결과 ⑦ 전승명을 중심으로
비교 고찰한다. 그리하여 어느 부분에서 변이가 많이 생기고 왜 그러한지 원인을 살펴본다.
그리고 40여 편의 <우렁각시> 설화를 대상으로
방해자의 변이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① 만나는

장소 ② 보관 장소 ③ 변신 ④

<우렁각시> 설화는 단순한 소재의 변이 보다는

‘시련 – 극복 – 죽음’이라는 분기점에 의해, 각 편이 ‘①원형에서 ⑪동반 죽음형’으로 유형화
되는 것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서사 발전의 담화 유형과 변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자농부 아랑이>는
〈쌀바위 전설〉를 바탕으로 하여 ‘① 주요 인물 ② 이야기의 배경 공간 ③ 쌀이 나오는 양 ④
욕심을 내는 이유 ⑤ 많이 나오게 하는 수단과 방법 ⑥ 행위의 결과 ⑦ 전승명’의 모든 부분
에서 어떠한 변이가 이루어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렁각시>는

분기점에 의한 설화의 변이 모습을 살펴보고, ‘흥미, 현실인식, 소망의식’을 중심으로 변형의
원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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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바위 전설>에 관한 연구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증선1) 경상도에서 292편의 전설
을 채록했다. 그중에서 암석 전설에 해당하는 18편을 기자(祈子)암, 출산(出産)암, 생산 풍요
(生産豐饒)암, 성기 숭배(性器崇拜)암, 연정(戀情)암, 유래(由來)암 전설로 분류했다. 그 중에
쌀바위 전설을 생산 풍요암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했다. 강진옥은 11개의 유형으로 전설을 분
류하였고 이중에서 쌀이나 술이 나오는 전설 유형을 택해 전승 집단의 의식 구조를 연구하였
다. 조석래는 암석 전설 자료를 생식형, 풍요형, 기념비형으로 분류하였다. 쌀바위 전설을 풍
요형으로 분류하였다. 황인덕은 쌀바위 전설을 ‘미혈 전설’로 명하고 이 전설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하였다. 최철배2)는 기존 설화집에서 57편과 채록본 6편 총 63편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설화의 전승 양상과 변이의 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난 – 행운 – 고난의 순환구조와 잠재
금기와 금기 파괴를 통해 지나친 욕심을 화를 부른다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강태욱3)은 ‘장자못, 잃어버린 명당, 쌀바위 아기장수, 말무덤, 절맥(絶脈), 산이동, 오뉘힘내기,
설문데, 달래, 원귀(冤鬼)’의 11편의 전설 유형을 대상으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갈
등양상을 통해 전설 전승집단의 의식구조를 파악하였다.
<우렁각시> 설화에 관한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손진태4)는 <우
렁각시>설화의 발생지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 중국의 「백수소녀설화(白水素女說話)」와 그
내용의 유사함을 들어 중국 설화에서 우리의 나녀설화(螺女說話)가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김현
룡5)도 중국의 「백수소녀」,「오감(吳堪)」이야기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고, 유형을 단순하게
㉮형과 ㉯형으로 분류하였다. 유증선6)은 중국의 <전나정(田螺精)>설화가 한국 <우렁색시>설화
에 영향을 주고 한국 <우렁색시>는 다시 일본의 <합녀방(蛤女房)>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였다.
최래옥7)은 <우렁각시>설화를 관탈민녀형 설화라고 명명하였으며, 전삽화만 있으면 단순형, 전
후삽화가 다 있으면 복합형이라고 구조분석을 하였다. 김기창8)은 구조를 변신이라는 측면에서
기본형과 변이형Ⅰ, 변이형 Ⅱ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수자9)는 <우렁색시>설화의 전승 내용
을 7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A형 ㉯ A+B+C형 ㉰ A+B+D형

- 새와 나무형 ㉱ A+B+E형 – 원망노래형 ㉲ A+B+F형 – 새털벙거지형 ㉳ A+B+G형 – 내기
시합형’ 진은진10)은 단순형과 복합형으로 나누고, 다시 세분하여 아내내기형, 새털옷형, 원혼
형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최운식·김기창11)은 우렁색시 설화의 전승 양상에 따라 기본형과 변
이형 Ⅰ, Ⅱ로 나누고 이야기의 구조 분석을 통해 7개의 단락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유증선, 『영남의 전설 』, 형설출판사, 1974.
2) 최철배 『〈쌀바위 전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힉위논문, 1996. 2
3) 강태옥 『韓國傳說에 나타난 傳承集團의 意識構造 硏究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8
4) 손진태,『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7. 4.
5) 김현룡, 「나중미부설화 형성고」, P189-202, 『국어국문학 55-57 합병호』,국어국문학회,1972.
6) 유증선,「조개색시 구혼민담소고」,『한국민속학』5, 민속학회, 1972. 10.
7) 최래옥,「관탈민여형설화의 연구」,『장덕순선생화갑기념논문집』, 동화출판사,
1998. 1.
최래옥,「한국우렁각시 설화의 구조분석」,『한·중·일 설화비교연구』(최인학편), 민속원, 1999. 2.
8) 김기창,「전래동화에 나타난 변신양상과 의미- < 우렁이색시> 이야기를 중심으로」, 문학과 비평』5,
1988.
9) 이수자, 「우렁색시형 설화의 연구-변이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7』, 이화여 자대학교 이화어
문학회, 1984, P.157-183.
10) 진은진,「우렁색시 설화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1995. 8.
11) 최운식·김기창,「전래동화 개별 작품의 이해」,『전래동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8. 4.

78

2. 서사의 변이와 발전
처음의 이야기 TEXT 1은 하나의 모티프12)로서 단순하고 간단한 상태에서 출발한다. 다양
한 작가의 구술과 독자의 반응을 통해, 점차 발전된 이야기 TEXT 2,3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
한 반복적 발전을 통하여 이상적인 이야기 TEXT N으로 자리매김해 나간다. 이러한 서사의
변이와 발전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상적인 서사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을 도식화 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상적인 완전한 서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야기가 완전한 소통과 완전한 재현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야기는 설명과 서사와 묘사라는 서사 재현의 3대 양식을 활용하여 이상적
인 이야기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이 발전해 나간다. 이야기의 변이 발전이란 기존의 이
야기가 보다 완전한 재현과 소통을 위해 다양한 설명과 서사와 묘사를 통해 끊임없이 재창작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재현

텍스트
N
창작

텍스트

자


2
텍스트

수용
자

소통


1

데이터베이
스
[표] 서사 창작의 발전 모형13)
의 영역은 창작가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착상 차원의 모티프적 이야기이다.
의 영역은 창작가의 생각이 수용자에게 전파되어 가는 영역이며, 의 영역은 창작가의
표현력이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영역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의 영역을 추구하는데 독자
들이 창작가의 생각에 동의하며 창작가의 표현적이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가는 영역이

12) 이인화, 『스토리텔링 진화론』, 해냄, 2014, 81쪽.
모티프란 요정담이나 민담을 분석하는 민속 연구에서 처음 쓰였던 용어로서 스토리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동일한 내용 요소를 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랜 기간 여러 작품에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스토리 안의 다른 내용 요소들을 하나의 서사적 논리로 통합시키는 상황, 인물, 행위라고 할 수 있다.
13) 이인화, 『스토리텔링 진화론』, 해냄, 2014,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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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모든 이야기의 변이 발전이 추구하는 목표는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창작자
의 표현능력이 향상된 의 영역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쌀이 나오면 좋겠다는 소재차원의 단순한 이야기가 TEXT 1이다. 이러한 소재차
원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형상화 한 것이 TEXT 2의 <쌀바위> 전설인 것이다. 여기에 다양한
변이 요인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TEXT 3,4,5 가 된다. 이것이 근래에 이
르러 <여자농부 아랑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작품이 상대적으로

TEXT N이 되는 것이다.

2.1 <쌀바위> 전설의 자료와 핵심 서사구조
<쌀바위 전설>은 전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서사구조는 비교적 짧다.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14) 『한국구비문학대계』,15) 최상수의 『한국민간전설집』16), 유증선
의 『영남의 전설 』17), 한상수의 『충남의 전설 』18),

『서울시 역사』19), 『옥천군지』20), 『불교전

설99』21), 『서산민속지』22), 『한국민속종합보고서』23), 『조선문학』24)에서 채록된 <쌀바위> 전설
의 핵심 서사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느 곳에 작은 구멍이 있어 날마다 쌀이 식구 수만큼의 분량씩 나온다.
(2) 누가 욕심이 나서 쌀을 많이 내려고 구멍을 크게 하였더니
(3) 그 뒤부터는 쌀이 나오지 않고 물만 흘러 나왔다.25)
2.1.1. <쌀바위> 전설의 핵심요소와 변이 형태

14) 임석재, 『임석재전집 3 한국구전설화』편안북도편Ⅲ ‘쌀이 나오던 바위’, 평민사, 1995, 36쪽.
강원도편 ‘쌀 구멍’, 평민사, 1995, 105쪽, 충청남도편 ‘쌀바위’ ‘쌀이 나오던 바위’ ‘쌀이 나왔던 고
목’, 평민사, 1993, 224-225쪽. 전라북도편Ⅰ ‘쌀 나오던 바위’ ‘쌀바위’, 평민사, 1990, 28-29쪽. 경
상남도편Ⅰ ‘쌀이 나오던 성명굴’, 평민사, 1996, 32-33쪽. 경상북도편 ‘쌀 나오던 바위’, 평민사,
1999, 23-24쪽.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4-1』, ‘쌀 나오는 바위’, 이영래 구연, 415-416쪽.
‘쌀 나오는 구멍’, 이종만 구연, 56-57쪽. , ‘쌀 나오는 구멍’, 김정균 구연, 138-139쪽. '쌀 나
오는 구명(1)‘ ‘쌀 나오는 구멍(2)’, 박영희 구연, 197-198쪽. ‘쌀 나왔던 영천굴(1)’, 혜권스님 구연,
127-128쪽.
, ‘쌀 나왔던 영천굴(2)’, 지종기 구연, 129-130쪽. ‘쌀 나오는 구멍’, 허수선 구연, 285쪽.
, ‘쌀 나오는 구멍 삼승령’, 권태방 구연, 45-46쪽. , ‘쌀 나오는 구멍’, 정세원 구연, 779.쪽
‘쌀 나오는 바위’, 김창원 구연, 1095-1096쪽. , ‘쌀 나오는 구멍’, 안용인 구연, 93-94쪽.
16)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성문각, 1985, 62-69쪽
17) 유증선, 『영남의 전설 』, 형설출판사, 1974.
18) 한상수, 『충남의 전설 』, 어문각, 1986
19) 서울특별시 역사편집위원회, 『서울시 역사』, 문화공보국, 1990, 1170쪽
20) 옥천군지편찬위원회, 『옥천군지』, 옥천군, 1992, 1107쪽
21) 최정희, 『불교전설99』, 우리출판사, 1986, 296쪽
22)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서산민속지』, 서산문화원, 1987, 150-151쪽
23) 문화공보부, 『한국민속종합보고서』, 문화재 관리국, 1969, 332쪽
24) 최운식, 『조선문학』태학사, 1995, 280쪽
25) 강태옥, 『韓國傳說에 나타난 傳承集團의 意識構造 硏究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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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록된 이야기의 내용을 핵심요소와 변이 형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핵심요소
① 등장인물
② 쌀이 나오는 장
소
③ 쌀이 나오는 양

변이 형태
58편이 중, 5편이 나무꾼, 영감, 어린이, 젊은이로 변이된다.
58편이 절, 5편 쌀바위, 구멍바위, 약수터, 굴로 변이된다.
식구들이 먹을 만큼, 배고픔을 견딜 만큼, 4홉, 2되, 조금만 등으로

④ 욕심을 내는 이

변이된다.
욕심, 늘어난 식구, 떡이 먹고 싶어, 수지를 맞추기 위해, 부자가 되

⑤ 많이 나오게 하

기 위해 등으로 변이된다.
부지깽이, 괭이, 꼬챙이, 작대기, 지팡이, 회초리, 송곳 등으로 변이

유
는 방법과 수단
⑥ 행위의 결과
⑦ 전승명

된다.
물, 피, 바람, 뜸물, 노랑물, 새가 나옴, 구멍만 남

등으로 변이된다.

쌀 나오는 바위, 불당골 전설, 석샘이, 도가니바위, 행자의 욕심, 천
량암 등으로 변이된다.

표로 제시한 내용을 특징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은 변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① 주요 인물 - 욕심을 부리는 인물은 ‘중’이 대부분이지만, 약간의 변이가 나타나기도 한
다.
② 이야기의 배경 공간 - 쌀 나오는 형상물이 있는 배경 공간은 대부분 ‘절’이다. 주요인물
과 배경공간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요인물과 배경공간은 일정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그 외 핵심요소는 이야기의 흥미성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다양한 변화
의 의미를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③ 쌀이 나오는 양 – 쌀의 양은 다양하게 표현된다. 하지만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충분하
지 않고 적은 양임을 강조하고 있다.
④ 욕심을 내는 이유 – 욕심을 내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 그냥 욕심이라고 직설적으로 표
현한 것도 있지만,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변이가 활성화 되고 있다.
⑤ 많이 나오게 하는 수단과 방법 - 구멍을 파는 도구로는 ‘지팡이’ ‘막대기’ ‘꼬챙이’ ‘괭
이’ ‘송곳’으로 변이된다. 이러한 도구의 공통점은 구멍을 팔 수 있는 가늘고 길거나 날카로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다양한 소재를 나열하지만 일정한 공통적 성질을 공유하고 있
다.
⑥ 행위의 결과 – 쌀 대신에 나오는 대체물은 ‘물’ ‘바람’ ‘까투리’ ‘붉은 핏물’로 대체 되거
나 또는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다. 이것의 의미는 욕심이 지나쳐서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
하게 된다는 경고적 교훈을 제시하는 것이다.
⑦ 전승명 – 일반적인 명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암, 바위, 석 등을 활용한다. 그러면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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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조하여 그 지역의 이름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2.1.2. <쌀바위> 전설의 일반적 서사구조와 고정된 패턴
이것을 변이성과 변이요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 한적한 산 속에 있는 절에 스님이 수도를 하고 있었다.
(2) 절의 부근에 있는 바위에서 우연히 쌀이 나오고 있었다.
(3) 늘 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쌀이 나왔다.
(4) 어느 날 스님이 쌀을 보고 욕심이 생겼다.
(5) 쌀 나오는 구멍을 부지깽이로 쑤셨다.
(6) 쌀이 안 나오고, 물이 나왔다.
(7) 그래서 이 지역의 쌀 나오는 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26)
이처럼 <쌀바위> 전설은 ① 주요 인물과 ② 이야기의 배경 공간에서는 별다른 변이를 하지
않는 반면에 ③ 쌀이 나오는 양 ④ 욕심을 내는 이유 ⑤ 많이 나오게 하는 수단과 방법 ⑥ 행
위의 결과 ⑦ 전승명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변화한다. 이러한 소재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쌀바위> 전설의 이야기의 논리적 역사적 서사구조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2.2. <여자농부 아랑이>의 서사구조
오랜 세월동안 <쌀바위> 전설이 전승되어 오면서도 일관된 서사구조와 고정된 패턴을 유지
한 것과 다르게 근래에 나온

<여자농부 아랑이> 이야기는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2.2.1. <여자농부 아랑이>의 확장된 서사 구조
<여자농부 아랑이> 서사 구조를 줄거리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거지부부
(1) 흰 눈이 펄펄 내리는 어느 날 밤, 어느 집 처마 밑에서, 거지부부가 추위에 떨고 있다.
거지아내는 벙어리이며 임신을 했다.
(2)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부부에게, 한 동자승이 솔뫼골 쌀바위 고개에 가서 살라고

논과

집문서를 전해 준다.
(3) 그러면서 동자승은 “논에 있는 쌀바위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당부하고 떠난다.
(4) 거지부부는 동자승에게 우연히 얻은 집과 논으로 인해 익숙하지 않고 힘든 농사일을 하
면서도 한없이 행복하다.
2. 점백이네 아저씨
(5) 이웃집 점백이 아저씨가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고 소도 빌려 주어서 거지 부부는 많

26) 최철배 , 『〈쌀바위 전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힉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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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7쪽

은 도움 받는다. 같이 일하는 도중에 논에 있는 쌀 바위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6) 그해 첫 추수할 때 아랑이도 태어난다.
3. 아버지와 소
(7) 거지 남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옆집 점백이 아저씨와 같이 소도 사고 논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하지만 거지 아내는 반대한다.
(8) 그러나 결국에는 거지남편이 점백이 아저씨에게 돈을 빌려 소를 산다.
(9) 소를 활용하여 농사를 지으니 점점 재산이 늘어난다. 그러자 갑자기 동자승이 찾아와
집문서와 논문서를 돌려 달라고 할까봐 두려워한다.
4. 쌀바위와 동자승
(10) 남편은 쌀바위만 없으면 동자승이 찾아와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장정들을 모아 쌀바위를 뽑아내려고 하나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남편은 반대하는
아내가 외출한 사이에

쌀바위를 폭파시킨다.

(11) 산산이 부서진 쌀바위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금덩이가 나와 남편은 횡재한다.
(12) 거지 아내는 점백이네 집안일을 도와주고 돌아오다가, 쌀바위 고개를 폭파한 후에 날
아온 바윗덩어리에 맞아 싸늘한 시체가 된다.
5. 금단지
(13) 남편은 아내를 잃은 이후, 동자승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금덩이를 누가 훔쳐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욱 커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딸 아랑이도 버려두고 금덩어리를 갖
고 몰래 도주한다.
6. 아랑이와 동자승
(14) 아버지가 도주하자 배신감에 젖은 점백이 아저씨가 화가나서 아랑이를 괴롭힌다.
(15) 아랑이는 샘물 옆에 돌로 된 동자승을 발견하게 되고, 동자승과의 대화를 통해 위로를
얻게 된다.
(16) 아랑이 아버지는 노름으로 모든 재산을 잃고 병이 들어 돌아온다.
7. 쌀바위 논과 구경꾼
(17) 아랑이는 쌀바위 논을 점백이 아저씨에게 팔고 그 돈으로 아버지 병을 고친다.
(18) 점백이 아저씨는 쌀바위 논에 아랑이 부녀가 농사를 짓게 해준다.
(19) 그러면서 금덩이가 나온 터, 아랑이 엄마 무덤, 눈물 흘리는 동자상을 이용하여 구경거
리로 만들어 구경하러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장사를 한다.
8. 쌀바위 고개
(20) 며칠동안 비가 내려 구경꾼들은 점백이 아저씨네 집에 발이 묶이고 쌀이 떨어져서 점
백이 아저씨에게 책임지라고 협박한다. 이에 다급해진 점백이 아저씨는 아랑이 아버지를 찾아
와 쌀을 팔라고 하나, 아랑이 아버지는 자신을

구경거리로 만든 점백이 아저씨가 괘씸해서

쌀 파는 것을 거절한다.
(21) 아랑이는 거지시절에 구걸하면서 살았던 생활을 말하며 아버지를 설득한다. 이에 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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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버지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며 배고픈 이웃에게 밥을 나눠준다.
(22) 아랑이가 동자상을 찾아가 쌀바위 고개에는 배고픈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숲길을 내
려온다. 아랑이의 몸에서 환한 빛이 새어 나온다.
〈쌀바위 전설〉에 비해 그 줄거리와 내용이 수사적 논리적 확장을 이루었다. (1)-(22)는 줄거
리의 흐름대로 서술한 것이고, 1-8은 줄거리의 핵심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이다.
2.2.2. <여자농부 아랑이>의 핵심요소와 변이 형태의 의미
<여자농부 아랑이>는 〈쌀바위 전설〉보다 내용이 많이 변화 되었다. 핵심 요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핵심요소

변이 형태
<쌀바위 전설>에서는 등장인물이 두 명 정도로 압축되어 있으나,

① 등장인물

<여자농부 아랑이>에서는 거지부부, 점백이 아저씨, 아랑이, 마을
사람들로 등장인물이 확장된다.

② 쌀이 나오는 장
소

<쌀바위 전설>에서는 ‘바위’ ‘돌’ ‘부엌 한 구석’에서 직접 쌀이
나오지만 <여자농부 아랑이>에서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것으로 설정
되었다.

③ 쌀이 나오는 양

농사를 짓는 노동에 비례하여 많은 양이 나오게 된다.

④ 욕심을 내는 이

처음에는 소를 이용하여 더 쉽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유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욕심을 낸다.
<쌀바위 전설>에서는 쌀이 나오는 구멍을 직접 파야 하기에 ‘지
⑤ 많이 나오게 하

는 방법과 수단

팡이’ ‘막대기’ ‘꼬챙이’ ‘괭이’ ‘송곳’으로 변이되어 나온다. 하지만
<여자농부 아랑이>에서는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하므로 이러한 도구
는 나오지 않고 황소를 구입하는 이야기로 전환되었다.
<쌀바위 전설>에서는 욕심을 부리는 것에 대한 징계로 쌀 대신에

⑥ 행위의 결과

‘물’ ‘바람’ ‘까투리’ ‘붉은 핏물’이 나오며 더 이상 쌀이 나오지 않
게 된다. 하지만 <여자농부 아랑이>에서는 쌀바위를 폭파한 후에
묻혀 있는 금덩이가 나오는 것으로 크게 변하였다.

⑦ 전승명

생략되었다.

<여자농부 아랑이>에서는 인물에 대한 변이가 많이 나타난다. <쌀바위> 전설에서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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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이 두 명 인데 반하여, <여자농부 아랑이>에서는 거지부부, 점백이 아저씨, 아랑이,
마을 사람들로 구성원이 확대 되고, 이들의 성격 묘사도 수사적 논리적 변형이 나타난다. 그
리고 ⑥ 행위의 결과도 <쌀바위> 전설에서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데 반하여, <여자농부 아
랑이>에서는 쌀바위를 폭파한 후 예상치 못한 금덩이가 나오고 이로 인해 새로운 국면으로 전
개된다. 그러면서도 욕심을 내고 이 욕심으로 인해 좌절하게 된다는 기본 핵심 서사는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아랑이 아버지가 욕심으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고 파산하게 되는데, 이
러한 물질적 좌절을 동자승과 아랑이의 정신적 치유로 인해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
되는 구조이다.

2.3 <우렁각시> 설화의 자료와 다양한 서사 구조
<우렁각시>)설화는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설화이다. 그 제목도 우렁속의 미녀, 논 고
동, 우렁미인, 조개색시 민담, 우렁색시, 골부리각시,달팽이각시, 우렁에서 나온 각시, 우렁이
와 총각, 소라우렁과 결혼한 총각,우렁각시, 고동각시, 잉어각시, 나부(螺婦), 나녀(螺女), 전나
(田螺)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리며 전승되고 있다.
2.3.1. <우렁각시> 설화의 서사구조와 변이 형태
<우렁각시> 설화의 기본적인 서사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외롭고 가난한 총각이 있었다.
(2) 논일을 하다가 우연히 우렁이를 발견하고 물독에 넣어 둔다.
(3) 일을 하고 돌아와 보면 밥을 해놓아 의심을 갖는다.
(4) 어느 날 몰래 보니 우렁이가 색시로 변해 밥을 해 주는 것을 발견한다.
(5) 함께 부부가 되어 잘 살았다.
그런데 <우렁각시> 설화는 이러한 기본 서사 외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우렁각시 부부
의 삶에 위협을 주는 시련을 중심으로 ‘시련 극복형’과 ‘시련 좌절형’으로 이야기가 분기되고
확장된다. 이러한 이야기의 서사구조를 일반화 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외롭고 가난한 총각이 있었다.
(2) 논일을 하다가 우연히 우렁이를 발견하고 물독에 넣어 둔다.
(3) 일을 하고 돌아와 보면 밥을 해놓아 의심을 갖는다.
(4) 어느 날 몰래 보니 우렁이가 색시로 변해 밥을 해 주는 것을 발견한다.
(5) 함께 부부가 되어 잘 살았다.
(6) 총각은 각시에게 결혼해 달라고 조르지만 각시는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한다.
(7)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우렁각시와 총각은 같이 산다.
(8) 우렁각시가 원님(혹은 임금)에게 노출된다.
(9) 우렁각시를 빼앗기는 시련이 생긴다.
(10) 이 시련을 극복하거나 좌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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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양한 서사구조를 핵심요소와 변이 형태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핵심요소
① 만나는

장소

변이 형태
논밭이 가장 많다.
(들, 물항, 담배밭, 땅속, 큰바위, 풀 포기, 우물, 잔디밭, 웅덩이)

② 보관 장소

물독이 일반적이다.

③ 변신

예쁜 각시로 변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선녀로 변하는 것도 있다.

④ 방해자

농 속에 두었다는 것이 그 다음으로 많다.

원님이 일반적인 형태이고, 다음으로

임금, 감사, 天帝, 부자 등의

순으로 방해자가 등장한다.

<우렁각시>설화의 유형은 이야기의 도입 부분에 ‘이 밭을 갈아 누구하고 먹을꼬’ 라는 푸념
과 “나하고 먹지 누구하고 먹어” 라고 화답하는 형태로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면서
총각과 우렁 각시가 만나는

장소는 논밭이 일반적인 곳이고, 이에 대한 변이 형태로 들, 물

항, 담배밭, 땅속, 큰 바위, 풀 포기, 우물, 잔디밭, 웅덩이 등 다양하게 나온다. 우렁각시를
보관하는 장소는 물독이 16편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 속에 보관한다. 우렁이의 변신 색
시, 각시가 대부분이고 선녀로 변하는 것도 한 편 있다. 부부의 행복을 방해하는 방해자로는
일반적으로 원님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임금, 감사, 천제(天帝), 부자 등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우렁이가 여인으로 변하여 함께 부부가 되어 살았다는 단순한 구성으로 오랫동안 구전되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야기라는 것은 한두 번 들을 때는 괜찮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여 들을 때에는 식상하게 된다. 그러자 이야기꾼들이 이야기를 덧붙여 더 흥미 있고 재
미있게 이야기를 구성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불행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행복한 이야기일 수
도 있다. 이것이 후반부를 이루어 다양한 서사구조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2.3.2. <우렁각시> 설화의 분기점에 따른 각 편의 변이 형태
<우렁각시> 설화는 서사의 분기점에 따라서 각 편의 분화 발전하는 변이 형태를 지니고 있
다. 예쁜 여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다는 모티프적 이야기가 청자의 호응을 받아 만들어
졌다. 그러다가 이러한 행복한 삶에 부당한 권력의 횡포가 일어난다는 현실 인식 반영하여 시
련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시련에 무기력하게 좌절하는 이야기 유형이 만들어진다. 그러다
가 민중들의 소망인 가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고자하는 의식을 반영하여 시련을 극
복하는 다양한 서사가 확장 발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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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점

분기점 2

1

분기점

분기점 4

3

극복으로
인한 재결합
행복한
죽지

부부의 삶을

시련

추구하는 꿈

않음
좌절로

총각만

인한 분리

죽음
각시도

죽음

죽음

각편 유형
원형 11편
내기형 5편
옷바꿔입기형 8편
추녀형 1편
호소형 1편
원망형 1편
다른 여자형 2편
고을원님형 1편
새형 7편
꽃-참빗형 1편
동반 죽음형 3편

이러한 구도하에 구체적인 변이형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형
<표1> 원형 자료
번호

설화명

출처

지역

1

우렁색시

한국구비문학대계4-5

충남 부여{홍산}

2

우렁각시

한국구비문학대계4-6

충남 공주(유규)

3

허물 벗고 행복하게 산 우렁각시

한국구비문학대계5-2

전북 전두(동완사)

4

우렁에서 나온 처녀(1)

한국구비문학대계5-4

전북 옥구(서수)

5

우렁색시

한국구비문학대계5-4

전북 곡구(성산)

6

소라 우렁과 결혼한 총각

한국구비문학대계5-5

전북 정읍(고부)

7

우렁이 속에서 나온 미인

한국구비문학대계6-9

전남 화순(이서)

8

우렁이 속에서 나온 처녀

한국구비문학대계7-5

경북 성주(벽진)

9

우렁이에서 나온 각시

임석재전집 한국구비설화7

전북 익산(삼기)

10

골뱅이 색시

영남구전자료집1

경복 문경(가은)

11

고동각시와 노총각

영남구전자료집2

경남 산청(오부)

원형의 기본 서사구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 총각이(어머니와) 가난하게 살다.
b. 총각이 일을 하다 한탄하자 어디선가 응답하는 소리가 들린다.
c.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우렁이가 있어 집으로 가져가 보관한다.
d. 일을 하고 오면 밥상이 차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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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이상히 여긴 총각이 몰래 지켜본다.
f. 우렁이가 있던 곳에서 예쁜 각시가 나오는 것을 보고 붙잡는다.
g. 총각은 각시에게 결혼해 달라고 조르지만 각시는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한다.
h. 시간을 기다려 우렁각시와 총각은 행복하게 산다.
각 편의 특징을 먼저 ‘금기의 유무에 따라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자료 1. 5. 7은
금기가 나오지 않는다. 자료8은 금기가 제시되나 총각이 참지 못하자 우렁각시가 다른 방법
(동내 어른께 알림)을 제시하여 총각이 해결하고 결혼한다. 자료10은 금기가 제시되었으나 총
각이 금기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역할에 따라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우렁각시>설화에서는 어머니가
하는 역할이 거의 없다. 단지 시작부분에서 처음 소개되기만 한다. 원형에서는 대부분 어머니
가 나오지 않으며, 등장인물로 설정되었어도 설화 내용 전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료11편에서 어머니는 총각이 우렁이를 어디에 둘지 알려주거나, 아들이 하는 말을 지키는 역
할을 한다. 즉 다른 <우렁각시>설화 달리 총각을 돕는다.
② 시련을 극복하고 재결합하는 유형
<표2> 시련을 극복하여 재결합
번호

설화명

출처

지역

유형

1

우렁이 마누라 얻은 총각

한국구비문학대계3-4

충북 영동(용산)

내기형

2

달팽이(우렁이)각시

한국구비문학대계4-2

충남 대덕(기성)

3

우렁색시(2)

한국구비문학대계5-2

전북 전주(풍남)

4

우렁색시(3)

한국구비문학대계5-2

전북 전주(풍남)

5

남편을 가르친 우렁색시

한국구비문학대계5-3

전북 부안(줄포)

옷 바 꿔
입기형
옷 바 꿔
입기형
옷 바 꿔
입기형
내기형

6

우렁에서 나온 처녀

한국구비문학대계5-4

전북 옥구(서수)

7

고동처녀 덕에 임금된 조서방

한국구비문학대계7-4

경복 성주(대가)

우렁이 색시 덕에 임금된 사

한국구비문학대계
7-16
한국구비문학대계
7-18
한국구비문학대계8-7

경복 선간(고아)

경남 밀양(무안)

옷 바 꿔
입기형
옷 바 꿔
입기형
옷 바 꿔
입기형
옷 바 꿔
입기형
내기형

한국구비문학대계
8-14
한국구비문학대계9-3

경남 하동(옥종)

추녀형

제주 남제주(안
덕)
평북 선천(군산)

내기형

전북 무주(복)

호소형

8
9
10

람
돌이 변한 여인과 살다 임금
된 총각
우렁이 각시

11

고동각시

12

고기가 사람된 이야기

13

우렁이에서 나온 색시

14

우렁이에서 나온 각시

15

우렁이 각시 이야기

임석재전집 한국구비
설화1
임석재전집 한국구비
설화7
영남구전자료집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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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 예천(호명)

전북 창령(대합)

내기형

옷 바 꿔
입기형

시련을 극복하고 재결합하는 유형의 기본 서사구조는 다음과 같다.
h.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우렁각시와 총각은 같이 산다.
I.우렁각시가 원님(혹은 임금)에게 노출된다.
j.우렁각시를 빼앗기거나 빼앗길 뻔 하였으나 시련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산다.
각 편의 특징을 ‘금기의 유무와 금기 수행 여부’로 분석하면, 자료 3․ 4․ 8․ 12는 금기가 제
시되지 않았다. 자료 1․ 5․ 9․ 13․ 15는 금기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충실히 지킨다. 자료 2․
6․ 7․ 10․ 11․ 14는 금기가 있으나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시련 원인에 따른 분류로 분석하면, 시련을 겪게 되는 직접적 원인이 화상 (자료 2․
6․ 9․ 10․ 13․ 15)이나 소문 (자료1․ 5․ 12) 서기(瑞氣) (자료 3․ 4․ 7․ 8․ 11․ 14) 때문인 것으
로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자료 1․ 5․ 10․ 12․ 13에서는 우
렁각시를 빼앗기게 된 총각이 (우렁각시의 지시 혹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원님과 내기에서
이긴다. 자료 2․ 3․ 4․ 6․ 7․ 8․ 9․ 15에서는 웃지 않는 우렁각시를 원님 앞에서 웃게 하여 원
님과 옷을 바꿔 입는다. 자료 11은 원님에게 끌려간 우렁각시가 스스로 얼굴을 옥바가지처럼
만들어 내쫓기게 되어 총각을 찾아간다. 자료 14는 총각이 대궐을 찾아 가 엉엉 울면서 사정
사정하여 각시를 찾아온다.
③ 이별 후, 죽지 않음
<표> 죽지 않음
번호

설화명

출처

지역

유형

1

총각과 달팽이 처녀

한국구비문학대계2-8

강원 영월(영월)

8

고동각시

한국구비문학대계6-5

전남 해남(삼산)

9

땅강아지 처녀와 총각

경복 군위(소보)

12

우렁이에서 나온 각시

한국구비문학대계7-1
2
임석재전집
한국구비설화10

고을
원님
다른
여자
다른
여자
원망

경남 하동(하동)

총각이 각시와 이별하게 되는 불행을 격게 되지만 총각이 죽지 않는 서사도 있다. 이의 기
본 서사구조는 다음과 같다.
h.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우렁각시와 총각은 같이 산다.
I.우렁각시가 원님(혹은 임금)에게 노출된다.
j.원님(혹은 임금)이 우렁각시를 납치한다. - 총각은 슬퍼하다 다른 방법을 취한다.
이 서사의 각 편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료1은 총각이 노력하여 고을원님이 된다. 자료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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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총각이 다른 여자를 얻어 살아간다. 자료12는 색시를 빼앗긴 총각이 그냥 원망하는 부분에
서 끝난다.
④ 이별 후, 총각만 죽음
<표> 총각만 죽음
번호

설화명

출처

지역

유형

2

우렁각시

한국구비문학대계4-6

충남 공주(의당)

새

3

우렁각시(1)

한국구비문학대계5-2

전북 전주(풍남)

4

우렁각시(2)

한국구비문학대계5-2

5

참빗이 된 우렁이 처녀

한국구비문학대계5-2

전북
전주(서서학)
전북 전주(고산)

6

우렁색시

한국구비문학대계5-7

전북 정읍(북)

7

우렁색시

한국구비문학대계5-7

전북 정읍(칠보)

새

10

구술각시

경기 양평(용문)

새

11

우렁이에서 나온 각시

전북 전주(전주)

새

13

고동처녀 이야기

임석재전집
한국구비설화5
임석재전집
한국구비설화7
영남구전자료집2

경남 산청(신안)

새

멸치장
사-죽음
새
꽃
-참빗
새

이별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총각이 죽는 서사가 나온다. 이것의 기본 서사구조는 다음과
같다.
h.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우렁각시와 총각은 같이 산다.
I.우렁각시가 원님(혹은 임금)에게 노출된다.
j.원님(혹은 임금)이 우렁각시를 납치한다. -총각은 슬퍼하다 죽어 새가 된다.
각 편의 특징을 ‘비극의 원인’으로 살펴보면, 자료 ․2․5․6․․11․13는 시간 금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자료 2․3․4․5․6․10․11․13는 시어머니 대신 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원인
이 된다.
그리고 ‘죽음과 그 이후의 모습’으로 분류하면, 자료3은 총각이 각시와 이별 후에 멸치장사
를 한다. 그러다가 우연히 각시를 보고는 애가 타서 죽는다. 자료 2․4․6․7․10․11․13는 총각이
죽어 새가 된다. 이중에 자료 2․6․10은 새가 된 총각이 원님에 의해 혹은 그냥 죽어 각시가
묻어준다. 자료 5는 총각이 죽어 꽃이 되었다가 참빗이 되었다고 하여 죽음 후의 재생이 나타
난다.
⑤ 이별 후, 각시도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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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각시도 죽음
번호

설화명

출처

지역

1

우렁 속에서 나온 미인

한국구비문학대계5-1

전북 남원(송동)

2

병속에서 나온 색시

한국구비문학대계5-5

전북 정읍(정우)

3

우렁이에서 나온 각시

임석재전집
한국구비설화7

전북 장수(장수)

이별 후, 총각이 죽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각시도 죽는 서사가 있다. 기본 서사구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우렁각시와 총각은 같이 산다.
I.우렁각시가 원님(혹은 임금)에게 노출된다.
g.원님(혹은 임금)이 우렁각시를 납치한다.
k.총각은 슬퍼하다 죽어 새가 된다.
l.각시도 슬퍼하다 죽는다.
각 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이 유형에 제시된 세편의 자료는 모두
어머니가 존재하여 어머니가 아들의 비극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자료 1의 경우는 우
렁각시를 버리고 아들을 죽게 하는 직접적인 인물이 어머니다. 자료 2에서는 총각이 원님에게
3번이나 죽임을 당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각시를 원님에게 빼앗겨 애통해하다 죽는
장면이다. 원님이 총각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죽음의 원인이 원님에 게 각
시를 빼앗겼다는 점임을 감안할 때 원님에 의한 죽음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총각이 죽어
재생한 새가 각시에게 날아가 울자 원님이 머리를 때려 죽게 되는 장면이다. 그리고 세 번째
는 각시가 죽은 새를 묻어 주자 그곳에서 열두 꽃송이가 피지만 다시 원님에 의해 뽑히게 되
는 장면이다. 이렇게 총각이 재생된 자연물도 원님에 의해 죽게 되자 결국 각시도 자살한다.

3. 서사 발전의 담화 유형과 변이의 의미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한 개인에 의해 전적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다. 이야기
는 오랜 기간 동안의 전승과 변이가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이야기의 모티프에 의해 동기화되
고, 작가의 의도와 문필력에 의해 향상된다. 이야기의 변형정도는 수사적 변형, 논리적 변형,
역사적 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27)

예를 들어

‘춘향 이야기’의 서사적 전통의 연쇄적인 변

이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7) 이인화, 『스토리텔링 진화론』, 해냄, 2014, 92쪽.
수사적 변형은 하나의 모티프 내에서 확대, 축소, 복사가 일어나는 변형이다.
논리적 변형은 이야기의 서사구조를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역사적 변형은 모티프가 적용되는 사회 혹은 모티프가 적용되는 사회적, 역사적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변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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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유형

사례

전승 운반자에 의해 단순 구
연된 담화

전승

창의적인

이야기꾼에

의해

각색된 담화

변이

할아버지의 <춘향전> 이야기
전기수의 <춘향전>이야기
(傳奇叟 : 조선 후기 전문 설화

수사적 변형

구연자)

유형화된 개인적 담화
개인성을

변형의 원리

주장하는

담화

신재효 본 <춘향전>
예술적

김대우 감독의 <방자전>

수사적,

논리적

변형
수사적,

논리적,

역사적 변형

표 이야기의 변이 과정28)
<춘향전> 이야기는 염정 설화, 암행어사 설화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 판소리 <춘향가>가 성
립되었다. 그 후 19세기 중엽 신재효 등의 주도 아래 판소리 사설의 개작과 정리, 출판이 이
루어지면서 유형화된 개인적 담화29)가 되었다. 신재효는 기존의 이야기를 수사적, 논리적으로
변형 하였다. 이후 현대에 들어오면서 소설, 영화, 드라마,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로
변이 발전한다.30) 현대에서 구현된 <춘향전> 스토리들은 유형화된 개인적 담화와 개인성을 주
장하는 예술적 담화31) 사이에 놓여 있다. 2010년에 이르러서야 완전한 변이형, 개인성을 주장
하는 예술적 담화라고 규정할 수 있는 작품이 출현하는데, 바로 김대우 감독의 <방자전>이다.
<방자전>은 ‘계급을 초월한 사랑’ 모티프에 분명한 논리적 변형을 일으킨다. 행위자(방자)는
계급적 차이가 큰 남자(이몽룡)와 사랑에 빠진 행위수용자(춘향)와 사랑에 빠진다. 그 결과 소
재를 동기화하는 방식 자체가 변했고 새로운 주제에 의한 새로운 작품이 나타났다.32) 방자전
은 기존의 이야기를 수사적, 논리적, 역사적으로 변형 하였다.

3.1. <여자농부 아랑이>의 변이 모습과 변형 원리

28) 이인화, 『스토리텔링 진화론』, 해냄, 2014, 91쪽.
29) 이인화, 『스토리텔링 진화론』, 해냄, 2014, 92쪽.
장영창, 『판소리 문화 확산에 관한 연구 - 복잡계 이론을 중심으로 -』,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67쪽.
춘향 이야기의 발전 단계를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에 맞추어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안정기 - 기존의 예술이 각각 존재하는 시기이다. 설화는 설화대로 구전되고, 노래는 노래대로 각각
향유되는 시기이다.
 혼돈기 - 설화의 타령화 단계 또는 초기 춘향전 형상화 단계는 새로운 작품을 시도하는 시기이다.
 촉매, 새로운 에너지 주입 - 광대들이 경향 각지로 돌아다니며, 판소리를 공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예능이 도입되는 시기이다.
 임계점 - 신재효는 판소리 발전을 위해 후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소리 내용을 첨삭하고, 단가를
만들고, 제자를 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판소리가 창발하게 된다.
30) 장영창, 『판소리 문화 확산에 관한 연구 - 복잡계 이론을 중심으로 -』,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2012, 102-133쪽
31) 이인화, 『스토리텔링 진화론』, 해냄, 2014, 92쪽.
32) 이인화, 『스토리텔링 진화론』, 해냄, 2014,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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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농부 아랑이>에 나타난 이야기의 변이 모습과 변형 원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핵심요소
① 등장인물
② 쌀이 나오는
장소
③ 쌀의 양
④ 욕심의 원인

변이 모습

변형 원리

동자승과 거지부부, 점백이 아저씨, 아랑이, 마을 사람들

수사적,

로 등장인물이 확장된다. .

논리적 변형
수사적,

농사짓는 논으로 변이된다.

논리적 변형

설화에는 노동과 상관없이 적은 양이 나왔다.

수사적,

동화에서는 노동에 비례하여 쌀이 나온다.

논리적 변형
수사적,

소를 이용해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

논리적 변형

⑤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과 수

수사적,

쌀바위를 폭파한다.

논리적 변형

단
쌀바위를 폭파한 후에 예상치 못한 금덩이가 나와 횡재
⑥ 행위의 결과

했으나, 이것으로 인해 두려움이 생겨 모든 것을 잃게
된다.

⑦ 전승명

생략

수사적,
논리적 변형
역사적 변형

<여자농부 아랑이>는 〈쌀바위 전설〉를 바탕으로 하여 ① - ⑥의 모든 부분에서 수사적 논
리적 개작이 이루어졌다. ⑦ 전승명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아예 생략하였다.

3.2. <우렁각시> 설화의 변이 모습과 변형 원리
<우렁각시> 설화는 분기점 생성으로 인해 각 편이 유형화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원형에
서 생기는 최초의 분기점은 방해자로 인해 이별이라는 시련의 발생이다. 이러한 시련의 극복
과 좌절이라는 분기점으로 인해 재결합하는 낭만적 결과의 이야기 구조와 비극적 결과라는 이
야기 구조로 크게 나누어지게 된다. 그 후 시련 극복으로 인한 재결합은
꿔입기형 ④ 추녀형 ⑤ 호소형으로 분화 발전된다.

② 내기형 ③ 옷바

그리고 좌절로 인한 분리의 유형은 죽지

않음과 죽음으로 나누어지고, 죽음은 또 다시 ‘총각만의 죽음’과 ‘각시도 죽음’으로 유형이 분
화된다. 이것을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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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점 1

분기
점 2

분기
점 3

분기
점 4

극복

각편 유형

변형의 원리

① 원형 11편

원형 유지

② 내기형 5편

내기시합으로 흥미유발

③옷바꿔입기형

으로

8편

인한

반전으로 교훈강조

④ 추녀형 1편

각시의 지혜

한

⑤ 호소형 1편

임금에게 호소

부부의

⑥ 원망형 1편

체념적 원망

행복

삶을

재결합

죽지

시련

추구하
는 꿈

⑦ 다른 여자형

않음

2편

좌절
로 인한
총각

분리
죽음

만 죽음
각시
도 죽음

새로운 극복을 시도

⑧ 고을원님형 1편

스스로 자수성가

⑨ 새형 7편

비극적 죽음

⑩ 꽃-참빗형 1편

비극적 죽음의 강화

⑪ 동반 죽음형

슬픔에 대한 각시의

3편

동조

<우렁각시> 설화는 예쁜 여자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는 소박한 모티프적 이야기가
존재 유지되어 오다가 변화하게 된다. 변화의 한 획은 힘 있는 자가 총각의 아내를 빼앗는 다
는 권력자의 횡포가 첨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실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생존논리와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비극적 현실은 총각이 죽지 않고 생기는

⑥ 원망형 ⑦

다른 여자형 ⑧ 고을원님형 유형과 죽음으로써 생기는 ⑨ 새형 ⑩ 꽃-참빗형 ⑪ 동반 죽음형
의 각 편을 생성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이러한 <우렁각시> 설화의 각 편은 ‘청자의 훙미’와
‘설화의 재미’를 위해서, 또는 ‘가난하고 힘든 삶이 바뀌길 바라는 민중들의 소망을 반영’ 하
거나, ‘민중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현실 인식’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인 것이
다.

4. 결론
이야기는 모티프의 차원에서 시작하여, 단순한 이야기로 변모하였다가, 여러 사람의 재창작
과 반응을 통해, 점차 이상적인 완전한 서사에 근접하게 된다.
2장 ‘서사의 변이와 발전’에서는 쌀이 계속 나오면 좋겠다는 소재차원의 단순한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쌀바위> 전설의 소박한 이야기가 구술되고, 현대에 이르러 <여자농부 아랑이>는
다소 발전된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60여편의 <쌀바위> 전설 이야기의 변이를 주요소별로 살펴
보면, ① 주요 인물과 ② 이야기의 배경 공간에서는 별다른 변이를 하지 않는 반면에, ③ 쌀
이 나오는 양 ④ 욕심을 내는 이유 ⑤ 많이 나오게 하는 수단과 방법 ⑥ 행위의 결과 ⑦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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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변화함을 살펴 볼 수 있었다. ⑥ 행위의 결과도 <쌀바위> 전설에서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데 반하여, <여자농부 아랑이>에서는 쌀바위를 폭파한 후 예상치 못한
금덩이가 나오고 이로 인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됨을 분석하였다.
<우렁각시> 설화에서는 약 40편의 자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사 구조를 분석했다. 그 결과
① 만나는

장소 ② 보관 장소 ③ 변신 ④ 방해자의 변이 요소는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시련 – 극복 – 죽음’이라는 분기점에 의해

각 편이 ‘①원형에서 ⑪동반 죽음형’으로 유형

화 되는 것을 분석하였다.
3장 ‘서사 발전의 담화 유형과 변이의 의미’에서는 <여자농부 아랑이>에 나타난 이야기의
변이 모습과 변형 원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쌀 바위 전설>의 소박한 이야기가
확대 재생산 되는 과정을 수사적, 논리적, 역사적 변형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우렁각시>
설화의 각 편은 ‘청자의 훙미’, ‘설화의 재미’, ‘가난하고 힘든 삶이 바뀌길 바라는 민중들의
소망을 반영’ 그리고 ‘민중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현실 인식’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임을 설명하였다.

<참고 문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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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이야기의 서사적 발전 비교 - <쌀바위> 전설과
<우렁각시> 설화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이명현(중앙대)
이야기 구조를 서사학적으로 접근한 흥미로운 논문을 먼저 읽고 질의할 수 있게 해주신 발
표자 선생님과 학회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평소 이야기의 변이와 발전 과정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저에게 이 논문은 공부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비록 공
부가 부족해 단견에 그칠지 모르지만 토론자의 책무를 다하고자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선생님께서는 이야기(서사)가 ‘소박한 모티프→ 단순한 이야기→ 이상적인 완전한 이야
기’로 발전한다는 관점을 논의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변이와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서사적 발전’과 ‘이상적인 완전한 이야기’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야기의 변이와 확장을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
입니다. 발표자가 인용하고 있는 이인화의 ‘스토리텔링 진화론’에서도 스토리텔링은 ‘발전’하
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매체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응하고 그에 맞게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상적인 완전한 이야기’가 존재한다고 선험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입니다.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서사구조가 이상적인 것인지, 완전한 이야기란 무엇인
지 쉽게 논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서사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발전한다는 것은 진화의 개념을 단순하게 이해한 다소 낭만적
인 시각이라고 보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진화론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자연선택을 설명하는
것이지 특정한 방향과 목표를 향한 선형적 발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 진화론에서
는 인간이 우연한 계기로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은 것이지 다른 생명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동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도 전승과정의 다양한 요소 즉, 연행현장의 특성, 연행자의 역량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이야기에서의 특정 모티브나 에피소드, 시퀀스 등이 생략됨으로써 이야기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우연한 계기에 뛰어난 이야기꾼에 의해 서사는 비약적으로 복잡화될
수 있고, 반대로 우연한 계기에 엉성한 이야기꾼에 의해 단순화될 수도 있습니다. 즉 설화가
구비전승되거나 기록화될 때 이야기들이 TEXT-1 → … → TEXT-n 으로 늘 발전적이고 복
잡한 서사구조를 갖춘 이야기를 향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선생님께서 한중 <우렁각시> 설화의 서사 유형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 비교의 결과가
서사의 변형원리로 적합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국 <우렁각시>의 변형원리로 제시한 내용 중
‘청자의 흥미’, ‘설화의 재미’, ‘민중의 소망 반영’은 중국 <우렁각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중국 <우렁각시>의 변형원리로 제시한 내용 중 ‘역사성의 부여’, ‘사실성
의 강조’는 중국 이야기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문화권에서 구비문학이 지식인에 의해
기록되면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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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우렁각시>를 비교해서 공통적으로 작동하는 서사적 원리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서
사의 변이와 확장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영화 <카사블랑카>가 대중적 공감을 얻은 이유를 ‘광범위한 이전 작품들에
서 끌어온 인용, 원형, 암시, 그리고 참조를 통해 만들진 영화’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작가 혹은 이야기꾼의 의도와 상관없이 앞선 이야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일직선의 화살표와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이야기는 앞선 이야기의 인용,
반론, 재인용을 통한 파생과 변이, 확장과 축소 등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
니다. 이야기의 변이 과정을 논하기 위해서는 형성과정에 대한 다양하게 섬세한 접근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토론을 마칩니다. 혹시라도 선생님의 글을 오독하여 논지와 관계없는 이
야기를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양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귀중한 정보를 얻었으며,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 고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부의 기회를 주신 발표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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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석 작 「메밀꽃 필 무렵」의 일본어 번역 비교연구
- 지역원형의 문화번역을 중심으로 이부용(강원대)

Ⅰ. 서론
에도 江戸시대(1603~1867) 전기의 하이카이 俳諧 시인 마쓰오 바쇼 松尾芭蕉 (1644~1694)
는 지인이 멀리서 자신을 찾아왔을 때 다음과 같은 홋쿠 発句를 남겼다.

소바는 아직 꽃으로 대접하는 산길이구나
蕎麦はまだ花でもてなす山路かな(井本農一・堀信夫, 490)
산길에 핀 메밀꽃의 아름다움은 일본의 400여 년 전의 시인의 감성에 호응하고 있다. 시간
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차이가 있지만 꽃이 피기 시작한 메밀밭의 아름다움은 일본문화와 한
국문화가 공감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 한국의 소설가 이효석(1907~1942)의 「메밀꽃 필 무
렵」1) 문학에도 역시 산허리의 메밀밭을 배경으로 서정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작품은 그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정서에 의해 배경이 되는 지방에 살던 사람들의 삶과 인식을 담아내고
있다. 문화번역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한 지역의 문화적 속성을 담고 있는 지역원형의
요소들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번역의 전달가능성을 살피는 중요한 척도일 것
이다. 본 논문에서는 「메밀꽃 필 무렵」의 일본어역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본 작품의 번역에 관한 연구로는 「메밀꽃 필 무렵」의 영역(英譯)을 검토한 김순영의 연구가
있다.(김순영, 41-59). 일본어역과 관련해서 한국문학의 일본어 번역 현황에 관한 검토가 있
다. 윤석임(264)은 “장혁주역의 『조선문학선집』과 같은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단편소설
이 1980년대 이전에 집중되어 번역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주목되는 선행연구로 에비
하라 유타카 海老原豊의 논문이 있다. 그는 『조선문학선집』의 번역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일본어역 「메밀꽃 필 무렵」의 일본어의 능숙함이라는 장점과 함께 어색한 방언 사용이라는 한
계점도 지적한다(410, 416-417). 다만 개별 작품에 대해 분석한 논문은 아니므로 「메밀꽃 필
무렵」에 대해 보다 정치한 분석의 여지가 남아있다.
강원도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낸 이효석은 ‘영서(嶺西) 삼부작’(유종호, 201)으로 불리는
「메밀꽃 필 무렵」, 「개살구」, 「산협」을 남긴다. 각각의 작품은 봉평, 평창 등 강원도 영서지방
1) 1936년 『조광』지에 발표된 최초의 제목은 띄어쓰기 없이 「모밀꽃필무렵」(Source Text 1)이
며 1939년 조광사의 『현대조선문학전집 단편집(現代朝鮮文學)』(Source Text 2)에 수록시에는
목차에는 「모밀꽃필무렵」, 본문에는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메
밀꽃 필 무렵」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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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요 배경으로 다루고 있다. 고향에 대해 민감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효석의 소설에는
지역원형적 요소가 빈번하게 드러난다.
「메밀꽃 필 무렵」은 1936년 10월에 『조광(朝光)』지에 처음 발표되었다. 본 작품이 진한 향
토적 서정성을 담고 있는 이유로는 작가 자신의 고향에 관한 관심,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정치
성을 배제한 순수소설로의 침잠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이현주는 고향에 대한
관심이 작가 개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차원에서 “1936년도 잡지 『조광』의 기획
특집과 관련하여”(이현주, 286) 본 작품 역시 잡지의 매개에 의해 ‘고향’을 의식적으로 발견하
려고 한 측면이 있음을 논한다. 전 생애를 걸쳐 식민지기를 살아낸 작가는 모국어와 일본어의
글쓰기에 능통했는데 이러한 작가의 생애는 작품이 놓인 복잡한 상황을 짐작하게 해준다.

Ⅲ. 세 권의 일본어 번역
Ⅲ.1. 작가자역 『조선문학선집』의 「메밀꽃 필 무렵」(Target Text 1)
『조선문학선집』은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1940년 3월, 9월, 12월에 출판되었다.
선집의 제1권에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蕎麥の花の頃」과 함께

유진오의 「김강사와 T

교수 金講師とT教授」, 이광수의 『무명(無明)』 등 도합 7편의 소설이 일본어로 실려 있다. 본
작품의 번역 말미에는 「작가자역(作者自譯)」이라는 표기가 붙어있다(張赫宙, 109). 도서말미에
는 소설가 장혁주(張赫宙: 1905~1998)가 쓴 작가소개가 실려 있다.
아호를 가산이라고 한다. 1907년 출생. 현재 평양의 대동공업전문학교 교수이다. 그는 이태
준 씨와 마찬가지로 단편에 뛰어나다. 그는 처녀작 「도시와 유령」 이래 「노령근해」「향일채」
그리고 근작을 풀어쓴 장편 「화분」에 이르기까지는 프롤레타리아 문학 진영에 접근한 일도 있
으나 상당히 감성적인 제재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작가도 여럿 그렇지만 그는 특히
국어에 능란하고 국어로 쓴 작품도 여러 개 가지고 있다.2)(張赫宙, 268)
일반적으로 ‘국어’란 모국어를 의미하므로 ‘국어에 능란하고’라는 표현은 작가 이효석이 처
한 식민지 시대 글쓰기의 모순된 상황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표지이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
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발표된 본 작품은 향토적이고 서정성이 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측면이 작품이 의도했든 아니든 당시 일본의 독자들에게는 당대의 조선의 현실을 그린 문화번
역 작품으로 이국주의 exoticism를 자극하기 쉬운 내용이었을 것이다.

Ⅲ.2. 초 쇼키치 역 『조선단편소설선』하권의 「메밀꽃 필 무렵」(Target Text 2)
식민지 시기에

『조선문학선집』이 출판된 이후, 약 40여년 후인 1984년에 이와나미 쇼텐에

서 『조선단편소설선(朝鮮短編小説選)』상하 두 권이 문고본으로 발행되었다. 번역자는 일본의
조선문학연구자들로 오무라 마스오 大村益夫(1933~), 초 쇼키치 長璋吉(1941~1988), 사에구사
도시카쓰 三枝壽勝 세 명이다. 한 작품의 번역은 한 명이 담당했고 각 원고의 말미에 번역자
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다. 하권에는 「메밀꽃 필 무렵」을 필두로 김유정의 「동백꽃 椿の花」,
2) 원문은 일본어이며, 한국어역은 인용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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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날개 翼」 등의 일본어역이 실려 있다.

Ⅲ.3. 『일제시대민족문학대역선』의 「메밀꽃 필 무렵」(Target Text 3)
세 번째로 살펴볼 책은 ONE KOREA 우리말교실의 번역위원회에서 펴낸 『일제시대민족문
학대역선』이다. 이 책은 오만(吳滿)의 머리말 まえがき에 의하면 해방 50주년을 맞이한 절목
에 발간된 책으로 재일동포의 손에 의한 번역이라는 점에 의의를 둔다.
우리들 재일동포의 손에 의한 민족문학작품의 소개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 라는 것이다. 이
것은 내가 오랫동안 가슴 속에 숨기고 있던 솔직한 생각이기도 했다.(ONE KOREA飜譯委員
会, 3)
이제까지의 일본인 연구자의 번역과는 조금 다르게 ‘민족문학’이라는 틀에서 접근한 번역임
을 알 수 있다. 맺음말 あとがき에는 모국어를 배우거나 일본인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번역했다고 밝히고 있어 ‘대역’이라는 형태로 언어를 공부하는 학습자가 참
조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번역을 지향하고 있음을 내비친다. 소설은 10편 실려 있는데 김동
인의 「감자」, 나도향의 「물레방앗간」,

김유정의 「봄봄」, 정비석의 「성황당」 등 향토적 요소

가 강한 작품들이 눈에 띈다. 이러한 소설들을 ‘민족문학’의 범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시로는
이육사, 한용운, 윤동주, 김소월, 이상화의 작품이 실려 있다.

Ⅳ. 원텍스트 및 번역본의 비교
Ⅳ.1 고유명사의 한자표기
한국어와 일본어는 언어 내에 한자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번역이 용이한 부분도 있으나,
「메밀꽃 필 무렵」의 경우, 향토적 어휘, 정서적 어휘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같은 한자어로 기
계적으로 치환할 수 있는 부분은 비교적 적고, 섬세한 번역이 요구된 작품이다. 그 일례로 고
유명사를 들 수 있다.
등장인물 동이의 경우, T1, T2, T3가 공통적으로 한자로 ‘童伊’라고 표현하고 있다. T1에서
처음으로 고유명사의 한자가 제시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T2와

T3에서는 이를 따르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T1은 한자로만 표기하고 한국어 음독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T2와 T3은 ‘トンイ’
라는 음독이 덧말로 붙어 있다.
작품에서 처음으로 동이에 대해 언급되는 장면을 살펴보자.

S1. 왜 그 동이말일세 깜적같이 충주집을후린눈치거든.
무어 그 애숭이가(296)
S2. 왜 그동이 말일세 깜쩍같이 충주집을 후린 눈치거든.
무어 그 애숭이가(327)
T1. ほら仲間のあの童伊さ、うまくやつてるらしいで。
なに、あの若僧が。(94-95)
トンイ
T2. ほれ、あの童伊
のやつよ、うまいことたらしこんだらしいぜ。
なに、あの小僧っ子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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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 なに、あの青二才か？(307)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표현의 애송이의 번역어로 T1에서는 若僧, T2에서는 小僧っ子가 선
택되어 있다. 小僧っ子와 若僧는 비슷한 표현이지만 小僧っ子쪽이 좀 더 소년에 가까운 느낌
이다. 허생원이나 조선달에 비해 경험이 적고 미숙한 면이 있는 연령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는 점은 공통적이나 T1에서는 동이가 어느 정도 장성한 청년임을 보여준다. T3은 파랗다는
색채어가 들어가는 말로 풋내기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다.
다음은 허생원이 처음으로 동이의 모습을 마주하는 부분이다.

S1. 상우에 붉은얼굴을 처들고 제법 게집과 농탕치는것을보고서야 견딀수없었든 것이다(296)
S2. 상우에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탕치는것을 보고서야 견딜수 없었던 것이다.(327)
T1. 卓袱臺の上に赭い童顔を載せ、いつぱし女といちやついてゐるところを見せつけられたから、我
慢がならなかつた。(94)
T2. 酒台の上に赫い顔をあげて一人前に女をからかっているのを見ては我慢ならなかったのだ。(11)
T3. 膳の上に赤い顔をあげて一人前に女とふざけあっているのを見るに及んでは我慢ならなかった
のだ。(309)
T1부분에서는 ‘붉은 동안을 얹고 赭い童顔を載せ’ 라고 되어 있어서 원문의 ‘붉은 얼굴’ 사
이에 ‘童’이라는 보충설명이 들어 있다. T2나 T3의 경우에는 특별히 보충이 없이 문맥이 통하
고 있으므로 T1이 특히 동이의 젊음이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허생원에게 뺨을 맞은 동이가 대거리 한 마디 없이 나가는 것을 보고 측은해하는 허
생원의 심정을 표현한 문장이다.

S1. 아직두 서름서름한사인데 너무과하지않었을까 하고 마음이 섬짓해졌다.(296)
S2. 아직두 서름서름한 사인데 너무 과하지 않았을가 하고 마음이 섬짓해졌다.(328)
T1. やつと顔を覺えた位の仲間にすぎない、まめな若者だつたのに、こつびどすぎたかな、と身につ
まされて氣にかゝつた。(96)
T2. まだ気心も知れない間なのに、こっぴど過ぎたのじゃないかと気になった。(11-12)
T3. まだ、気心も知れない仲なのに、やり過ぎたのじゃないかとひやりとした。(309)
T1에는 ‘성실한 젊은이였는데 まめな若者だつたのに’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다. T2나 T3에
는 특별히 젊은이라는 보충은 없다. 즉 T1에서는 동이가 장사를 하는 데에 나름대로 성실하
게 임하고 있음을 보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이가 주막을 나간 뒤에 조금씩 취해가는 허생원의 생각을 묘사한 부분이다.

S1. 건아해짐을따라 게집생각보다도 동이의뒤ㅅ일이 한결같이 궁금해졌다.(296)
S2. 건들해짐을 따라 계집 생각보다도 동이의 뒷일이 한결같이 궁금해졋다.(328)
T1. 醉が廻るにつれ、しかし女のことよりは若者のことが一途に氣になつてきた。(96)
T2. 醉がまわるにつれて、女のことより童伊のことがいっそう気になってきた。(12)
T3. 酔いがまわるにつれて、女のことより童伊のその後のことがひたすら気がかりであった。(309)
‘동이의 뒷일’은 T1에서는 ‘젊은이의 일 若者のこと’로 번역되어 있다. 이 표현을 통해 T1
에서는 허생원의 의식 속에서 ‘동이’가 ‘젊은이’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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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어의 ‘∼こと’는 그 대상을 둘러싼 앞뒤의 상황문맥을 넓게 지칭하는 말이므로 T1이나 T2
처럼 ‘∼のこと’만으로도 ‘∼의 뒷일’이라는 뜻이 된다. T3의 경우는 ‘その後’라는 말을 충실하
게 번역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친절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동이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름으로 표
기하고 있다. 즉 세 개의 일본어역 중에서 T1의 경우 동이의 젊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2 전통행사의 번역
달밤에 밤길을 걸으며 허생원은 조선달과 동이에게 젊은 시절에 돈을 모은 적도 있었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린 해에 투전(投錢)을 해서 재산을 다 잃고 나귀마저 팔 뻔한 경험을 들려준
다.

S1 읍내에 백중이열닌해 호탕스럽게놀고 투전을하고하야 사흘동안에 다털어버렸다.(298)
S2 읍내에 백중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버렸다.(332)
T1 邑內に品評會のあつた年大盡遊びをしたり博打を打つたりして、三日三晩ですつからかんになつ
てしまつた。(100)
T2 ゆう
邑內に品評会が開かれた年にお大尽遊びと博打で三日の間に使い果たしてしまった。(15)
ごうしゃ
T3 邑內に百中祭(盂蘭盆)が開かれた年に豪奢
に遊び、博打をしたりして三日の間に残らずはたいて
しまった。(313-315)
조선에서 백중은 연중행사의 하나로 이 때 열리는 백중장은 지역의 큰 축제였다.
농가에서는 백중날이 되면 머슴을 하루 쉬게 하고 돈을 준다. 머슴들은 그 돈으로 장에 가
서 술도 마시고 음식을 사먹고 물건도 산다. 그래서 ‘백중장’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백중
장은 장꾼들이 많고 구매가 많은 장이다. 취흥에 젖은 농군들은 농악을 치면서 하루를 즐기기
도 하고 때로는 씨름판이 벌어지며 장터에는 흥행단이 들어와서 활기를 띠기도 한다.(임동권,
465)
백중날에는 큰 장이 열리고 사람들은 그 동안의 노동을 잠시 쉬고 휴식과 놀이의 시간을 갖
는다. 장꾼도 많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많으며 다양한 오락에 참가할 수 있다. S1과 S2의 ‘백
중’을 T1과 T2의 번역문에서는 ‘품평회’라고만 간단히 번역했다. T1은 일본어의 가독성을 높
였으나, 원전의 지역원형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점도 있다. T1의 번역은 제례나
차례, 백중장, 민속놀이, 불교의 공양과 참회 등 여러 지역원형을 포함하는 ‘백중’에서 문화적
요소를 소거하고 오로지 전달가능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3 장날의 시간 묘사
소설의 모두(冒頭)에서는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의 무대가 독자의 눈 앞에 펼쳐지면서 독자
를 작품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메밀꽃 필 무렵」에서는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장터라는
공간적 배경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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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여름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벌서 쓸쓸하고 더운햇발이 벌녀
놓은 전 휘장밑으로 둥줄기를 훅훅 볶는다(295)
S2. 여름 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벌
려놓은 전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훅훅 볶는다.(325)
T1. 夏場の市はからきしだめで、な申ツ半ならまだ露店の日覆の影も長くは延びてゐない頃なのに、街
の人影もまばらで、熱い陽あしがはすかひに背中を焙るばかりだつた。(93)
T2. 夏場の市は、はなからからっきしあがったりで、陽はまだてっぺんにあるというのに市場にはも
う人影もまばらで、暑い陽射しが露店の日被いの下にじりじりと背中を焙るばかりだ。(9)
わび
T3. 夏場の市とは、はなからあがったりで、陽はまだ中天にあるというのに市場にはもう人影も侘
し
あぶ
くなり、暑い陽射しが露店の日除けを通してじりじりと背中を焙っている。(307)
ゝ

S1, S2의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의 경우는 한창 해가 떠 있는 한낮이라는 표현으로 이
해되는데, T1에서는 일본어의 신시(申時) 반(半)3), 즉 오후

5시경이라는 시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차양의 그림자가 길지 않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주막에서 처음으로 동이를 만나게 되는 부분에서도 원작과 번역문 사이에는 시간적 배경의
미묘한 표현 차이가 보인다.

S1. 머리의피도 안마른여석이 낮부터술처먹고 게집과농탕이야(296)
S2. 머리에 피도 안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327)
T1. 小僧のくせに、宵の口から酒喰らひやがつて、女とじやれるなあ、(95)
くちばし
T2.嘴
の黄色いのが昼間っから酒かっくらって女とじゃれついてやがるたぁ、(11)
T3. まだ尻の青い奴がまっ昼間から酒を食らって女といちゃつくとは。(309)
T1의 경우 허생원의 말에서 동이가 술을 마시는 시점이 ‘초저녁부터 宵の口から’라고 되어
있다. 본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도입부의 한낮의 장터, 중간부의 주막에서의 소동, 절정부의
회고담 속의 달밤, 결말부의 달밤으로 나눌 수 있다. 허생원이 성서방네 처녀를 만난 배경이
달밤이며, 세 사람이 산길을 걸으며 이야기하는 배경도 달밤으로 제시된 다는 점을 생각하면
본 작품에서 시간적 배경이 갖는 비중은 아주 크다. T1에서는 특이하게도 그 구조가 오후 5
시-초저녁-달밤으로 제시됨을 알 수 있다.
Ⅳ.4 달밤의 묘사
다음은 「메밀꽃 필 무렵」에서 가장 많이 향수되는 유명한 달밤의 묘사 장면이다. 봉평에
서 제천으로 가는 산길을 잘 표현하여 강원도 산길에서 느껴지는 지역원형을 잘 표현하고 있
는 부분이다.

S1 밤중을지난무렵인지 죽은듯이고요한속에서 즘생같은 달의숨소리가 손에잡흴듯이들니며 콩포기
와 옥수수닢새가 한층 달에푸르게젖었다.(299)
3) 『일본국어대사전(日本国語大辞典)』제10권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ななつはん【七半】①
中古から近世にかけての時刻の呼び方で、午前または午後の五時頃。(日本国語大辞典第二版編集委員
会,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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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젖었다.(333)
しづ
T1 眞夜中をすぎた頃ほひらしく、静謐
けさのさ中で生きものゝやうな月の息づかひが手にとるやう
に聞え、大豆や玉蜀黍の葉つぱが、ひときは青く透かされた。(102)
T2 真夜中を過ぎた頃だろうか、死んだような静けさの中に、生きもののような月の息づかいが手に
とるように聞こえ、大豆や唐もろこしの葉が月明かりにひときわ青く濡れていた。(17)
T3 真夜中を過ぎた頃だろうか、万物息絶えたような静けさの中に、獣のような月の息づかいが手に
取るように聞こえ、大豆や唐もろこしの葉が月明かりにひときわ蒼く濡れていた。(315)
S1, S2에서는 산길의 죽은듯한 고요함과 달빛의 살아있는 듯한 밝음이 대조적으로 표현
되어 있다. T1에서는 ‘죽은듯이’ 라는 표현은 번역되지 않았고 다만 조용함에 대해서만 언급
되어 있다. 달에 대해서는 ‘생물 같은 生きものゝやうな’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짐승’이라는
특정표현은 ‘살아있는 것’ 전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T2에서는 조용함에 대해서는
‘죽은듯이 死んだような’라는 표현을 살렸으나 역시 ‘생물 같은 生きもののような’으로 번역되
었다.
다음은 이어지는 메밀밭에 대한 묘사이다.

S1 산허리는 왼통모밀밭이여서 피기시작한꽃이 소곰을뿌린듯이 흠읏한달빛에 숨이막켜하얗었다
(299)
S2 산 허리는 왼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흠읏한 달빛에 숨이막혀하얐
었다.(333)
T1 山腹は一面蕎麦の畑で、咲きはじめたばかりの白い花が、鹽をふりかけたやうに月に噎せた。
(102)
T2 山腹は一面そば畑で、咲きはじめの花が塩をふりまいたように快い月明かりに映えて、息詰まる
ようであった。(17)
T3 山腹は一面そば畑で、咲きかけの花が塩をふりまいたように快い月明かりに照らされて、息が詰
まるほどであった。(315)
위 인용문의 말미 부분에 S1과 S2의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혀 하얗었다’는 T1에서는 꽃
앞에 ‘하얗다 白い’라는 수식어를 넣고 서술부에는 ‘숨이 막힐 것처럼 느껴지다’는 뜻의 ‘噎せ
る’ 동사를 사용해서 ‘月に噎せた’라고 상당히 간단하게 표현했다. ‘흐뭇한’에 해당하는 말은
생략되었다.
T2는 번역의 저본(底本)으로 1939년의 『현대조선문학전집』을 들고 있는데(1984: 375) 번
역에서 ‘하얗다’라는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T2와 T3는 ‘흐믓한’을 ‘상쾌한, 유쾌한’ 정도의
의미를 지닌 ‘快い’로 번역하는 대신 ‘하얗다’를 생략한 것일까. 그러나 필자의 조심스러운 견
해로는 이 부분의 번역은 T2 번역 시점 이전에 국내에서 수차례 출판된 「메밀꽃 필 무렵」들
을 참고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해당부분은 예를 들면 창미사 간행의 『이효석전집』제2
권에 다음과 같이 다른 표현으로 실려 있다.

산허리는 온통 모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
다.(1983:93)
즉, 『전집』에서는 초판본의 ‘하얗다’라는 표현은 삭제되고 ‘∼할 지경이다’로 표현이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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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일본어 문형의 ‘∼할 정도이다’에 해당하는 이 표현은 보통 ‘∼ほどである’로 번역되며
T2의 ‘ようであった’나 T3의 ‘ほどであった’는 ‘ㄹ 지경이다’에 가까운 일본어역이다.
T2의 경우는 저본으로는 1939년의 『현대조선문학전집』을 들고 있으나,

1940년 이전의

S1, S2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간행된 「메밀꽃 필 무렵」 역시 참조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Ⅴ. 1940년 일본어역의 특수성
식민지 시대에 일본어로 번역된 「메밀꽃 필 무렵」에서 보이는 경향은 능숙한 일본어인가 아
닌가 라는 번역 완성도의 질적 평가의 문제를 넘어, 번역의 전달가능성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
는지의 문제가 된다. 식민지 시대의 작가 이효석은 자연스러운 일본어 구사의 문필력을 갖춘
작가였다.「메밀꽃 필 무렵」의 일본어역을 둘러싼 문제는 모국어와 외국어 두 언어에 모두 막
힘이 없었던 작가의 자작번역이라는 점에 놓여 있다.
배상미(2014, 323)는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 「녹색탑 綠の塔」을 분석하며 「메밀꽃 필 무렵」
의 일본에서의 출판에 대해 “1939년과 1940년은 그 어느 시기보타 조선어로 창작된 문학이
일본에 많이 소개된 시기이기도 한 만큼, 조선에서 자리를 잡은 문인들의 일본 문단 진출 가
능성이 적극적으로 타진되던 시기였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메밀꽃 필 무렵」의 일본어역 역시
식민지 상황이 언제 종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조선의 작가들이 작가로서의 앞으로의
활동을 모색하던 시기에 번역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작품의 일본어역은 단순한 조선문학
의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에게 있어서도 일본 문단으로의 활동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지역원형어의 번역을 살펴보면 고유명사에는 의미를 담은 한자가 제시되고 젊다는 표현이
강조된다. 동이는 주막집을 드나들고 술을 마시지만 ‘성실한’ 젊은이라고 부연설명이 첨가되
고, 낮부터 술을 마신다는 표현은 초저녁부터 마신다는 표현으로 바뀌어 일상의 규범성에 대
한 거역의 정도는 약화된다. 백중과 같은 전통행사를 나타내는 어휘는 단순히 품평회라고 번
역되어 그 민속성이 지워진다. 즉, T1에서는 일본어로 상징되는 질서를 향한 미세한 수정들이
소설 전체의 색조를 조금씩 바꾸어 놓고 있다.

Ⅵ. 결론
일본어권으로의 발신을 생각하면 본 작품은 일본의 독자들에게는 이국주의적 상상력을 자
극하는 흥미로운 내용이면서도 바쇼의 하이쿠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문화에서도 아주 낯설지
는 않은 ‘메밀’이라는 소재를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본어로 번역될 때
에는 일본문화의 등가물로 번역되기 어려운 지역원형어는 회피되거나 축소, 변형되는 문화번
역 전략이 동원되었다. 즉 『조선문학선집』의 일본어역은 원작의 충실한 번역이라기보다는 미
세한 조정을 통해 일본어권 독자들에게 무난하게 읽힐 수 있는 번역이 되어 있다.
이는 분명히 목표어쪽으로 굴절된 번역이지만 그러한 시대적 제약과 한계는 오히려 이 작
품이 서 있는 위치를 보여준다. 일본어역 「메밀꽃 필 무렵」에서 보이는 지역원형어의 조정과
변형은 일본을 일체와 동화의 대상이 아닌 철저한 타자로서 이문화로 인식했기에 나타나는 형
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원작 「메밀꽃 필 무렵」이 놓인 위치로 다시 환원하여 설명된다.
조선문화와 일본문화가 격돌하는 지점에서 탄생한 이 작품은 어디까지나 조선의 지역원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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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롯이 담고 있는 소설이다. 일본어역에서는 일본문화권으로의 발신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문맥을 수정하는 노력을 보여주지만 일본어역에 보이는 조정과 변형은 두 문화의 충돌 지점에
서 나타난 교섭의 흔적이다. 『조선문학선집』의 「메밀꽃 필 무렵」 일본어역은 식민지 문학공간
이라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 조선의 소설로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작가의 고뇌와 타문화권
진입을 위한 전략의 흔적을 담고 있는 증거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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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석 작 <메밀꽃 필 무렵>의 일본어 번역 비교 연구｣에
대한 토론
김선영(청주대)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김선영입니다.
이부용 선생님의 발표문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꼼꼼하게 텍스트를 읽어 오셨으
리라는 것이 짐작되고,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치밀하게 분석해 나가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1. 이효석의 작품이 한글로, 그리고 일본어로 발표되고 나서도, 다른 역자들에 의해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이 여러 차례 일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들이 작가 본인이나 다른 역자에 의해 번역되었습니다. <문화번역>이라는 측면에서 보자
면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볼 수도 있을 텐데,

그 작품들 중에서 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을 통해 연구를 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 Ⅲ장에 target text 세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각 절에 어떠한 내용을 추가 진행해 나가실
건가요? Ⅲ장의 내용을 보면 번역본의 내용보다는 각 절의 『.......책제목.......』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어서 어떤 내용이 추가 될지 알고 싶습니다.
3. 4장과 5장이 이 논문의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만,
-------------------------한 지역의 문화적 속성을 담고 있는 지역원형의 요소들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는 것
은 번역의 전달가능성을 살피는 중요한 척도
당시 일본의 독자들에게는 당대의 조선의 현실을 그린 문화번역 작품으로 이국주의
exoticism를 자극하기 쉬운 내용
식민지 시대에 일본어로 번역된 「메밀꽃 필 무렵」에서 보이는 경향은 능숙한 일본어인가 아
닌가 라는 번역 완성도의 질적 평가의 문제를 넘어, 번역의 전달가능성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
는지의 문제가 된다.
본 작품의 일본어역은 단순한 조선문학의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에게 있어
서도 일본 문단으로의 활동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분명히 목표어쪽으로 굴절된 번역이지만 그러한 시대적 제약과 한계는 오히려 이 작품이 서
있는 위치를 보여준다.
일본어역에 보이는 조정과 변형은 두 문화의 충돌 지점에서 나타난 교섭의 흔적이다. 『조선
문학선집』의 「메밀꽃 필 무렵」 일본어역은 식민지 문학공간이라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 조선의
소설로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작가의 고뇌와 타문화권 진입을 위한 전략의 흔적을 담고
있는 증거물로 남아 있다.
---------------------------------논문 내의, 바로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메밀꽃 필 무렵’의 번역이 <지역원형의 문
화번역>으로써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취지인지 아니면, 작가의 타문화권 진입을 위한 전략으
로써의 번역(일본어역의 특수성)이 주요 논지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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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2분과

고사기전에 나타난 신관의 고찰 – 고사기전 3권을 중심으로 / 야마구치 가즈오(부천대)

고구려와 중국 고대 鼎에 대한 신화적 인식 비교
- ｢대무신왕본기｣ 沸流源大鼎을 중심으로 / 이성재(인하대)

尋牛圖를 통해 본 禪 수행의 발전 양상과 비전
/ 주소연(대진대)

姜甑山사상의 實學사상 受容과 展開
- 茶山실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고남식(대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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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오리 노리나가의 신관 고찰
- 『고사기전 제3권』을 중심으로야마구치 가즈오(부천대)

1. 들어가며
모토오리 노리나가(1730~1801)의 신(가미)에 대한 정의는 잘 알려지고 있다. 그의 신에
대한 정의는 『고자기전 제3권』「天地初發之時。於高天原成神名」로 시작되는 『고사기』모두의
해석으로 나온다. 노리나가는 「迦微」라는 학자 용어를 사용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여기
서는 「迦微と申す名義は未思得ず(가미라고 하는 명의는 아직 해석이 어렵다.)」라고 털어놓는
다. 노리나가에 있어서는 신(가미)을 정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추측된다. 그리고
이어서 「舊く説ることども皆あたらず(그 전에 해석된 가미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다.)」라고 전
해온 신(가미)에 대한 정의를 부정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자 바로 신(가미)에 대한 정의를 시작한다. 주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古御典等に見えたる天地の諸の神たちを始めて、其を祀れる社に坐御霊をも申し、又人はさら
にも云ず、鳥獣木草のたぐひ海山など、その餘何にまれ、尋常ならずすぐれたる徳のありて、可畏き
物を迦微とは云うなり」
(고전 등에 보이는 천지 여러 신들을 비롯해, 그것을 제사하는 신사에 안치되는 조산의 영혼을 말
하여,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새, 짐승, 자연의 나무와 초와 같은 삼라만상. 바다와 산등, 그리고 그
어떤 것이든 보통이 아닌 뛰어난 덕(능력)이 있고 훌륭한 모든 존재를 가미라고 한다.)
이와 같이 정의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었다.

「いともいとも妙に霊く奇しくなむ坐ませば、さらに人の小き智以て其理などへのひとへも測り知
らるべきわざに非ず」
(아주 신묘하고 신기하게 임하시니 사람의 작은 지혜를 갖고 그 법칙을 살피며 알아보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이 내용만을 보면 노리나가는 신(가미)을 이상과 같이 정의했던 것처럼 보통 파악하기 쉽
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노리나가의 신(가미)의 정의한 것으로 이 부분을 인용되어 왔다. 노리
나가라면 이 신(가미)에 대한 정의가 올리는 정도다. 또한 이것을 그의 신관(神觀)이었던 것처
럼 보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여기서 2가지의 기술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하나는 「迦微と申
す名義は未思得ず(가미라고 하는 명의는 아직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면 신(가미)을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신(가미)의 한문을 「迦微」라고 기술했
던 점이다. 즉 그가 가미를 「迦微」라고 기술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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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迦微」라고 기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迦微」라는 한자의 「迦」는 범어로 사용
되는 것이고 「釈迦」

「迦葉」등을 사용된다. 「微」는 희미함 음밀함이라는 뜻이 있다. 이러한

「迦微」라는 한자 사용은 신의 해석을 한자의 뜻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을 겁니다.
다만 「迦微」라는 문자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신(가미)하고 구별할 생각이 있을 것이라 추측
된다. 「迦微」에 대한 내용을 보면 범신론에 입각한 정의로 파악된다. 그리고 「迦微」의 정의가
나오는 『고사기전 제3권』에서 기술된 무스비(産霊)의 신(가미)이 대조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무스비의 신은 「迦微」의 성격과 달리 주재(主宰)적인 성격으로 노리나가는 해석하고 있기 때
문이다.

2. 무스비 신(가미)의 위치
먼저 노리나가는 무스비의 신(가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던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고사
기전 제3권 神代一之巻』에서 「天地初發之時。於高天原成神名。」라는 부분을 이어서 天之御
中主神(아메노미나카누시노가미)、高御産巣日神(다카무스비노가미)、神産巣日神(가미무스비노
가미)에 대한 설명에 들어간다. 天之御中主神(아메노미나카누시노가미)에 대해서는 「天真中に
坐々て、世中の宇斯たる神と申す意の御名(하늘 가운데 계시며 이 세상에서 주인의 신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宇斯 즉 주인이라는 의미로써 주재(主宰)적인 성
격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신(가미)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은 없다.
그에 대비해서 다음에 등장하는 高御産巣日神(다카무스비노가미)와 神産巣日神(가미무스비
노가미)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먼저 무스비(産巣日)에 대해서는 「字は借字に
ムス

ムスコ

ムスメ

て、産巣は生なり、其は男子女子又苔の牟須など云牟須にて、物の成出るを云(글자는 빌린 것
ムス

이며 무스(産巣)는 生이다. 이는 일본어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부를 때 무스코, 무스메라고
하여 그리고 이끼가 낀다는 말로 “무스”라고 하며 만물이 생기다는 뜻이다.)」며 무스비의 “무
스”에 관해서 만물이 생긴다는 성격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日는 「凡て物の霊異なるを比と云」
라고 하여 영묘(靈妙)하여 신비적인 것이라고 기술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世間に
有とあることは、此天地を始めて萬の物も事業も悉に皆、此二柱の産巣日大御神の産霊に資て成
出るものなり(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천지가 시작하여서 모든 만물도 신들의 행사도 모드가
이 두 신인 무스비노오오미가미의 무스비의 힘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지었던
부분이다. 노리나가는 이 무스비의 신(가미)이 만물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신령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인용한 노리나가의 가미(迦微)에 대한 정의와는 다른 성격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가미(迦微)에 대해 정의한 가운데 가장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설
명은 “その餘何にまれ、尋常ならずすぐれたる徳のありて、可畏き物(그 어떤 것이 든 보통이
아닌 뛰어난 덕이 있고 훌륭한

존재)” 라는 신비적인 성격뿐으로 끝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스비의 신(가미)은 모든 만물을 생산한다는 「창조신」의 성격으로 해석되어 있다. 결국 노리
나가는 『고사기전 제3권』에서 두 가지의 신관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상반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해명하기 위해 『고사기전 제3권』을 중심으로 무
스비의 신(가미)이 「창조적 성격」으로 해석되어 있는 것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111

3. 『고사기전 제3권』의 분석
1) 「初發之時」의 분석
노리나가는 『고사기전』모두에 있는 「初發之時」를 「처음 때」라고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현
재 주로 해석된 것은 「처음에 열렸을 때」라고 한다. 이와나미서점 일본고전문학대계의 『고사
기』의 해석은 “天地初めてひらけし時(천지 처음으로 열릴 때)”라고 해석되어 있고, 신쵸일본고
おこ

전집성에서는 “天地初めて発りし時に(천지가 처음으로 시작할 때)“로 해석되어 있다. 노리나가
가 해석한 것과 차이를 볼 수 있겠다.
노리나가는 이와 같은 해석을 틀린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읽는 것으로 인해 「개
벽」이라는 뜻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ただ先此世の初をおほかたに云る文にして
此處は必しも天と地との成れるを指て云るには非ず(이 세상이 생겼을 때 처음 상태를 대강 말
하는 것이며 이 부분은 하늘과 땅이 생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왜 노리나가는 이렇게 해석한 것인가? 필자는 무스비의 신(가미)과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 무스비의 신(가미)이 등장하기 전에는 단순히 「初のおほかたに云う文(처음 상태를
대강 말하는 것.)」으로서 천지(天地)가 생겼다는 의미를 보이기를 피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그 후에 바로 노리나가는 「天と地との成れる初は次の文にあればなり、(처음 하늘과 땅이 생기
는 것은 다음 문장에서 설명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다카마가하라(高天原)의 해석으로 나아
간다. 이러한 해석의 과정을 보면 그 후에 등장하는 무스비의 신(가미)을 통해서 보다 이 세계
를 만든 창조적인 성격을 『고사기』에서 읽을려고 하지 않았을까 본다.

2) 成 - ナリマセル(나리마세루)에 대한 해석
다음은 「成」자를 나리마세루(なりませる)라고 읽었다. 이 부분에 대해 3가지의 해석이 있다
고 하면서 「無りし物の生り出るを云(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만물이 생기는 것.)」 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上件三柱神は如何なる理ありて、何の産霊によりて成坐セリと云こと、そ

の伝無ければ知りがたし(이 와 같은 3가지의 신(가미)은 어떤 법칙이 있어서 어떤 힘으로 인
해서 생겼는지는 알 수 없다.)」말하면서

「此神たちは天地より先だちて成坐つれば［天地の成ることは此次にあれば、此神たちの成坐るは
其より前なること知るべし］(이 신들은 천지가 생기기 전에 나왔고 천지가 생기는 것은 다음이며
이 신들이 나오는 것은 천지가 생기기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천지가 창조되는 것은 天之御中主神·高御産巣日神·神産巣日神의 3신이 나온 다
음에 이루어졌다고 보여준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ただ虚空中にぞ成坐しけむ(오직 허공
중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단순히 허공 상태였다는 것이다.

3) 무스비의 신(가미)
노리나가의 무스비의 신(가미)에 대한 해석을 다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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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て、世間に有とあることは此天地を始めて萬の物も事業も悉に皆、此二柱の産巣日大御神の産霊
に資て成出るものなり(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천지가 시작하여 만물도 신들의 행사도 모드가 이
두 신인 무스비 신(가미)의 산령으로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산령(무스비)로 인해서 생기는 만물과 사업이라는 것이 『고사기』안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를 5가지 제시한다.

① 이자나기노가미(伊邪那岐神)와 이자나미노가미(伊邪那美神)가 국토만물, 신(가미)을 창조하는

것

②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파견된 오모이가네노가미(思金神)는 무스비노가미의 자녀라고 한다.
③ 이 나라를 통지하게 되는 스크나비코노가미(少名毘古那神)도 무스비노가미의 자녀라고 한다.
④ 오시호미미노미코토(忍穂耳命)의 부인인 토요아키즈히메노미코토(豊秋津師比賣命)는 무스비노
가미의 딸이다.
⑤ 국토에 있는 신들을 다스리다.
ミメグミ

「世に諸の物類も事業も成るはみなこの神の産霊の御徳なるを考へ知べし(이

세상에

만물도

소행도 생기는 것은 모드가 이 신(가미)의 산영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 신의 역
할에 대해 극찬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ミ コ チ イ ホ

クラ

『일본서기』에 보이는 「此神の御兒千五百座ありつ」라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千五百座」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뜻이라며 여러 신(가미)들이 이 산영 가미(신)의 자식이라고 말한다.
결국 「神も人もみな此神の産霊より成出ればなり(신도 사람도 모드가 이 신(가미)의 산영으로
인해 태어난다.)」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신(가미)들은 많더라도 이 무스비의 신(가미)만은 특히 귀하고 그 은
혜는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받들어 모시는 신(가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노리나가는 이와 같
이 무스비의 신(가미)만에게는 특히 찬미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 신(가미)만을 특별한 신으로써 정의를 하였던 것 일가? 그것에 관해서는 먼저 노리나가의
개인적인 배경이 주된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4. 무스비의 신(가미)과 미크마리의 신(가미)
논자는 노리나가의 신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의 출생과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그가 요시노에 있는 미크마리의 가미(水分神)가 점지해 주신 아이로서 탄생했다고 평생 잊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그 배경은 다음 내용과 같다. 그의 양칭에게는 친 자식이 없었다. 그래
서 요시노에 있는 미크마리의 가미(水分神)에게 정성스럽게 기도한 결과 노리나가가 탄생했다
는 것이다. 이러한 경유로 인해 양칭은 물론이거와 노리나가도 스스로 신이 점지해 주신 아이
로서 믿었다는 것이다. 미크마리(水分)라는 것은 아이를 준다는 신(가미)으로서 생명을 갖는다
는 유래가 있다. 일본어로 미크마리가 미코모리 그리고 “코모리”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다.
미크마리 신사가 있는 요시노는

벚꽃의 명소이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까지 벚꽃을 사랑하여

애착을 갖고 그의 분신처럼 생각한 정도였다. 그와 동시에 벚꽃은 생명력이나 봄의 상징이기
도 한다. 그가 이름을 슌안(春庵)으로 변경한 것도 봄이라는 계절을 얼마나 사랑한 것인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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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와 같은 자연 속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생명력을 찾아냈고 자기 자신의 탄생에 연
결시킨 것으로 삼라만상에 생명이 깃들어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배경에서 『古事記』에서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신(가미), 무스비노가미(産巣日神)에게
친근감을 느꼈지 않았을까 본다. 결국 무스비노가미(産巣日神)가 삼라만상을 낳은 신(가미)로
해석하게 되었던 것이다.

5. 결론
노리나가의 신(가미)관에 대해 고찰했다. 노리나가의 신(가미)관이라 하면 『고사기전 제3권』
에서 해석된 「迦微」라는 문자에서 시작한 신(가미)의 정의가 인용될 것이 많았다. 물론 『古事
記』에 등장하는 신(가미)은 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행위를 하는 존재였던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산영(무스비)의 신(가미)은 특별한 존재였다. 무스비의 신은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는 생성(生成)의 성격을 지닌 신이었다. 노리나가가 『고사기전』을 집필을 하면
서 『古事記』에서 찾아낸 중심적인 역할을 한 신은 바로 무스비의 신(産霊神)이었다. 노리나가
가 보는 신(가미)은 범신적인 것이 아니라 주재적이며 창조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사상을 형성되었던 배경은 노리나가의 출생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 그것인 바
로 오시노의 “미크마리의 신”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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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오리 노리나가의 신관 고찰
– 고사기전 3권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김영(대구한의대)
본 논고는 고지키덴(古事記伝)３권을 중심으로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가미(神，迦微)에 대한
입장 및 사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페이지에서 <「迦微」의 정의가 나오는 『고사기
전 제3권』에서 기술된 무스비(産霊)의 신(가미)이 대조적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무스비의
가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미(神，迦微)를 등가적인 반대적인 개념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
다.
노리나가가 우에다 아키나리와 아마테라스오미카미에 대한 사상적인 논쟁을 벌인 사건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노리나가는 태양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가 이 세상을 비추는 태양과 동일
하다고 주장하며 일본 신화의 역사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3페이지에서 언급한 <노리나
가는 이 무스비의 신(가미)이 만물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신령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라
고 하는 부분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전체적인 노리나가의 신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4장에서 <미크마리의 신>이라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요시노출생의 노리나가이기 때문에 요
시노의 미쿠마리노가미와 연계시키는 것은 자연스런 발상이기도 하지만 약간 억측이라는 생각
도 듭니다. 좀 더 구체적이며 명확한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론에서 노리나가는 가미(神，迦微)를 굳이 迦微라고 宛字（借字）를 한 이유에 대해 의문
을 제기하면서 논고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논자의 의견을 듣
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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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와 중국 고대 鼎에 대한 신화적 인식 비교
-「대무신왕본기」 沸流源大鼎을 중심으로이성재(인하대)

목 차
Ⅰ. 서론
Ⅱ. 정에 대한 신화적 인식 분석
Ⅲ. 정에 대한 신화적 인식 차이와 그 함의
Ⅳ. 결론

Ⅰ. 서론
鼎은 밥을 짓거나 육류를 끓이는 그릇으로 다리가 달린 솥이라고 할 수 있다.4) 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리가 셋인 솥을 연상하지만, 다리가 넷인 경우도 있으며 다리가 속이 빈
주머니 형태를 한 솥인 鬲도 정의 범주에 포함된다.5) 정이 발달한 중국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정을 단순한 취사도구가 아닌 정통을 상징하고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일종의 신화적 기물로 인
식하였다.6) 이에 반해 고대 한국에서는 정보다는 피리나 북과 같은 악기와7) 옥대, 불상, 탑8)
등이 나라를 수호하는 특별한 힘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삼국사기』 「대무신왕본기」에는 불을 때지 않아도 저절로 뜨거워지는 신비한 능력을
지닌 정이 등장한다. 대무신왕은 이 정으로 밥을 지어 한 군대를 배불리 먹였다고 한다. 스스
로 열이 나는 ‘沸流源大鼎’은 다른 한국 고대의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구려만의 독특
한 ‘神寶’라고 할 수 있다.
김연숙은 비류원대정이 금 옥새, 무기, 神馬와 함께 등장하는 것에 주목하고 스키타이 신화
에 등장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세 가지 보물인 술잔, 도끼, 쟁기가 각각 금 옥새, 무기·신마,
대정과 대응한다고 보고 스키타이 신화와의 유사성을 지적하였다.9) 스키타이에는 하늘의 신과

4) 『說文解字』 「鼎部」 ‘三足兩耳 和五味之寶器也.’
5) 리쉐친, 심재훈 옮김, 『중국 청동기의 신비』, 학고재, 2005, 32~38쪽; 陸宗達, 金權 옮김, 『說文解字
通論』, 啓明大學校出版部, 1986, 271~272쪽.
6) 張光直, 李徹 옮김, 『신화 미술 제사』, 東文選, 1990, 154~158쪽.
7) 이성재,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自鳴鼓角의 역사적 의미｣, 縣
東아시아 古代學郡43, 東아시아 古代
學會, 2016, 102~105쪽.
8) 『三國遺事』 卷1 ｢紀異｣ 天賜玉帶, “後高麗王将謀伐羅 乃曰 新羅有三寶不可犯 何謂也 皇龍寺丈六尊
像一 其寺九層塔二 真平王天賜玉帶三也 乃止其謀.”
9) 김연숙, 「比較神話學的 觀點에서 본 韓國神話의 構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47~4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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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신의 아들인 시조 타르기타오스(Targitaus)의 세 아들 중 막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세 가
지 황금 보물인 술잔, 도끼, 쟁기를 획득하여 스키타이의 지배자가 되었다는 신화가 있는데,
술잔은 제사와 관련된 왕권, 도끼는 전사, 쟁기는 식량생산을 상징하며 대무신왕의 금 옥새는
술잔, 무기는 도끼, 정이 쟁기에 각각 대응한다는 것이다. 스키타이 신화는 시조의 출자나 3으
로 이루어진 구조 등 고구려 신화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대무신왕의 세 가지 신보 중 금 옥
새와 정은 天命과 연결된 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노우에 히데오는 ‘바법의 정’인 비류원대정이 하늘에서 내려주었다고 하는 금 옥새, 병기
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삼종신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일본 삼종신기의 본래적 형태라고 주장
하였다.10) 대정과 3이라는 수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나 「대무신왕본기」에서
다른 신물에 비해 비류원대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까닭이나 대정의 신화적
성격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신향숙은 왕권과 풍요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류원대정이 켈트 신화의 마법의 솥이나 성배
와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다.11) 대정이 한 군대를 배불리 먹인 점이 켈트 신화와 비슷하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신향숙은 앞의 연구에서 고대 중국에서 정과 대무신왕의 비류원
대정이 동일하게 왕권을 상징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비류원대정과 컬트 신화의 유사성에만 주목하여 고구려와 고대 중국 정의 유사성을 간과한 점
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구복 등은 비류원대정을 등에 지고 대무신왕을 따른 負鼎氏에 대한 이야기는 상나라 탕
임금의 신하 이윤의 이야기를 연상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12) 두 이야기가 비슷한 것은 동
의할 수 있지만, 고대 중국과 비슷한 이야기가 비류원대정 이야기에 등장하게 된 역사적 맥락
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김두진은 대무신왕이 비류수에서 대정을 처음 발견했을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인과 함께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여 비류원대정이 ‘부정씨 부족’의 여사제가 사용하는 제기라고 추정하
고 비류원대정의 신비한 능력을 지모 신앙과 관련짓고 있다.13) 고대 한국에서 여성이 사제의
기능을 하였다는 점에서 김두진의 연구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여성 사제와 대정의 신비한
능력이 지모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
사제의 제의를 반드시 지모신 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대정의 신비로운 풍요성이
반드시 지모신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김미경은 비류원대정이 중국 九鼎의 성격과 유사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비류원대정이 대
무신왕이 하늘의 명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대무신왕이 정치적
인 의도로 중국의 고사를 이용하였거나 후대의 분식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 비류원대정이
군대를 배불리 먹인 것은 비류의 세력이 대무신왕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4)

10) 井上秀雄, 「高句麗大武神王観の変遷」, 縣
朝鮮歴史論集 下郡
, 旗田巍先生古稀記念会 編, 龍溪書舍,
1979, 65~67쪽.
11) 申香淑, 「「大武神王 本紀」의 文學的 意味 考察」, 『인문과학논총』33,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68~69쪽.
12)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3 –주석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431쪽.
13) 金杜珍, 「한국 古代 女性의 지위」, 『韓國史市民講座』 15, 일조각, 1994, 24~25쪽; 金杜珍, 「高句麗
初期 東盟 祭儀의 蘇塗 信仰的 要素」, 『한국학논총』 18,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6, 15~16쪽.
14) 김미경, 「高句麗 前期의 對外關係 硏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68~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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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의 연구는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검토하
여 고구려의 비류원대정이 중국의 구정 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는 점이 돋보
인다. 다만 비류원대정의 신화적 성격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분식이나 역사적 사실의 은유
로만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류원대정과 구정의 유사성과 달리 차
이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찰을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류원대정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가 있지만, 대개의 연구가 단편적이어
서 비류원대정의 구체적인 성격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비류원대정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고대 중국의 정에 대한 비교가 거의 없다. 양자를 비교하는 경우에도
유사성이나 정치적 측면과 같은 일부 시각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사물에 대한 초현실적
묘사는 역사적 사실의 은유일 수도 있으나 고대인의 신화적·종교적 세계관을 반영할 수도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론에서 고구려의 비류원대정과 중국 고대
의 정의 신화적 인식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담고 있는 함의
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Ⅱ. 정에 대한 신화적 인식 분석
1. 고구려의 비류원대정에 대한 신화적 인식
비류원대정은 대무신왕의 부여원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정에 대한 고구려
인의 신화적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구려 초기의 대부여 관계와 고구려의 부여원정
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여는 유리명왕 재위 때부터 고구려에 대해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였고 군사를 동원하
여 고구려를 침공하기도 하였다. 부여의 고구려 침공은 큰 눈과 고구려의 매복으로 모두 실패
하였으나 부여의 고구려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력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대
무신왕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수동적인 전략을 버리고 부여를 직접 공격하는
원정에 나섰다.
고구려가 부여에 비해 군사적으로 열세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여 원정은 위험한 도전이었
다고 할 수 있다. 원정 결과 부여의 임금 대소를 살해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고구려군은 부여
군에게 포위를 당해 궤멸 위기에 처하였다가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비록 이로 인하여 부여
가 분열되고 그 일부 세력이 고구려에 투항하는 등 고구려와 부여의 세력 관계가 역전되는 중
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원정을 개시한 대무신왕에게 지워진 실패에 대한 부담은 매우 무거운
것이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고구려의 사기를 고무시킨 것이 부정씨, 怪由, 麻盧 등 지역 토착 세
력의 지원과 더불어 비류원대정 등 세 가지 신보의 출현이었다.

가) 대무신왕 4년(서기 21년) 12월: 임금은 군사를 내어 부여를 치려고 비류수에 이르렀다. 물가를
바라보니 어떤 여인이 정을 들고 유희를 하는 듯하였다. 가서 보니 오직 정만 있었다. 그것으로 사
람을 시켜 밥을 짓게 하자 불이 없이도 저절로 더워져, 밥을 지어 한 군대를 배불리 먹일 수 있었다.
갑자기 한 장부가 나타나 말하기를 “이 정은 우리 집의 물건입니다. 나의 누이가 잃어버렸는데, 임
금께서 지금 이를 얻었으니 짊어지고 따르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마침내 그에게 부정씨의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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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 주었다. 利勿林에 이르러 잠을 자는데 밤에 쇳소리가 들렸다. 밝을 즈음에 사람을 시켜 찾아보
게 하니, 금으로 된 옥새와 병기 등을 얻었다. “하늘이 준 것이다.”하고 절을 하고 받았다. 길을 떠나
려 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났다. 키는 9척쯤이고 얼굴은 희고 눈에 빛이 있었다. 임금에게 절을 하며
말하기를 “신은 北溟 사람 괴유입니다. 대왕께서 북쪽으로 부여를 정벌하신다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신은 청하옵건대 따라가서 부여 임금의 머리를 베어 오고자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기뻐하며 이를
허락하였다. 또 어떤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신은 赤谷 사람 마로입니다. 긴 창으로 인도하기를 청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허락하였다15)
대무신왕은 이물림에서 발견한 금 옥새와 병기를 ‘하느님이 주신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비류원대정도 같은 성격의 보물로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 가지 신보와 같은 신
비한 기물을 하느님이 내려주었다는 것은 대무신왕과 고구려에게 천명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정에 대한 신화적 믿음은 대정의 원 소유자인 부정씨와 관련된 내용에서 명학하게
드러나고 있다. 장부가 나타나 정을 지고 따르겠다고 하니 대무신왕은 이 장부에게 부정씨라
는 성을 내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윤이 정을 등에 지고 탕이 왕업을 이루
도록 하였다는16) 고대 중국 상나라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하다.17) 따라서 대무신왕이 정의 소
유주인 장부에게 부정씨의 성을 내린 것은 부정씨를 이윤에 비김으로써 대무신왕 無恤 자신을
탕 임금에 빗댄 것이다. 또한 탕은 하나라의 폭군 걸을 물리치고 상을 세움으로써 천명을 이
루었는데, 이것은 대무신왕의 원정이 걸과 같은 폭군 대소를 치기 위한 것으로서 천명에 의한
것임을 공포한 것이다. 함께 발견된 금 옥새와 병기도 각각 왕권과 무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천명이 대무신왕에게 있으며 부여 원정이 성공할 것이라는 암시하는 신보로서 대정과
맥락이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비류원대정이 비류수 가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 대정의 옆에는 대정을 들고 ‘유희’를 하는
듯한 여성이 있었는데, 고대 한국에서 여성은 ‘종교직능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18) 신성한 존
재로서 숭배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대정과 여성의 밀접한 관련성은 대정의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류원대정에게는 불을 때지 않아도 스스로 열이 나서 취사가 되고 한 군대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이 존재하였다. 여기에서 ‘한 군대를 먹인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충분
한 음식을 무한히 제공하는 화수분과 같은 능력으로 보인다. 등에 질 수 있는 크기의 정이 한
군대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정도의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평범한 정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요의 상징으로서 솥의 모습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
으며 대체로 이러한 대정의 신비한 능력은 취사와 조리용 그릇이라는 정의 본래적 기능을 신
화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무신왕은 부여군의 포위를 피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비류원대정을 잃어버렸다.

15) 『三國史記』 卷14 「髙句麗本紀」 大武神王 4年 冬12月, “王出師伐扶餘 次沸流水上 望見水涯 若有女
人舁鼎游戯 就見之 只有鼎 使之炊 不待火自熱 因得作食 飽一軍 忽有一扗夫曰 是鼎吾家物也 我姝失
之 王今得之 請負以従 遂賜姓負鼎氏 抵利勿林宿 夜聞金聲 向明使人尋之 得金壐 兵物等 曰 天賜也
拜受之 上道有一人 身長九尺許 面白而目有光 拜王曰 臣是北溟人怪由 竊聞大王北伐扶餘 臣請從行
取扶餘王頭 王恱許之 又有人曰 臣赤谷人麻盧 請以長矛爲導 王又許之.”
16) 『史記』 卷3 「殷本紀」, “伊尹名阿衡 阿衡欲奸湯而無由 乃為有莘氏媵臣 負鼎俎 以滋味說湯 致于王
道.” 같은 책 卷74 「孟子荀卿列傳」, “伊尹負鼎而勉湯以王，百里奚飯牛車下而繆公用霸.”
17)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3 –주석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431쪽.
18) 서영대, 「韓國古代의 宗敎職能者」, 『한국고대사연구』 12, 한국고대사학회, 1997, 218~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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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무신왕 5년(서기 22년) 2월: 임금이 부여국 남쪽으로 진군하였다. 그 땅은 진흙이 많아 임금이
평지를 골라 군영을 만들고 안장을 풀고 병졸을 쉬게 하였는데, 두려워하는 태도가 없었다. 부여의
임금은 온 나라를 동원하여 출전해서 방비하지 않는 사이에 불의에 치려고 말을 몰아 전진해 왔다
가, 진창에 빠져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게 되었다. 임금이 이에 괴유에게 지시하니, 괴유가 칼
을 빼서 소리를 지르며 공격하니 대부분의 군대가 이리저리 밀려 쓰러지며 능히 버티지 못하였다.
곧바로 나아가 부여의 임금을 붙잡아 머리를 베었다. 부여 사람들이 임금을 잃어 기력이 꺾였으나
스스로 굴복하지 않고 여러 겹으로 포위하였다. 임금은 군량이 다하여 군사들이 굶주리므로 어찌
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다가, 하늘에 영험을 비니 갑자기 큰 안개가 피어나 7일 동안이나 아주 가까
운 거리에 있는 사람도 알아볼 수 없었다. 임금이 풀로 허수아비를 만들게 하여 무기를 쥐여 군영의
안팎에 세워 적의 눈을 속이는 가짜 군사를 만들어 놓고, 샛길을 따라 군대를 숨겨 밤에 나왔다. 그
와중에 骨句川의 신마와 비류원의 대정을 잃어 버렸다.19)
대무신왕의 ‘대정 상실’에 대하여 김미경은 선행 연구에서 고구려의 후퇴 도중에서 발생한
내투세력의 이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0) 위 연구는 비류원대정을 제사권을 상징
하는 것으로 보고 부정씨를 비류국의 제사권을 장악하고 있던 집단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21)
대정의 상실을 비류의 제사 담당 세력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류국은 이미 동명성왕 때 고구려에 복속되어 복속 기간도 비교적 오래되었고 그
위치도 고구려의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서 대무신왕의 후퇴 과정에서 이탈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鼓角이 비류국의 신화적인 신성성을 지닌 기물로 보이므로22) 대정을 비
류국의 제사권과 관련지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설사 대정의 상실이 어떤 세력의 이탈을 은
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이탈을 다른 신보가 아니라 굳이 대정의 상실로 드러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것은 고구려인의 신화적 인식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정이 천명을 의미하는 신보라면 대정의 상실은 곧 대무신왕이 천
명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대무신왕이 비록 부여에 대해 완전한 군사적 승리
를 이루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후퇴하였지만 대무신왕이 천명을 완전히 잃었다고 보
기는 어렵다. 부여군에 의해 포위되었을 때 고구려가 탈출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안개는 하늘에 기원한 결과였다. 이것은 고구려가 군사적으로 위기에 처한 후에도 여전히 하
느님의 가호가 대무신왕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무신왕이 후퇴 도중에 잃어버린
신마 거루가 바로 다음 달 부여 말 1백 필을 거느리고 䳽盤嶺 아래 車廻谷으로 돌아왔는
데,23) 학반령은 유리명왕 32년(서기 13) 부여군이 무휼의 매복에 걸려 패한 장소이다.24) 따라
19) 『三國史記』 卷14 「髙句麗本紀」 大武神王 5年 春2月, 王進軍於扶餘國南 其地多泥塗 王使擇平地爲
營 解鞍休卒 無恐懼之態 扶餘王舉國出戰 欲掩其不備 䇿馬以前 䧟濘不能進退 王於是揮怪由 怪由拔
劒號吼擊之 萬軍披靡不能攴 直進執扶餘王斬頭 扶餘人旣失其王 氣力摧折 而猶不自屈 圍數重 王以糧
盡士饑 憂懼不知所爲 乃乞靈於天 忽大霧 咫尺不辨人物七日 王令作草偶人 執兵立營内外爲疑兵 從間
道潜軍夜出 失骨句川神馬 沸流源大鼎.”
20) 김미경, 앞의 글, 2007, 71쪽.
21) 김미경, 앞의 글, 2007, 67~68쪽.
22) 이성재, 앞의 글, 2016, 104~105쪽;『東國李相國全集』 卷3 「東明王篇」“王曰 以國業新造 未有鼓角威
儀 沸流使者往來 我不能以王禮迎送 所以輕我也 從臣扶芬奴進曰 臣爲大王取沸流鼓角 王曰 他國藏物
汝何取乎 對曰 此天之與物 何爲不取乎 夫大王困於扶余 誰謂大王能至於此 今大王奮身於萬死之危 揚
名於遼左 此天帝命而爲之 何事不成 於是扶芬奴等三人 往沸流取鼓而來 沸流王遣使告曰云云 王恐來
觀鼓角 色暗如故 松讓不敢爭而去.”
23) 『三國史記』 卷14 「髙句麗本紀」 大武神王 5年 春3月, “神馬駏䮫將扶餘馬百匹 俱至䳽盤嶺下車迥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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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마가 부여의 말을 학반령 부근으로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장래의 있을 부여의 분열과 그
일부 세력의 고구려 내투를 예언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천명이 여전히 대무
신왕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고구려인은 대무신왕의 부여 원정이 부여의 임금인 대소의 참수라는 큰 전과를 바탕으
로 고구려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였지만,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큰 피해 속에서 후퇴하
였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승전을 천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으
로 이해하고 이를 대정의 상실로 표현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비류원대정의 불완전성은 독자적으로 천명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 가지 신보 중 하나로 출현
한다는 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고구려 초기 나라의 통치자인 임금과 관련된 신화적 이야기
에는 3이라는 화소가 거듭 등장하는데, 이것은 위로 고조선의 천부인 3개와 일본의 삼종신기
(三種の神器)와 유사하다. 고구려의 3이라는 화소는 모두 국가의 건립과 통치자인 임금과 관
련이 있으며 이것은 고조선과 일본에서 나타나는 3의 성격과 동일한데, 3은 하늘이 인정한 통
치자의 정통성, 곧 천명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 가지 신보 가운데 하나인 금
옥새 또한 하느님이 보장하는 임금의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어서25) 대정의 신화적 성격과 유
사하다. 다시 말해서 고구려인에게 대정은 천명을 드러내는 신보이지만, 하느님의 명을 드러
내는 ‘세 가지 신보’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대정의 상실로서 천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현
실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비류원대정 이야기’는 대무신왕과 관련되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삼
국사기』는 고려 인종 23년인 서기 1145년에 편찬되었으나, 고구려에는 국초에 이미 『留記』
100권이 존재하였고 이를 고구려 영양왕 11년인 서기 600년에 太學博士 李文眞이 『新集』 5
권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26) 때문에 대무신왕 본기의 비류원대정 이야기도 대체로 대무신
왕 재위 기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고구려 초기에 이미 기록으로 정착하였을 것이다. 다만 『삼
국사기』에서 중국의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국내의 자료를 이용한 비율이 광개토대왕 후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광개토대왕의 재위 기간에 역사의 정리 작업이 있
었을 가능성이 있다.27) 따라서 비류원대정 이야기는 늦어도 광개토대왕 재위기인 5세기 초에
는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는 형태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중국 고대의 정에 대한 신화적 인식
중국의 고대를 어느 기간까지로 볼 것인가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고
구려 대무신왕대의 정에 대한 신화적 인식과 비교하기 위해 先秦 시기부터 秦·漢 시기까지의
기록을 중심으로 하되 다소 늦은 시기의 관련 기록도 보조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에서 정은 이른 시기부터 신화적 상징성을 지닌 기물로서 인식되었다. 고대 중국에서는
大帝, 黃帝, 禹, 啓 등 신화적 남성 통치자들이 정을 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28) 그 가운
24) 『三國史記』 卷14 「髙句麗本紀」 琉璃明王 32年 冬11月, “扶餘人來侵 王使子無恤 率師禦之 無恤以
兵小 恐不能敵 設竒計 親率軍伏干山谷以待之 扶餘兵直至鶴盤嶺下 伏兵發擊其不意 扶餘軍大敗 棄馬
登山 無恤縱兵盡殺之.”
25) 김미경, 앞의 글, 2007, 69~70쪽.
26) 趙仁成, 「三國 및 統一新羅時代의 歷史敍述」, 『韓國史學史의 硏究』, 韓國史硏究會 編, 乙酉文化社,
1985, 12~15쪽.
27) 申東河,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의 引用資料에 관한 一考｣, 縣
三國史記의 原典 檢討郡
, 歷史硏究室 編,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5, 38~40쪽.
28) 『史記』 卷12 「孝武本紀」 元鼎 4年 6月, “聞昔大帝興神鼎一 一者一統 地萬物所系終也 黃帝作寶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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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서도 하나라의 우 또는 계가 주조하였다고 하는 구정이29) 가장 중요시되었다.

다) 楚子는 陸渾의 오랑캐를 치고, 마침내 雒水까지 이르러 주나라 국경에서 군대의 시위를 하였다.
주나라 정왕은 대부 王孫滿을 보내어 초나라 임금을 위로하게 하였는데, 이때 초왕은 주나라의 보
배인 솥의 크기와 무게 등을 물었다. 왕손만은 대답하기를 “솥의 크기와 무게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덕에 달려 있지 솥에 달려 있지 않소. 옛날 하나라의 천자가 훌륭한 덕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에 먼 곳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들의 산천이나 기이한 물건의 형상을 그려서 바쳤고 쇠를 九州의 우
두머리들에게 명하여 바치게 하며, 솥을 주조하여 거기에 지방에서 바친 풍물을 새기고 온갖 물건
의 형태를 나타내시어 백성들로 하여금 귀신과 괴물을 알게 했던 것이오. 그래서 백성들은 강이나
연못, 산림에 들어가도 괴물을 만나지 않게 되었으며 산천의 괴물인 螭魅罔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해를 당하지는 않았소. 그렇게 하여 상하가 서로 화합하여 하늘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오. 그런데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 桀王은 악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솥은 상나라로 옮겨가서 6백년이 되었
으나,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 紂王이 포학했기 때문에 그 솥은 주나라로 넘어가게 되었소. 솥을 가진
임금의 덕이 아름답고 밝으면 솥이 비록 작을지라도 무거워 옮기기 어려우며, 그 덕이 비뚤어지고
어지러우면 비록 크다고 해도 가벼워서 옮기기 쉬운 것이오. 하늘이 명덕을 주는 것에도 한도가 있
는 법이오. 주나라 성왕이 서울을 郟鄏에 정하고 그곳에 솥을 가져다 놓았을 때에 주나라가 얼마나
오래 계속될 것인가를 점을 쳤는데 30대 7백년이었소. 이것이 바로 하늘이 명하신 바이오. 이제 주
나라의 덕이 비록 쇠미해졌다고 하지만 천명은 아직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솥의 무게를 물어 천
자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되오.”라고 하였다.30)
구정은 다)의 기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라의 임금이 구주의 우두머리가 바친 쇠
로 주조한 것으로서 정의 표면에는 지방의 풍물이나 귀신과 괴물을 새겨 백성들이 귀신이나
괴물을 만나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등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물이었다고 한다.
구정은 임금의 덕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구정의 소유자인 통치자의 덕이 하늘의 뜻
에 부합하지 못하면 훌륭한 덕을 지닌 다른 통치자에게 구정이 옮겨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걸이 악덕을 지녔기 때문에 구정은 상나라의 시조인 탕의
소유가 되었고 상나라의 임금 주가 폭정을 행하자 다시 주나라의 차지가 되었다. 그 후 주의
덕마저 쇠하자 구정은 강 속으로 침몰하여 세상으로부터 모습을 감추었다는 것이다.31) 다시
말해서 구정은 곧 구정의 소유자에게 천명이 함께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화적인 상징물이었
다고 할 수 있다.
진시황이 구정이 빠졌다는 泗水에서 구정을 건져 올리려 하다가 실패한 이야기 또한 위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그림 1)

라) 시황제는 돌아오는 길에 彭城에 들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사당에 기도를 올리고 주나라의
정을 사수에서 끌어내고자 하여 1천 명의 사람을 시켜 물속에 들어가 정을 구하게 하였으나 성공하
三 象天地人也 禹收九牧之金 鑄九鼎.”
29) 楊伯峻 編著, 『春秋左傳注(修訂本) 二』, 中華書局, 1990, 669~670.
30) 李錫浩 옮김, 『新完譯 四書五經 11 春秋左傳 中』, 平凡社, 1985, 28~29쪽. 일부 문장부호와 한자
표기 수정;『春秋左傳』 「宣公」 3年 春, “楚子伐陸渾之戎 遂至于雒 觀兵于周疆 定王使王孫滿勞楚子
楚子問鼎之大小輕重焉 對曰 在德不在鼎 昔夏之方有德也 遠方圖物 貢金九牧 鑄鼎象物 百物而為之備
使民知神姦 故民入川澤山林 不逢不若 螭魅罔兩 莫能逢之 用能協于上下 以承天休 桀有昏德 鼎遷于
商 載祀六百 商紂暴虐 鼎遷于周 德之休明 雖小 重也 其姦回昏亂 雖大輕也 天祚明德 有所底止 成王
定鼎于郟鄏 卜世三十 卜年七百 天所命也 今 周德雖衰 天命未改 鼎之輕重 未可問也.”
31) 『史記』 卷12 「孝武本紀」 元鼎 4年 6月, “禹收九牧之金 鑄九鼎 皆嘗鬺烹上帝鬼神 遭聖則興 遷于夏
商 周德衰 宋之社亡 鼎乃淪伏而不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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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다.32)
마) 주나라 현왕 42년에 구정이 사수의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진시황 때에 사수에서 구정이 나타났
다. 진시황은 자신의 덕이 삼대에 부합한 것이라 여겨 매우 기뻐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을 시켜 물속
에 들어가 그것을 끌어내게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를 두고 소위 구정이 숨어버렸다고 한
다. 또 전해지기로는 그것을 묶어서 끌어내게 했는데 끌어내지 못했고 용이 이빨로 그 줄을 끊어버
렸다고 한다.33)

그림 1 東漢 武氏 사당 畵像石 탑본 ‘秦始皇泗水昇鼎’34)
진시황이 사람을 시켜 사수에서 정을 끌어내다 줄이 끊어져 실패하는 모습(왼쪽), 사각형 안의
정의 모습 세부(오른쪽)

진시황은 사수에서 구정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자신의 덕이 이상적인 통치자의
시대인 삼대의 덕과 부합하는 것이라 여기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끌어내게 하였으나 끝내
실패하였다.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진시황이 구정을 줄로 묶는 데까지 성공하였으나 용이
나타나 그 줄을 끊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덕이 없는 통치자는 어떠한 노력을
하여도 천명의 상징인 구정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외에 주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 자체가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도 존재하였
다.

바) 威烈王 23년에 구정이 진동하였다. 주왕이 韓·魏·趙를 제후로 명하였다.35)
32) 『史記』 卷6 「秦始皇本紀」 秦始皇 28年, “始皇還 過彭城 齋戒禱祠 欲出周鼎泗水 使千人沒水求之
弗得.”
33) 위안커, 김선자·이유진·홍윤희 옮김, 『중국신화사(上)』, ㈜웅진씽크빅, 2010, 518쪽; 『水經注』 卷25
「泗水」, “周顯王四十二年 九鼎淪没泗淵 秦始皇時而鼎見于斯水 始皇自以德合三代 大喜 使數千人没
水求之 不得 所謂鼎伏也 亦云系而行之 未出 龍齒齧斷其系.”
34) 국립중앙박물관 테마전시실 특별전시 “옛 중국인의 생활과 공예품” 사진. 2016년 12월 09일 필자
촬영 사진을 수정·편집함.
35) 『史記』 卷4 「周本紀」, “威烈王二十三年 九鼎震 命韓 魏 趙為諸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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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열왕 23년은 서기전 403년으로서 晉의 公室을 무너뜨리고 그 영토를 분할한 한·위·조 세
유력 私家를 주왕이 공식적으로 제후로 인정한 해이다. 이 해는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전국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역사적인 전화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구정이 스
스로 진동함으로써 주왕실의 쇠락과 장기적으로는 주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다.
『墨子』에는 이와 같은 정의 신비한 능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아) 옛날 하나라의 임금 啓는 蜚廉에게 산천에서 구리를 캐도록 시켰고, 昆吾에서 흙으로 鼎을 주조
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翁難乙을 시켜 백약의 거북이에 점을 치게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습니
다. ‘정은 세 발 달린 네모난 모양을 이루게 하고서. 불을 때지 않아도 저절로 끓고, 손을 대지 않아
도 보관되며, 옮기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이도록 하소서. 이에 곤오의 마을에서 제사를 드리오니 흠
향하소서.’ 옹난을이 또 점괘를 해석하여 말하였습니다. ‘흠향하셨다. 뭉게뭉게 흰 구름이 일어나 한
번은 남북으로 한 번은 동서로 흐르듯 아홉 개의 정이 완성되어 세 나라에 전해지리라.’ 하후씨가
이것을 잃자 은나라 사람이 받았고, 은나라 사람이 이것을 잃자 주나라 사람이 받았습니다. 하후씨,
은나라, 주나라가 차례로 받는 데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가령 성인이 자신의 훌륭한 신하와 걸출한
재상을 모아 도모하더라도 어떻게 수백 년 뒤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은 그것을 알
았습니다.36)
縣
論衡郡
에도 위와 비슷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주나라의 정은 불을 때지 않아도 저절로 끓고, 물건을 던져 넣지 않아도 저절로
나온다고 전한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보탠 것이고 유서에 보태진 글이다. 이는 본래 신기할 것
없는 아홉 개 정을 공연히 신기하게 만든 것이다.37)
縣
논형郡
의 저자인 王充은 구정의 신비한 능력을 허황된 이야기로 비판하고 있지만 위의 기록
을 통해 서기 1세기 무렵의 동한 때에는 정이 불을 지피지 않아도 스스로 열이 나 음식을 끓
게 하고 넣지 않은 물건이 저절로 나온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중국 고대에는 정은 예언을 하고 스스로 움직이며 불을 때지 않아도 저절로 음식
을 끓이고 물건을 넣지 않아도 물건이 저절로 나오는 등의 능력을 지닌 신비한 기물이란 인식
이 존재하였다. 정은 본래 고대 중국에서 희생을 삶아 신에게 제사지내는 제기의 기능을 지니
고 있었는데, 정의 이와 같은 제기적 성격이 신화적 인식을 낳게 하였을 것이다. 요컨대 정이
지니고 있는 제기로서의 종교적 성격과 천명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성격이 정 자체의 신비한
능력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6) 묵적, 윤무학 옮김, 『묵자 Ⅱ』, 도서출판 길, 2015, 236쪽. 한자 표기 방식 수정; 『墨子』 卷11 「耕
柱」, “昔者夏后開使蜚廉折金於山川 而陶鑄之於昆吾 是使翁難雉乙卜於白若之龜 曰 鼎成三足而方 不
炊而自烹 不舉而自臧 不遷而自行 以祭於昆吾之虛 上鄉 乙又言兆之由 曰 饗矣 逢逢白雲 一南一北
一西一東 九鼎既成 遷於三國 夏后氏失之 殷人受之 殷人失之 周人受之 夏后殷周之相受也 數百歲矣
使聖人聚其良臣與其桀相而謀 豈能智數百歲之後哉 而鬼神智之.”
37) 왕충, 이주행 옮김, 縣
論衡郡
, 소나무, 1996, 365쪽; 縣
論衡郡卷8 ｢儒增｣, “世俗傳言 周鼎不爨自沸 不
投物 物自出 此則世俗增其言也，儒書增其文也，是使九鼎以無怪空為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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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에 대한 신화적 인식 차이와 그 함의
고구려의 비류원대정과 고대 중국의 정은 그 신화적 인식에 있어 천명이나 왕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비류원대정은 대무신왕이 부여를 치
기 위한 원정 도중에 하느님이 내려준 세 가지 신보 가운데 하나이고, 고대 중국의 정은 임금
에게 덕이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인 동시에 하늘이 임금의 통치권을 보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물이다. 또한 비류원대정이 불을 때지 않아도 저절로 열이 나고 충분한 음식을 공급하는 능
력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이 중국의 정 또한 저절로 끓고 넣지 않은 물건이 나오며 미래를 예
언하는 등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유사성으로 인하여 고구려의 비류원대정이 중국의 정에 대한 신화적 인식으로부
터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가 있으며 특히 대무신왕조의 비류원대정과 신마 거루는 서한 무제의
寶鼎과 신마 이야기를38) 직접적으로 분식한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39)
하지만 비류원대정과 중국 고대의 정의 신화적 인식에는 유사점뿐 아니라 차이점도 존재한
다. 먼저 대정은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중국 고대의 정은 모두 남성 정치 지도자와 관
련이 있다. 이것은 고구려에서는 여성과 종교적 행위가 밀접과 관련을 맺고 있음에 비해 고대
중국에서는 제사권이 남성 통치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으며 두 지역의 종교
적·신화적 사상 체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정은 저절로 열이 날 뿐 아니라 음식을 무한히 제공하는 등 신비한 능력을 지닌 신
보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중국 고대의 정은 천명을 드러내는 상징적 성격이 일반적이라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고대 중국에도 정이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할 뿐
아니라 불이 없어도 저절로 열이 나는 능력은 비류원대정의 능력과 동일하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러한 중국의 신화적 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도 있다. 고구려는 건국 초부터 중
국과 밀접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고구려가 고대 중국의 신화적 인식 체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신화적인 인식 체계는 각 지역의 종교·사상 등과 밀접한 관련
을 맺고 있어서 쉽게 변화기 어려운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중국 문화
에 비교적 익숙하였다고 해도 중국에서도 비주류적인 신화적 인식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무한히 음식을 제공하는 대정의 능력도 넣지 않은 물건이 저절로 나오
는 구정의 능력과 비슷하지만 고대 중국의 기록에서는 드물게 보이므로 대정의 신비한 능력은
취사도구인 정의 기능을 신비화한 재래의 신화적 인식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고대의 정과 달리 비류원대정은 세 가지 신보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黃帝가 보정 3개를 주조하였으며 이것이 하늘·땅·사람을 상징한다
는 기록이 『사기』의 「孝武本紀」에 보이지만40) 선진 시대의 기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것은 후대의 인식일 가능성이 크다. 구정의 9는 정의 수를 가리키는 것인지 9가 곧 정의 이
름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구정이 9개의 정을 의미한다고 해도 정이라는 단 한 종류의 기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이 오롯이 천명을 나타내고 있음이 세 가지 신보 가운데 하나인 대
정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서 중국 고대에서 정은 곧 천명을 상징하는 하나의 신
보이지만 비류원대정은 천명을 나타내는 여러 신보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대무신왕이 끝내 비류원대정을 잃어버렸음에도 천명을 상실하지 않은 것 또한 고대 중국의
38) 『漢書』 卷6 「武帝紀」 元鼎 4年 6月, “得寶鼎后土祠旁 秋 馬生渥洼水中 作寶鼎 天馬之歌.”
39) 김미경, 앞의 글, 2007, 68~69쪽.
40) 『史記』 卷12 「孝武本紀」 元鼎 4年 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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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적 인식과 큰 차이를 드러내는데, 이것은 대정이 천명의 일부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대정의 상실은 천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대무신왕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하느님의 질책
으로 이해될 수 있고, 신마 거루가 한 번 사라졌다가 부여의 말을 이끌고 대무신왕에게 다시
돌아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정을 얻어 이를 기념하는
노래를 지었다는 서한 무제의 이야기와 비류원대정의 이야기는 그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대무신왕의 대정이 정치적인 의도로 무제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거나 후대
의 분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비류원대정이 천명을 나타낸다는 고구려의 신화적 인식이 고대 중국의 정에 대한 일반
적인 신화적 인식과 유사한 것은 사실이므로 양자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
분하다. 실재로 고구려의 중심부가 자리한 만주 지역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중국의 정에
대한 신화적 인식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체로 서주 전기 무렵과 춘추시대 후기에서
전국시대의 유적에서 예기로 사용된 다양한 청동 정이 요서지역에서 출토되었는데,41) 이러한
유물은 주민의 이주나 문물의 교류 또는 무력 충돌에 따른 전리품 등으로 볼 수 있다. 고구려
의 유적에서도 集安, 평북 영변, 평양 등에서 드물지만 금속으로 제작된 여러 종류의 정이 발
견되고 있다.42) 따라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정의 이동과 함께 정에 대한 중국의 신화적 인
식 또한 자연스럽게 전달되었을 수 있다. 세 신보 중 상실의 대상으로서 대정이 선택된 것은
고구려 사람들에게도 대정의 천명에 대한 상징성이 다른 신보에 비해 강하게 인식되었기 때문
으로 보이는데, 이는 고대 중국의 정에 대한 신화적 인식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당시 고구려는 3이나 고각과 같은 화소에서 알 수 있듯이 천명과 관련된 자체적인
신화적 인식 체계를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천명의 신화적 상징물로서의 정이라는 중국적 인
식은 고구려의 전통적 신화적 인식 체계로 유입되면서 일정하게 굴절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
다. 비류원대정이 중국 고대의 정과 달리 여성적 성격이 강조되고 세 가지 신보 가운데 하나
로 인식된 것은 이러한 굴절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고구려인은 정에 대한 중국의 신화적
인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에 대한 중국의 신화적 인식은 약화되었고, 그 결과
정이 지닌 신비로운 능력의 측면이 보다 강조되면서 정을 다양한 신보 가운데 하나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고구려의 비류원대정과 고대 중국의 정은 그 신화적 인식에 있어 천명이나 왕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류원대정의 불을 때지 않아도
저절로 열이 나고 물건이 나오는 등의 신비한 능력은 고대 중국의 정에 대한 인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41) 김정열, 「요서지역 출토 상·주 청동예기의 성격에 대하여」, 『요하유역의 초기 청동기문화』, 동북아역
사재단, 2009, 75~78쪽, 85쪽; 遼寧省博物館, 「遼寧凌源縣三官甸靑銅短劍墓」, 『考古』 1985-2, 中國
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1985, 125쪽; 遼寧省文物考古硏究所·葫蘆島市博物館·建昌縣文物管理所, 「遼
寧建昌東大杖子墓地2000年發掘簡報」, 『文物』 2015-11, 文物出版社, 2015a, 13~14쪽; 遼寧省文物考
古硏究所·葫蘆島市博物館·建昌縣文物管理所,
「遼寧建昌縣東大杖子墓地2002年發掘簡報」,
『考古』
2014-12,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2014, 23쪽; 遼寧省文物考古硏究所·葫蘆島市博物館·建昌縣文
物管理所, 「遼寧建昌東大杖子墓地2003年發掘簡報」, 『邊疆考古硏究』 2015-2,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
中心, 2015b, 45쪽.
42) 김영진, 『고구려유물편』, 사회과학출판사, 2002, 148~151쪽; 集安县文物保管所, ｢集安县两座高句丽
积石墓的清理｣, 縣
考古郡1979-1,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1979, 2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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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자의 신화적 인식 사이에는 다양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중국 고대의 정이 모두 남
성 정치 지도자와 관계가 있는 반면에 대정은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고대 중국의 정은
단독으로 천명을 나타내지만 대정은 금 옥새·병기 등과 함께 세 가지 신보 가운데 하나로서
천명을 드러내고 있다. 대무신왕이 대정을 도중에 잃어버렸음에도 천명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
은 것은 대정이 천명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신보이기 때문이며, 이 또한 고대 중국의 신화
적 인식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대정이 천명을 보여준다는 고구려의 신화적 인식은 본래 고대 중국의 정에 대한 일반적인
신화적 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고구려에서도 천명을 드러내는 정의 상징
성이 비교적 분명하였기 때문에 천명의 불완전한 이행을 세 가지 신보 가운데에서도 대정의
상실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는 3이나 고각과 같은 천명을 상징하는 자체
적인 신화적 인식 체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정이 단독으로 천명을 의미한다는 중국적 신
화적 인식은 고구려로의 수용과정에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고구려인에게 정은 3이
라는 신화적 상징과 결합해야만 비로소 천명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
이다.
본고는 고구려와 중국 고대의 정에 대한 신화적 인식의 비교를 통해 고대 중국의 신화적 인
식이 고구려의 신화적 인식 체계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변용이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고구려의 고대 중국의 신화적 인식의 수용 양상과 더불어 신화적 인식 체계의 독자적인 성격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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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와 중국 고대 鼎에 대한 신화적 인식 비교
- ｢대무신왕본기｣ 沸流源大鼎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이지영(상명대)
위의 논문에서 발표자는 결론 말미에서 말했듯이, ‘고구려와 중국 고대의 鼎에 대한 신화
적 인식의 비교를 통해 고대 중국의 신화적 인식이 고구려의 신화적 인식 체계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변용이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고구려의 고대 중국의 신화적 인식의 수용
양상과 더불어 신화적 인식 체계의 독자적인 성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先秦
시기부터 秦·漢 시기까지 중국 쪽 관련 기록을 꼼꼼하게 살핌으로써, 논의 타당성을 확보하
고 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
1. 토론자가 보기에, 논문제목의

‘신화적 인식’을 염두에 둔 탓인지 고구려 대무신왕이

얻은 ‘대정’의 성격을 주로 ‘천명성’에 두고 있어서, 鼎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를 놓치고 있
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쪽 문헌기록에 나타나는 鼎의 여러
성격(의미)을 구분하여 제시한 뒤, 그 가운데 ‘비류원대정’이 어느것과 연관되는지를 지적하
는 일을 먼저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 발표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정의 성격들은 무엇
무엇인지요?
2. 발표문을 보면, 앞의 글과 뒤의 글의 내용이 미묘하게 차이가 난 점이 발견된다. 가령,
6쪽에서 “대정이 천명을 의미하는 신보라면 대정의 상실은 곧 대무신왕이 천명을 잃어버렸
음을 의미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어진 문장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후퇴하였지만
대무신왕이 천명을 완전히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아래 문단으로 가
면, “불완전한 승전을 천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대정의 상실로 표
현하고자 하였을 것”이라고 했다. ‘대정을 잃었으면 잃은 것’이지 ‘불완전하게 잃은 것’은 이
상하다. ‘대정의 상실’이 ‘천명의 상실’이라면, 궁극적으로 대무신왕의 천명성에 문제가 있다
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실제로 관련 기사에는 ‘금 옥새, 병기’에는 ‘하
늘이 준 것(王天賜也)’이라 하지만, 대정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없다.(4쪽)]
3. 발표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신화적 인식’과 ‘천명의 성격’의 구체적인 개념(의미)는 무
엇인지요? 설령, 대무신왕 기사에서 ‘천명’이 찾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신화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무신왕은 신화(적) 주인공이 아니며, 따라서 그 왕의 전쟁 기사는
신화(적) 기사물이 아니다. 4쪽에서 “대무신왕의 원정이 걸과 같은 폭군 대소를 치기 위한
것으로서 천명에 의한 것”이라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해당 기사는 신화적 서사물이 아니
다. 또한 대무신왕이 얻은 세 가지 신보를 ‘통치자(임금)의 통치권 곧 천명을 상징한다’고
했는데(6쪽), 그것이 곧 ‘신화적 인식’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4. 선생님이 ‘고대 중국의 신화적 인식이 고구려의 신화적 인식 체계로 편입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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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정한 변용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면, ‘대정의 소유자’로 간주되는 ‘비류원의 여성’에 주
목하면서 중국과 달리 고구려에서 ‘정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모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
도 좋다고 본다. 김두진, 서영대 등 선학들의 입장을 그런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아울러 ‘비류 세력의 경제적 지원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김미경의 입장도 흥미롭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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尋牛圖를 통해 본 禪수행의 발전 양상과 비전
주소연(대진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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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Ⅰ. 서론
심우도(尋牛道)1)는 선종화로서 禪수행을 통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동자가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한 그림이다.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심우도는 송대에 곽암선사가 그린 십우도(十牛圖)이
다. 곽암의 십우도는 선사상을 상징하는 하나의 도상이 되었고 서양에 선이 전파될 때에도
禪수행을 알리는 안내서가 되었다. 송대의 선은 일본, 한국, 베트남 등에 전해져 나라마다 독
창적인 선을 발전시켰다. 선사상은 조선 말 문화와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고, 소를 주제
로 한 시나 그림이 유행했다.
현재 선종은 명상과 좌선, 선문답을 위주로한 禪수행을 소개하여 종교를 넘어서 문학과 심
리학, 상담, 치유, 자기계발 등의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여기서 심우도는 효과적인 홍보나
논의, 전달의 매체가 되고 있다. 또한 심우도는 불교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부터 발생한 한국
의 일부 신종교에서도 발견된다. 왜 선종의 심우도는 불교를 넘어서서 타종교와 여러 사회적
분야에서 수용되어 활용되는 것일까. 심우도에 담긴 어떤 역사와 사상적 배경이 현대까지 이
어져 살아나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의미가 확대되고 활용될 수 있을까. 본
글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탐구 과정이다.
선종화로서의 심우도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종교와 철학적인 관점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
졌다. 요코야마 고이츠는 곽암 십우도의 각 장면을 기존 종교와 근대 철학의 개념으로 설명하
였고, 장순용은 십우도를 자기와의 관계가 드러나는 ‘자기의 현상학’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철학적 의미의 심우도는 현대인에게 잃었던 자아를 찾는 자기계발 도구가 된다. 한편, 야나기
다 세이잔은 심우도의 등장을 당대의 살아있는 선에 비해 정형화된 송대 선의 경향으로 보기
도 한다. 철학적 연구 외에도 심우도의 그림과 시를 비교 분석한 예술 및 문학적 연구가 일부
있다. 그 중 박용숙은 미술로서의 심우도는 그 기원이 고대까지 거슬러가고 심우도의 상징적

1) 선종화로서 소를 찾는 그림은 목우도, 심우도, 십우도, 백우도 등 명칭이 다양하지만 본 글에서는 심
우도를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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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들은 그런 고대부터 이어져온 사상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심
우도를 치유도구로 제시한 연구도 있다.
본 글에서는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심우도의 사상적 발전사를 간략히 살펴본 후 현재 선 사
상이 담긴 심우도가 어떻게 확대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심우도의 기원
과 특징을 소의 의미와 심우도의 종교적, 예술적, 상징적 특징을 통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현
대에 심우도에 담긴 선수행의 의미가 확대 활용되고 있는 현상을 종교적 측면과 치유적 측면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심우도의 기원과 특징
1. 심우도의 기원
1) 소의 의미
동물상징은 선사시대부터 인간의 문화나 관념 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동물은 건국
이나 시조 신화의 중요한 모티프가 되었으며, 바위그림이나 동굴벽화, 고분 유물의 주요 소재
였다. 동물 상징의 그림이나 유물은 동물의 영력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
등 인간생활의 여러 측면을 해석한 고대인의 의식세계를 반영한다. 특히 동서양의 십이지와
동양의 사신 개념은 동물 상징을 통해 시간신과 방위신 신앙을 나타낸다.2)
소는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 뿐만 아니라 이집트, 수메르, 그리스 문명시대에서도 특별한 도
상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인도의 선대 문명인 모헨조다로의 우두인장이나 중국 시조인 신농
(神農)이 우두인신(牛頭人身)으로 표현되는 점에서도 소의 특별한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산스
크리트어에서 황소는 ‘go’라고 하여 그 의미가 일차적으로 별, 달, 태양광선이라고 한다.3)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소가 삼지창의 모양이며, 하늘제사(天祭)에 쓰이는 소라고 하면서
그 소는 곧 이치(理)라고 했다.4)

『강희자전(康熙字典)』에서는 “소는 밭을 가는 것이고 그 밭

갈이는 곧 이치(理)이다”라고 했고, 『장자(莊子)』의 제3편 「양생주(養生主 第三)」에서는 소를
해체하는 일이 경전을 이해하는 이치와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5)
소가 이치이고 진리의 경전을 의미한다면 고대 그리스나 아프리카의 수소 도살과 해체 의
례, 소와 싸우거나 소를 칼로 찌르는 모습을 그린 여러 선사시대 벽화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소와 싸워 이겨 죽이거나 종교적 의례에서 소를 해체하는 일은 하늘이 돌아가는
원리인 천문학과 그 천문에 대한 진리를 통달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또한 『규원사화에서 탐시
선인은 방등왕에게 “백성은 자연의 이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라고 하며 큰 소 한 마리를 왕
에게 진상하는데 여기서 소가 자연의 이치를 상징한다.
천문학과 자연과학의 상징기호로서의 소의 도상적 지위는 불교와 유교, 기독교가 들어오면
서 문학적이고 회화적인 알레고리로 바뀌게 된다. 오늘날 심우도는 주로 중국 선종을 대표하
는 곽암의 십우도와 보명의 목우도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소는 천문학이나 이치보다는 무아

2) 천진기, 『한국동물민속론』, 서울: 민속원, 2003, pp. 11-17.
3) 게오르그 포이어스타인 외 지음, 『최초의 문명은 고대 인도에서 시작되었다』, 정광석 옮김, 사군자,
2000, pp. 249-250.
4) 『說文』, 大牲也牛件事理也象角頭三封尾之形.
5) 『莊子』 第3篇 養生主. 庖丁 爲文惠君 解牛 手之所觸 肩之所倚 足之所履 膝之所踦 砉然嚮然 奏刀騞
然 莫不中音 合於桑林之舞 乃中經首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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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我), 진여(眞如), 불성(佛性) 등 인간의 마음을 비유하는 ‘마음소’를 상징한다.6) 한편, 심우
도의 소는 진리나 진성의 의미 외에도 생활 속의 선(禪)을 의미한다. 소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현실적 삶에서 가장 친숙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소는 천문학적 도상이었다가 도교,
불교, 유교의 출현과 함께 각 종교사상을 반영하는 진리, 법을 상징하게 되었고, 선불교의 포
교와 교화 목적을 위한 심우도의 소재가 되었다.
2) 심우도의 기원
오늘날 심우도는 선종화의 일종으로 여러 장의 그림이 하나의 그림이 되는 연작형식의 사찰
벽화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그 기원을 중국 선종의 전성기인 송대(宋代)로 보고
12세기경에 제작된 보명 목우도와 곽암 선사의 십우도를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는다. 선종은
이심전심(以心傳心),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종지(宗旨)로 하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 교화할 수
있는 십우도가 곽암 이후에도 여러 개 등장하였다.
하지만 연작형식의 심우도 이전에도 소와 사람을 소재로 목우(牧牛)를 표현한 그림은 선사
시대의 동굴벽화부터 찾아 볼 수 있다. 박용숙에 따르면 심우도는 양식적으로 그 근원이 불교
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원래 동굴벽화에서 유래되어 전불시대(前佛時代)의 신전(神殿) 양식
으로 전승되었다고 한다. 라스코의 동굴벽화와 부시맨의 암각화에 나타나는 소에 관한 여러
장면들이 사찰벽화 이전의 회화적 전사(前史)라고 할 수 있다.7)
또한, 고대 그리스의 미도라스(Mithraism) 신앙에서는 소를 도살하는 의례가 동굴 신전에
이루어졌다. 프릿츠 작슬(Fritz Saxl)은 이 동굴신전의 천장에 황도십이궁을 그린 천우도(天牛
圖)가 있고, 벽화들 중에는 사수(射手)로서의 미도라스가 바다를 건너 수소를 끌고 가서 죽인
다음 성찬식을 하는 과정이 연작으로 그려져 있다고 보고했다.8) 이 연작 벽화 또한 넓은 의미
에서 심우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박용숙에 의하면 동굴 벽화에서 지상 건축물의 벽화로
변천한 것은 새로운 종교적 사상의 등장과 그에 따른 시대정신의 변화가 건축양식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종교적 변천 과정에서 소라는 소재는 계속 사용되는데 이것은 소
가 시대를 초월해 공통된 종교적 기반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불교의 등장으로 원시 종교가 쇠퇴한 후 소를 소재로 한 벽화는 대표적으로 불교 전통에서
나타났다. 티벳 불교의 목상도(牧象圖, 또는 十象圖)는 곽암 십우도 이전에 나온 것으로 비록
연작회화는 아니지만 불교적 수행과정을 그린 교화적 회회로서 불교 심우도의 원류라고 할 수
있다. 목상도는 초기불교경전인 아함경의 팔리정전(巴利正典) 중부(中部 Majjhima Nikaya)
제33 목우자대경(牧牛者大經 Mahagopalaka Sutta)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다.9) 목우자
대경은 불교의 영적 수행 과정을 야생 소를 길들이는 것에 비유해 11개 단계로 설명한다. 이
것이 티벳의 목상도(牧象圖)에서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소 대신 코끼리가 그려져 있다. 코끼리
는 인도에서 소와 마찬가지로 진리의 상징이다.10)

6) 장순용, 『禪이란 무엇인가-十牛圖의 사상』, 도서출판 세계사, 1991, p.115.
7) 박용숙, 『한국미술의 기원』, 서울: 예경산업사, 1990, p.309.
8) Fritz Saxl, Lecture(Warburg Institute), chapter 6,7. Georges Dumezil, Mitra-varuna, Zone
Books, New York, 1988, pp.120-137.
9) Piya Tan (2004), The Taming of the Bull. Mind-training and the formation of Buddhist
traditions, dharmafarer.org, pp.8-9.
http://dharmafarer.org/wordpress/wp-content/uploads/2009/12/8.2-Taming-of-the-Bull-piy
a.pdf
10) 『설문』에서 ‘상은 코끼리이고 그 코끼리는 법의 상징으로 되어 있다. 박용숙, 같은 책,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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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심우도의 원류는 보통 송대(宋代)의 청거와 보명, 곽암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국 남조(南朝) 양나라 때 장승요가 그린 『오황급이십팔수진형도(五皇及二十八宿眞形圖)』 또
한 심우도의 다른 형태의 원류라고 볼 수 있다. 당나라 때 보리달마에 의해 선종이 전래된 후
송대에는 선사상에 근거한 산수화와 시가 유행하였고, 목우를 주제로 한 그림이 등장했다. 선
승들은 불교의 대중화의 한 방편으로 목우도를 제작했는데 청거와 보명의 목우도(牧牛圖)를
포함해 10여 편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곽암이 제작한 십우도(十牛圖)가 오늘날 널리 알려
진 심우도이다. 청거의 목우도에 대한 기록은 『종용록(從容錄)』에 나온다. 청거선사는 생몰연
대가 불분명하고 송대 인종(1022-1063)때의 승려이며 묵조선(黙照禪) 계통인 조동선(曹洞禪)
의 선사로 알려져 있다. 청거의 목우도는 총12장인데 2장만이 전해진다. 이후 보명(普明) 선사
의 목우가 등장하는데 10장이 다 전한다. 하지만 보명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보명의 목우도’라는 기록만 전한다.11) 이들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곽암(廓庵,?-1135)은 기
존의 목우도를 참고하여 10개의 그림으로 된 십우도를 지었다. 곽암은 남종선(南宗禪)인 임제
종(臨濟宗) 계열로서 임제선사의 12세대 제자이며 오제법연의 3세대 제자로 알려져 있다.12)
이와 같이 심우도는 고대 신전 벽화에 뿌리를 두며, 선불교의 수행 지침서로의 심우도는 그
원류가 티벳의 목상도에서 시작해 중국 송나라때 청거와 보명의 목우도에 이어 곽암 선사가
그 전형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2. 심우도의 특징
심우도의 특징은 크게 종교적, 예술적, 상징적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심우도
는 선종화의 하나로 참禪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예술은 인
간의 종교성을 표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매체였다. 모든 종교 건축물이나 장식은 각 종교의 교
리와 사상을 담고 있다. 특히 선종은 문자나 교리를 넘어서는 깨달음을 지향하므로 그림으로
수행과정을 안내하는 심우도는 단순한 장식용이 아닌 종교적 교화와 포교를 위한 지침이 된
다. 심우도는 주로 사찰의 중심 건물인 대웅전 벽면에 그려져 있어 다른 벽화보다 중요한 위
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우도에 나타난 禪수행은 無와 有, 주체와 객체 등 모든 체용
(體用)의 관계가 둘이면서도 하나가 되고, 둘이 아니면서도 하나가 되면서 절대적인 일자(一
者)의 생성발전으로 가는 과정이다.13) 다만 종교적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개념 차이가 청거·
보명의 목우도와 곽암 십우도에 드러난다.
한편, 심우도는 종교적으로 불교뿐만 아니라 선도와 도교, 유교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이것
은 선사상 자체가 갖는 특징이기도 하다. 페르시아 서역승으로 알려진 보리달마가 처음 중국
에 선을 전했을 때 중국인의 관심을 끈 것은 명상을 통해 우주적인 합일을 지향하고, 초현실
적 상태를 경험하고 보여주는 신이(神異)적인 측면이었다. 이 인도의 신비적 명상개념은 중국
의 토속 신선사상, 도교와 유교 철학과 만나 형이상학적 철학으로 체계화되어 인간중심적 사
상으로 발전하였다. 심우도의 도교적 특징은 자연을 강조한 도상 등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곽암 십우도의 마지막 그림 입전수수에 나오는 승려는 중국의 신선과 같은 모습이다. 유교적
11) 보명 목우도에 대한 언급은 『普明禪師牧牛圖頌附諸禪師和頌目錄』에 있다. 명나라 호문환(胡文煥)의
〈新刻禪宗十牛圖〉에는 태백산 보명의 목우도와 운암 극문의 화송이 수록되어 있다. 『卍積藏經』, (제
123편, 선종저술부), p.461.
12) 곽암 선사의 전기는 『보등록(普燈錄)』 17권, 오등회원(五登會元) 20권에서 볼 수 있다. 梶谷宗忍외
2인, 『신심명·증도가·십우도·좌선의』, 선어록16, 축마서방, 소화54년, p.205.
13) 야나기다 세이잔 저, 추만호·안영길 옮김, 『선의사상과 역사』, 민족사, 1989,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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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또한 선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 불교의 공(空)사상은 유교의 무(無) 개념과
의 깊은 연관 속에서 형성되었다.14) 심우도가 내포한 선사상과 수행법이 현대까지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동서양의 종교적 사상이 조화되어 발전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심우도의 예술성은 선 문화적 측면과 양식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문
화적 측면을 보면, 선종의 ‘황금시대’라는 당대에 두보와 왕유는 선불교에 심취하여 시를 지었
고, 禪수행이 체계화되고 정형화되기 시작한 송대에 선종이 문화와 예술로 발전했다. 청거와
보명의 목우도와 곽암 십우도도 이 시기에 제작된 것이다. 심우도의 게송과 소를 찾는 그림은
선종의 교의를 섬세하게 표현한 것이며 송대 사람들의 교양에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시서화는
자연과의 조화, 간결성, 여백의 미 등의 특징이 있고, 목가적이고 감성적인 느낌을 준다.
다음으로 심우도의 양식적 특징은 사찰벽화와 수묵화 등 일반 예술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심우도는 처음에 선승이나 사대부들에 의해 수묵화로 그려지다가 이를 사찰에서 교화용
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판화로 제작되어 인쇄되거나 벽화로 그려졌다. 벽화는 그 양식적 특성
상 선명한 색을 사용한 채색화이며 묘사도 명확하다. 심우도는 주로 대웅전 건물 벽의 2면이
나 3면(동, 서, 북)에 나뉘어 그려진다. 일반적으로 10개의 그림으로 되어 있어 ‘십우도(十牛
圖)’라고 불린다. 심우도는 주로 전각 좌우 기둥 사이의 너른 공간에 그리는 측벽화이며 흙벽
에 채색하는 토벽화이다.15) 또한, 심우도에 나타난 선 사상은 중국과 한국, 일본에 하나의 문
화적 경향을 일으켜 수묵으로 그린 심우도, 시, 소를 주제로 한 그림 등이 유행했다. 선 예술
의 특징은 간결함, 자연과의 조화, 여백의 미가 있고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느낌을 준다. 특히
심우도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 작자의 생각에 따라 형식과 표현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이
것은 심우도가 종교를 넘어 일반 문학이나 예술, 사회적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요인이 된
다.
세 번째로 심우도의 상징적 특징은 각각의 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심우도의 배경이
되는 숲 속은 세속에서 멀어져 평한 공간이나 마음 상태, 또는 이상의 세계를 상징한다. 참선
의 첫 번째 단계가 세속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처럼, 동자가 숲 속에 들
어가 소를 찾거나 끌고 가는 설정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속세의 번잡함을 벗어나는
의미심장한 여정이라고 볼 수 있다. 소는 진리, 본성, 진아를 의미하고 소 발자국은 경전과 스
승의 가르침을 상징한다. 그리고 동자는 선수행의 주체로서 객체가 되는 소와 ‘둘이 하나가
되고, 둘이 아닌 것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곽암 십우도의 기우(騎牛) 장면, 즉
소 등에 타고 피리를 부는 장면은 물아일체(物我一體)와 같은 합일과 절대자유의 상태를 상징
하며 여러 다양한 그림의 주제가 되었다. 목동이 소를 타고 돌아온 집은 마음의 고향, 본향을
상징한다. 다음에 소와 동자가 사라진 원상(圓相)은 모든 분별이 사라진 상태, 에고의 죽음,
또는 근원을 상징한다. 곽암 십우도의 경우 8도에서 원상이 나온 후 반본환원(返本還源,사물
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상태)과 입전수수(入廛垂手,세상으로 나아가 손을 드리움)으로 끝나
는데 여기서 원상은 이전에 분별상태의 에고적인 내가 죽고 우주와 합일된 나로서 다시 태어
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Ⅲ. 심우도를 통해서 본 禪수행의 발전 양상과 비전

14) 야나기다 세이잔 저, 위의 책, p.160.
15) 벽화는 벽면 재질에 따라 석벽화, 토벽화, 판벽화로 나뉘고, 위치에 따라 후불(後佛)벽화, 측(側)벽화,
포(包)벽화로 나뉜다.유윤빈, 「심우도 연구」, 앞의 논문,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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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우도에 나타난 禪수행의 발전 양상
1) 중국 선종의 발전
인도 요가의 명상 실습의 하나로 들어온 선은 중국의 철학과 만나 선종이라는 체계적인 종
교로 발전하였다. 중국의 선종사의 흐름은 인도 선사상의 신통신앙(神通信仰)적 요소를 극복하
고 인간의 것으로서의 선사상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선이 들어오기 전 위
진남북조 시대에 유·불·도교가 자유롭게 교류되어 청담(淸談)과 현학(玄學)이라는 사상운동이
있었고, 이런 토대 위에서 중국 선종이 형성될 수 있었다. 달마를 시조로 한 중국 선종은 여
러 위대한 선승들에 의해 형이상학적 이론과 체계적 수행 지침으로 형성되면서 여러 개의 분
파를 이루며 발전하였다. 불립문자를 중심으로 하는 선종이 사실은 많은 교리 체계와 경전에
근거한다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교리에서 실천으로, 또는 본체에서 작용으로 가는 흐름이 선
종의 발달사이다.
이런 흐름에서 선종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큰 양대 분파는 당대의 북종선과 남종선, 송대
의 묵조선과 간화선으로 볼 수 있다. 북종은 장안과 낙양의 황실 및 귀족의 귀의 아래 당의
융성함과 함께 불교의 주류가 되었다. 북종의 대표적 고승 신수(神秀605-706)는 자기 마음을
깨달아 닦는 일(了心修道)를 강조했다. 북종 수행법의 특징은 종밀이 “더러움을 제거하여 깨끗
함을 찾는 방편으로서 일체의 경전에 통하는 것이다”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다.16) 이러한 경
향에 비판을 제기한 신회(神會670-762)는 보리달마가 남종의 시조이며 혜능(638-713)이 그
정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며 북종과의 차별을 지향했다.17) 혜능은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노동생활을 통해 불법을 터득했다. 전통적인 수행방식과는 전혀 다른 속인의 몸으로 하는 생
활불법을 발견하였고, 이것은 이심전심(以心傳心), 불립문자(不立文字)의 법이었다.18)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 이후로 귀족세력이 약해지고 남종과 북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회창
(會昌)의 폐불사건(845-847)으로 당 말 불교가 타격을 받았으나 선종만이 이를 계기로 번성하
였고, 5가(家)가 성립하며 중국 선종의 최대 전성기를 맞이했다. 당나라 때의 선가오종은 12세
기 송나라 때에 와서는 법안종, 운문종, 위앙종이 모두 임제종에 흡수되어, 선가오종 중 최초
로 성립한 소림사의 조동종과 최대종파인 임제종 둘만이 남았다. 그 양대 파벌은 명상법에 대
해 상대방을 크게 비판하였다. 소림사의 조동종은 석가모니가 만든 전통의 수식관(數息觀)을
중심으로 한 묵조선을 주장했으나, 최대종파인 임제종에서는 석가모니와는 다른 새로운 명상
법인

간화선을

개발했다.

묵조선이란

용어는

대혜종고(大慧:

1089~1163)가

굉지(宏智:

1091~1157)의 묵조선 선풍을 지나치게 묵념부동(默念不動)에만 그쳐 활발한 선기(禪機)를 잃
고 있다고 비판한데서 비롯되었다. 굉지는 묵좌(默坐)하는 것만이 혜(慧)의 작용을 활발히 하
고 깨달음에 이르는 정도(正道)라 하였다. 그리고 대혜종고의 선(禪)을 공안(公案)에 구애되어
맹봉난갈(盲棒亂喝)을 휘둘러 득의만만(得意滿滿)하는 간화선(看話禪)이라고 맹렬히 반격하여,
이로부터 묵조선 · 간화선의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19)
송대에 선수행이 체계화되고 정형화되면서 사대부의 교양을 키우는 하나의 선문화를 형성하
였다. 또한 당시 시장과 도시의 발달로 불교는 사회와 밀접한 갖게 되었고 각 지방의 사원은

16) 야나기다 세이잔 저, 추만호·안영길 옮김, 『선의사상과 역사』, 민족사, 1989, p.188.
17) 북종이란 명칭은 현종 20년(732)에 조계혜능(638-713)의 법을 이어받은 신회(神會670-762)가 선종
의 종론을 문제 삼으면서 생겨났다.
18) 야나기다 세이잔, 같은 책, p.200 참조.
19) 최현각, 위의 책, pp. 210-2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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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방의 문화의 중심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사대부층에서는 선사상을 표현
하는 시서화가 유행하고 목우를 주제로 한 글이나 그림이 등장했다. 한편, 선승들은 사회 속
의 불교와 대중화를 위한 방편으로 심우도를 제작하였다. 그 중에서 오늘날 대표적으로 전해
지는 곽암 십우도(十牛圖)와 곽암이 참고한 청거, 보명의 목우도(牧牛圖)는 각각 간화선과 묵
조선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심우도는 당대부터 발전 융성하여 송대에 체계화된 중국
선종의 큰 흐름을 보여주므로 보명의 목우도와 곽암의 십우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거기
에 나타난 禪수행과정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2) 보명 목우도(牧牛圖)의 禪수행
보명의 목우도는 좌선과 점수를 강조하는 묵조선의 선풍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더러움을 제
거하여 깨끗해지기 위해’20) 좌선과 경전에 통하는 것을 강조한 북종과 유사한 점이 있다. 조
동선의 시조는 동산량개(洞山良介807-869)와 조산본적(曹山本寂: 839~901)이다. 동산의 스승
인 운암은 형이상학적 철학적 이치를 의문의 중심에 두었던 운암(雲岩)의 제자였다.21) 동산은
대오(大悟)나 돈오(頓悟)를 강조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속의 진리와 진리 속의 자기가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옛날의 꺼림칙한 마음과 어지러운 생각 때문이며 둘이 부딪혀 드디어
진리와 자기가 하나가 되는 과정을 말하였다.
이러한 선풍적 특징은 보명 목우도의 그림과 게송에 잘 나타나있다. 그 특징을 소와 목동의
관계, 배경의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그림1 보명 목우도
먼저, 소와 목동은 자기 속의 진리와 진리 속의 자기, 또는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 있다. 보명 목우도를 크게 네 단계로 보면 자기 마음과의 대면, 마음의 통제 노력,
마음의 순응과 무아지경, 자아의 소멸로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자기와 진리는 오염된 마음 때
20) 《대승오방편》에서 북종의 대표적 선승인 신수의 了心修道(자기 마음을 깨달아 닦는 것)이 구체적으
로 조직화되는데 이에 대해 종밀은 이것을 평하여 “더러움을 제거하여 깨끗함을 찾는 방편으로서 일
체의 경전에 통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야나기다 세이잔, 같은 책, p.188.
21) 운암의 《보경삼매가(寶鏡三昧歌)》와 동산의 《오위송(五位頌)》, 《신풍음(新豐吟)》 등의 운문작품은 철
학과 시의 훌륭한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최현각, 『선학의 이해』,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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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분리되었다가 서로 만나고 부딪혀(未牧-初調) 길들이는 과정을 통해(受制-廻首-馴伏) 고
삐가 없어도 소를 잃는 일이 없는 상태가 되고(無碍-任運) 서로를 잊어 소도 사라지고(相忘獨照) 마침내 자기도 사라져 하나가 되는 경지(雙泯)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소는 본연의 심성(心性), 진리, 근원, 마음소를 나타낸다. 소의 색이 검은 색에서 흰
색으로 변하는 것은 마음이 오염된 것으로 보는 관점 때문이다. 검은 색은 세속의 번잡함 속
에 미망(迷妄)과 어둠의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소에 고삐를 걸고 힘껏 끌어당기는 것은
오염된 마음을 통감하고 정진에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다. 마음소가 오염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정진노력은 필수적이다. 채찍을 휘두르고 밤낮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진아(眞我)를 나타
내기 위해 최후까지 현실의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명의 목우는 조금씩 닦아나가고
(漸修) 조금씩 길러나가는(漸牧) 사상이 중심이다. 그리고 자신을 닦고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
은 좌선과 명상을 하고 경전에 통달하는 것이다. 정진하다 보면 소는 검은 색이 사라지고 고
삐 없이도 걸림이 없이 태평해진다. 밥 먹고 잠자는 일을 포함해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해도 법
에 어긋나지 않고, 홀로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른다. 음악 또한 법의 소리로서 동자가 완전히
진리와 합일된 모습이다. 마침내 목동은 자신도 세계도 없이 삼라만상이 비어 있는 근원의 자
리에 도달한다.
다음으로 배경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상망과 독조에서 나타난다. 상망에서 소와 목동은
구름 위에 있으며 하늘에는 달과 북두칠성의 일부가 보이고, 독조에서는 달과 북두칠성 전체
가 그려져 있다. 이것은 수행이 진전될수록 리(理)에 밝아진다는 의미이다. 달이나 북두칠성은
천문학적 이치이며 경전에 근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보명 목우도에 나타난 禪수행
은 주로 점수를 통해 리에 밝아지고 리와 합일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의에 따르는 점수점오는 자칫하면 리의 인식에만 집착할 우려가 있다. 임제종의 간화
선은 묵조선과 달리 ‘리를 넘어선 리’를 추구하였고 이런 경향은 곽암 십우도에 잘 나타난다.
3) 곽암 십우도(十牛圖)의 禪수행
곽암은 기존에 나온 청거와 보명 등의 여러 목우도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십우도를 제작했
다. 곽암은 간화선의 대표적 계열인 임제종 승려였다. 임제종은 송대 오가선종(五家宣宗)의 두
번째이며 임제(臨濟,?~866)에 의해 개창되었다. 임제종은 형식적인 좌선을 지양하고 생활 속
의 불법을 강조했던 당대의 남종선의 흐름과도 일치하는 면이 있다. 《臨濟錄》에 따르면 임제
는 오래되어 인습화된 가치를 비판하였고 신비적이고 형식적인 좌선을 철저하게 물리쳤다. 특
히 자신불급(自信不及)을 경계하였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현재의 생활 그 자체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현재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으로 부여된 평등한 능
력을 스스로 작동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작동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릇된 지도자나 케케묵은
인습으로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임제는 모든 미혹을 경계하고, 심지어 부처나 자
신의 설법도 단호히 물리칠 것을 강조했다.
곽암 십우도는 서문과 그림, 게송, 화답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곽암이 지은 것은 그
림과 제목, 게송이고 총서(總序)와 각 장 뒤에 있는 소서(小序)는 곽암과 사제지간으로 보이는
자원(慈遠)선사가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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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곽암 십우도
여기서 소는 보명 목우도에서처럼 법성(法性), 진여(眞如), 마음소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 소
는 처음부터 흰 색이다. 곽암의 관점에서 마음은 원래 흰 색의 청정한 상태이며, 소를 잃은
것은 단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명 목우도가 오염에서 청정으로, 미목에서 목
우로 대립되는 반면 곽암 십우도에서 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하나의 마음소이다. 여기
서 목동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마음의 눈을 마음소로 돌리는 일이다. 오염된 것이 없기 때문에
수행을 통한 점수(漸修)가 아니라 잃은 것을 다시 찾는 돈오(頓悟)가 중심이 된다. 이런 면에
서 보명 목우도의 수행은 교의에 따르는 대타적(對他的) 수행이라면 곽암 십우도는 자신의 깨
달음을 중시한 대자적(對自的) 수행이다.
소와 하나가 되어 무아지경으로 이르는 단계(득우-귀우귀가, 망우존인-반본환원)는 보명 목
우도의 상망, 독조와 대응되며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본질적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곽암 십우도의 마지막 그림인 입전수수는 보명 목우도와 완전히 다른 사상을 보여준다.
자신만의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반본환원을 통한 성인의 경지를 넘어서서 향하적(向下的) 수
행을 지향한다. 입전수수에서 목동은 배가 나오고 맨발에 벌거숭이 가슴을 보이고 있는 바보
성인(痴聖人)으로 변했는데 이는 곽암이 지향하는 선의 참경지를 상징한다. 성위(聖位)를 부정
하여 격식을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지만 “당장에 마른 나무 위에 꽃을 피게 하는”22) 경지에
이르러 무엇을 하지 않아도 세상에 빛이 되고 중생을 구제하게 되는 것이다.
보명 목우도에서 곽암 십우도로의 발전은 비록 그 제작시기는 같은 송대로 비슷하지만 그
사상적 바탕을 살펴보면 북종선의 발전과 쇠퇴, 남종선의 흥기, 묵조선에서 간화선으로 발전
하는 흐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의 신비적 명상법의 하나였던 선이 중국에 들어와 형이
22) 입전수수(入鄽垂手)의 게송: 맨가슴 맨발로 저자에 들어오니 재투성이 흙투성이라도 얼굴가득 함박웃
음 신선이 지닌 비법 따윈 쓰지 않아도 당장에 마른 나무 위에 꽃을 피게 하누나. 路胸跣足入鄽來
抹土塗灰笑滿顋 不用神仙眞秘法 直敎枯木放花開 - 장순용, 『십우도-나를 찾아가는 여행』, (주)도서
출판 세계사, 1991.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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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학적 철학적 사상으로 발전하였고 그 수행법은 경전과 교리 등 리(理)와 형식적 좌선에 치
중하던 대타적 수행에서 실생활에서의 불법, 형식보다는 깨달음을 중시한 대자적 수행법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동아시아에 전해진 선이 간화선 계열이며 심우도는 곽암 십우도가 대표적으
로 수용된 사실은 불교의 발전이 사상과 교의에서 실천으로, 귀족층에서 사회와 민중으로 전
파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심우도를 통해서 본 禪수행의 비전
중국 선종은 원나라 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지만 송대 말기에 동아시아로 전파되어 한국과
일본, 베트남에서 각자 독자적인 선사상을 일으켰다. 이때 전해진 선은 주로 임제종과 조동종
계열의 간화선이다. 한국의 선종은 임제계통을 이어 통일신라 때 구산선문(九山禪門)의 전통을
이루었고 고려 때 지눌(1158-1210)이 조계종을 개창했다. 선종은 당시 양반 사대부들의 시서
화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조선왕조의 억불정책으로 사회 문화적 활력을 상실한 상
태에서 선·교 양종으로만 명맥을 이어갔다. 조선 후기 임진왜란과 외세 침입의 위기 속에서
선불교의 맥을 이어간 것은 경허선사(鏡虛,1846∼1912)였다. 경허선사는 심우송(尋牛頌)을 쓰
고 참선을 노래로 짓는 등 선불교의 대중화를 꾀했다. 현재는 한국 최대 불교종단인 조계종이
선종의 맥을 잇고 있으며 이들 사찰에는 모두 곽암 십우도 양식을 따라 그린 심우도 벽화가
있다.
일본의 선불교는 서양에 선불교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1893년 시카고 종교의회에 일
본 선승이 일본 선을 소개하면서 Zen 사상이 서양에 알려지게 되었다. 1950-60년대 미국에
서는 아시아인보다 서양인들이 선(Zen)에 관심을 보이며 큰 인기를 끌었다. 서양에 전해진 심
우도 또한 주로 일본 선승들이 그린 심우도이다. 한편, 한국의 선(Seon)도 1970년대에 미국에
전파되었는데 그 중에 승산의 관음선학원은 현재 6개 대륙에 100여개의 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심우도는 현재 불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도 포교와 교화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우도가 문학적 측면 외에도 심리학적 또는 치유적 측면에서도 그 활용도가 연구되
고 있다. 이와 같이 선불교는 현재까지도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선불교나 선사상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문화나 사상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 과정에서 심우도가 크게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1) 종교적 의미의 심우도
먼저 타종교로 확대되어 활용되고 있는 심우도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한국의 원불교와 무
극도 계열의 신종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원불교의 창시자인 소태산 박중빈(1891∼1943)은
기성 종교의 경전이나 수행에 의거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했다. 소태산의 구도는 7세
에 시작된 하늘과 구름에 대한 의문과 그에 대한 궁구에서 시작되었다. 끊임없는 구도의 과정
끝에 26세에 입정에 들어 홀연히 마음이 밝아지고 모든 화두를 잊고 대각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러한 소태산의 구도 과정은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는 화두를 두고 궁구하는 간화선의 선법과
유사하면서도 스승이 없는 점(舞師自悟), 기존 유·불·도의 교리에 의지하지 않고 홀로 깨달은
점이 다르다. 한편, 자신의 깨달음에 의한 불법과 이념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선 후기 한국
에서 일어난 동학과 증산의 후천개벽사상을 수용하였다. 원불교는 ‘마음공부’를 강조하고 좌선
을 통한 명상, 문답법, 무시선(無時禪, 분별이 없이 마음을 깨달아 자유를 얻는 선) 등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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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삼고 있으므로 선불교의 전통이 내재되어 있다.23) 하지만 법신불 일원상(一圓相)을 대
상으로 신앙하는 점은 기존 불교와 다른 점이다.
원불교에서도 심우도를 포교용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불교처럼 사찰 벽화가 아니라 웹사이트
나 홍보자료의 콘텐츠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곽암 십우도의 10개 그림을 그대로 차용하되
다음과 같이 4개 단계로 나누어 무시선(無時禪)의 수행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림3 원불교 십우도24)
첫 번째 ‘마음을 잡다’는 곽암 십우도의 심우(尋牛), 견적(見跡), 견우(見牛)를 포함하고, 두
번째 ‘마음을 보다’는 득우(得牛), 목우(牧牛), 기우귀가(騎牛歸家)의 단계이며, 세 번째 ‘마음
을 잊다’는 망우존인(忘牛存人), 인우구망(人牛俱妄), 반본환원(返本還源)이고, 네 번째 ‘마음을
사용하다’는 입전수수(入廛垂手)의 단계이다. 원불교의 심우도는 도상적 의미와 내용, 게송이
곽암의 십우도와 같다. 원불교는 현재 한국불교의 정식 종파라기보다 19세기말에 일어난 동
학, 증산 계열 종파 등과 함께 신종교 중 하나로 간주되기도 한다. 하지만 창시자의 구도과정
이나 교리, 수행방법은 선불교의 전통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심우도는 그 전통적 맥락을 보여
주는 하나의 자료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무극도계열 신종교에서도 수행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심우도를 사용하고 있다.25)
증산은 19세기말 세계적 격변기에 태어나 세상이 위기에 빠진 원인을 하늘과 땅, 인간의 삼계
(三界)가 상극(相克)에 치우쳐 원한이 쌓였기 때문으로 보고 우주의 원리를 상생(相生)으로 바
꾸는 천지공사(1901-1909)를 행하였다. 천지공사의 핵심 원리는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으로 각
종 수행규칙의 근본원리가 되었다. 인간이 이 원리를 수행하여 지상신선을 실현하게 된다고
한다. 한편 증산의 천지공사와 그 이념은 인간이 역사적으로 이룩한 유·불·선 사상을 수용하여
이루어진다. 증산은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잡지 못하리라.” 또는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文化)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샐틈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26) 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의 사상이 불교의 선사상도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증산을 신앙하는 종단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 심우도는 곽암 십우도의
기본적 도상과 양식을 수용하면서도 내용과 구성, 표현이 다른 점이 많다.

23)
24)
25)
26)

김은종, 「원불교 선의 연구와 수행법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p.22-25 참조.
출처: 원불교 영문홈페이지 http://www.wonbuddhism.org/#/timeless-zen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까지 활동한 강증산을 신앙하는 종단의 심우도이다.
『전경』, 예시 1:73, 예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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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深有悟

奉得神敎

誠之又誠

勉而修之

道通眞境

道之通明

그림4 무극도계 신종교의 심우도27)
여기서 그림은 6폭으로 되어 있고 제목은 곽암 십우도와 달리 해당 종교의 수행의 구체적
인 단계를 보여준다. 또한 소는 진리, 본성 외에도 증산이 주장한 상생의 진리를 상징한다. 각
단계를 곽암 십우도와 비교해보면 먼저 심심유오는 곽암 십우도의 심우(尋牛)와 같은 단계로
세속에서 잠시 벗어나 자기를 깊이 바라보며 인간의 본질적 질문을 스스로 묻는 단계이다. 봉
득신교는 경전과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단계로 견적에 대응되지만 ‘神敎’라는 용어는 이
가르침이 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면이수지는 소에 고삐를 걸고 소를 길들
이기 위해 힘껏 밀고 당기는 견우와 득우에 대응된다. 다만 면이수지에서 비바람의 역경을 이
겨내는 과정은 삶을 통해 쌓인 원(寃)을 수행을 통해 푸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이 원
이 쌓인 상태는 보명 목우도의 ‘검게 오염된 소’와 곽암 십우도의 ‘소를 잃은 상태’에 비유할
수 있다. 성지우성은 끊임이 없이 정성을 들여 수행하는 단계로 목우와 대응되고 도통진경은
진리와 합일(合一)된 무아지경의 단계로 기우귀가, 반본환원과 대응된다. 마지막 도지통명은
입전수수와 대응될 수 있지만 그림은 완전히 다르다. 이 심우도는 둘 다 사라지는 장면이 없
이 자신의 깨달음과 동시에 바로 자신과 세상이 이상세계로 화하게 된다. 입전수수에서 목동
이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일상의 삶 자체가 세상의 등불이 되는 성인으로 화(化)한 개인
적 경지를 나타낸다면, 도지통명은 개인과 세상이 함께 재창조된 경지를 나타낸다.
이 심우도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수행과정은 실제로 선수행의 요소를 담고 있다. 먼저 수행
의 순서가 세상의 번잡함에서 잠시 벗어나 몸과 마음을 고요히 안정시키는 것에서 시작해서
경전과 스승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스스로 마음을 닦는 수행을 통해 진아 또는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 유사하다. 구체적 수행법 중 하나는 좌선하는 자세로 주문을 외는 것이 있는데 호
흡과 정신통일을 중요시한다.28) 이것은 선종에서 마음을 바라보고 본성을 밝히는 명상수행법
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또한 교리를 체득하는 과정에서 스승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시되는데
이것은 스승과의 선문답을 통해 화두를 깨치게 되는 간화선의 수행법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
와 같이 무극도계열 심우도 또한 선불교의 전통을 수용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2) 치유적 의미로서의 심우도
지금은 치유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여러 분야에서 회자되고 있다. 그 만큼 현대인은 스스
로 병들었고 치유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상담심리 전문가 선안남은 개인의 다양한 문

27) 출처: 대순진리회 영문홈페이지 http://eng.idaesoon.or.kr/app/en/introduction/practice
28) 이 종단에서 “수도는 심신(心身)을 침잠추밀(沈潛推密)하여 ...영통(靈通)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
고 정성하는 일념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성으로 소정의 주문을 봉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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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해결은 결국 ‘나를 찾는 것’ 또는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
한다.29) 심우도에서 목동이 소를 찾는 과정은 결국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과정이다. 이런 이
미지와 상징성으로 심우도는 각자만의 의미 부여가 가능하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양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30)
실제로 심우도가 대중화되면서 심우도의 선사상과 수행을 특정 종교 사상이 아니라 일반적
의미로서 ‘참된 나를 찾는 과정’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졌다. 장순용은 십우도가 ‘자기’라는 본
질적인 문제, 즉 자기가 겪어가는 <자기의 온갖 모습>과 그 사이의 관련성이 잘 나타나있다면
서 십우도를 단순히 선에 관한 것으로 한정짓지 않고, 현대인의 입장에서 새롭게 ‘자기의 현
상학’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십우도는 자기가 자기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나타남(현상)을 참된 자기를 꿰뚫는 자각의 빛으로 조명함으로써 단계
적인 자기를 초월해 참된 자기로 통하는 길을 열어준다고 한다.31)
심우도를 청소년과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데 응용하려는 연구도 있다. 정미숙은 학교내 왕
따, 폭력 등 청소년 문제를 불교 상담을 통해 해결할 때 심우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
다.32) 심우도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심우도에 반영
시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심우도의 10개 단계를 따라가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마침내 문제를 치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주석은 심우도 시의
치유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심우도를 융의 철학에서 심리 분석과 융합시켜 설명한다.33)
또한 현재 자기계발 분야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명상요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인 호
흡과 명상 요법을 비롯해 특정 감각에 집중하여 의식을 깨우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다.34)
이것은 오래 전 인도 명상이나 선종에서 마음을 수도하는 명상과 좌선의 여러 구체적인 수행
법과 유사하다. 이 분야에서 심우도를 활용하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으나 심우도를 하나의 콘
텐츠로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계발상담 전문가이자 마음연구소장
인 이주아가 제시한 심력키우기 6단계 트레이닝(이완, 돌아봄, 재설정, 깨어있기, 훈련, 재창
조)은 심우도의 과정과 대응시킬 수 있다.35) 이처럼 선사상은 불교사상에서 출발해 그 의미가
확대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적으로 전파되었다. 이 과정에서 심우도는 선종화에서 출발해
이제는 ‘진정한 나’를 찾는 도구로 의미가 확대되어 인간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분석, 이해하
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실용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29) 선안남, 『나를 사랑해야 치유된다 : 중독 심리치유 에세이』, 신원문화사, 2011, pp.250-255.
30) “이미지의 기원과 진정한 해석의 무의미하다”는 엘리아데의 주장과 같이 이미지는 다양한 해석을 유
발할 수 있다. - 박지훈, 박치완. 「종교화 분석을 통한 이미지텔링 고찰」. 인문콘텐츠, (33),
2014.73-98.
31) 장순용, 같은 책, p.284.
32) 정미숙,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해결을 위한 불교 상담 –심우도(尋牛圖)를 중심으로-」, 불교문예연구
Vol.4,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화예술연구소, 2014. p.3
33) 서주석, 『심우도와 시치료-선과 시, 분석심리의 치유적 융합』, 문학아카데미, 2017.
34) 최근의 명상법 중 하나인 메타인지명상은 먹고, 자고, 일하는 모든 일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
하나를 객관적인 눈으로 집중하여 삶 자체가 힐링이 되고 명상이 되도록 한다. 이것은 생활선을 강조
한 남종선이나 간화선의 수행법과 연결될 수 있다. 남종선의 승려 마조(馬祖)는 “그대들이 행동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면서, 물건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모두 진리의 생활이다...온갖 존재
의 장소가 그대로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의 주체인 것이다.”라고 했다. 마조의 선은
제자 임제로 이어져 간화선의 대표종파인 임제종이 성립하였다.- 야나기다 세이잔, 같은 책,
pp.119-135.
35) 이주아, 『심력』, 라온북, 2016, pp.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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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중국에서 달마를 시조로 발달한 선종은 당대를 전성기로 송대까지 발전하였다. 송대에는 선
종이 체계화되고 정형화되면서 여러 종류의 목우도와 곽암 십우도가 제작되었고, 선사상이 사
대부들의 교양을 계발하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또한 도시가 발달해 불교가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상황에서 심우도는 선불교의 대중화와 포교의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보명 목우도
와 곽암의 십우도는 같은 시대에 지어졌지만 선종의 발전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
명 목우도는 리와 교의에 따른 수행, 좌선 중심의 수행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당대의 북종선과
송대의 묵조선의 특징이 나타난다. 곽암 십우도는 형식과 교의를 초월한 생활 속의 선을 추구
한 점에서 당대의 남종선과 송대의 간화선의 특징이 있다.
원대부터 쇠퇴한 중국 선종은 간화선 계열이 베트남, 한국, 일본으로 전파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했고 문화와 예술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은 선종의 도입과 함께 대승불교가 융
성하였고, 일본의 선종은 서양에 전파되어 Zen사상을 널리 알렸고 대중화에 기여했다. 이 과
정에서 심우도는 효과적인 홍보와 전달의 매체가 되었다. 현재 심우도는 원불교와 증산계 신
종교에서 새로운 의미의 심우도로 활용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종교를 넘어서서 문학과 예
술, 심리학과 치유, 자기계발 등의 여러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심우도에
서 목동이 소를 찾는 과정은 ‘나를 찾는 과정’의 상징이기 때문에 현대인이 스스로를 치유하
는데 다양한 양식이나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 이것은 심우도가 인류의 오랜 사상적 발전의
흐름을 내포한 점, 자연과의 조화 등 선사상적 요소의 예술적 표현, 양식이 정해진 틀이 없어
작자마다 각자의 생각을 담아 그릴 수 있고, 도상의 상징성을 활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확대시
킬 수 있는 특징 때문일 것이다.
인공지능시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지금 현대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자각이 더
욱 절실해 지고 있다. 인간이 자신의 진아(眞我)를 찾지 못한 상태, 즉 소를 잃은 상태는 혼란
과 무명의 상태이고,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다. 이런 상
태에서는 사회의 급변화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군중의 흐름에 휩쓸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때 심우도에 담긴 선의 의미를 살펴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유용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선수행은 그 의미가 확대될 수 있고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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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尋牛圖를 통해 본 禪 수행의 발전 양상과 비전｣에 대한 토론
이병욱(고려대)
소연 선생님의 발표문은 심우도(尋牛圖, 牧牛圖, 十牛圖)의 기원, 내용, 활용에 대해 검토한
글이다. 발표문의 전체성격은 심우도와 관련된 것을 전반적으로 개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발표문의 특징은 심우도 가운데 보명(普明)의 목우도(牧牛圖)와 곽암(廓庵)의 십우도(十牛圖)를
비교해서 설명한 것과 원불교와 무극도 계열의 신종교에서 심우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밝힌 점
에 있다고 하겠다.
발표문의 2장에서는 심우도의 기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3장에서는 보명의 목우
도와 곽암의 십우도를 설명하고, 나아가 원불교와 무극도 계열의 신종교에서 심우도를 활용하
고 있는 점을 밝히고, 아울러 심우도가 치유의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논평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 또는 제언을 제기한다.
1. 이 발표문은 전체적인 개관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전문적
인 접근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논평자의 견해로는 이 발표문의 내용 가운
데 보명의 목우도와 곽암의 십우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어도 충분히 좋은 논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명의 목우도와 곽암의 십우도를 체계적으로 비교한 연구성과가 국내
학계에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는 심우도의 내용을 원불교와 무극도 계열의 신종교와 연결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
도 심우도의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우도의 내용을 무극도 계열
의 신종교와 연결해서 검토한다면 선구적 업적이 될 것이다.
2. 선종의 사상에 대해 전반적인 개관을 하는 가운데 부정확한 내용 또는 어색한 표현 등이
눈에 띈다.
① 발표문 5쪽 첫째 단락에서 “심우도에 나타난 선수행은 무(無)와 유(有), 주체와 객체
등 모든 체용(體用)의 관계가 둘이면서도 하나가 되고, 둘이 아니면서도 하나가 되면서 절대적
인 일자(一者)의 생성발전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한다.
이는 야나기다 세이잔의 『선의 역사와 사상』(민족사, 1989), 84쪽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
지만, 야나기다 세이잔의 주장은 절대적인 일자(一者)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불교가 아닌데,
중국 당나라 화엄의 사상가들은 절대적 일자를 인정하였고, 중국의 선종은 이러한 이해 위에
형성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84-85쪽). 이러한 야나기다 세이잔의 주장도 일정 부분
새롭고 과감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생략해서 인용하다보니, 발표문의 내용이 생소하
게 와 닿는다.
② 발표문 5쪽 둘째 단락에서 “유교적 요소 또한 선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 불교의 공(空)사상은 유교의 무(無)개념과의 깊은 연관 속에서 형성되었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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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도 야나기다 세이잔의 『선의 역사와 사상』(민족사, 1989), 160쪽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지만, 정확한 인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야나기다 세이잔은 인도의 불교가 문화적 풍토
가 다른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노장(老莊)의 무(無)의 철학과 유교의 윤리와 마주쳤기 때문에
그 결과 명상의 기술자체도 크게 변화한 것이 중국의 선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발표
문에서 ‘유교의 무(無)개념’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인용으로 보인다.
③ 발표문 6쪽 3단락에서 “중국의 선종사의 흐름은 인도 선사상의 신통신앙(神通信仰)적
요소를 극복하고 인간의 것으로서의 선사상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
이 문장도 야나기다 세이잔의 『선의 역사와 사상』(민족사, 1989), 160쪽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지만, 야나기다 세이잔은 중국선종의 주장과 인도의 선정사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禪)
을 익히는 데 수반하는 초현실적인 신통신앙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논평자는 인도의 선정사상이 신통신앙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물론
중국의 선종이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변화하였다는 야나기다 세이잔의 주장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인도의 선정사상이 초현실적인 신통신앙이라는 주장은 중국과 대비를 위해
서 필요이상 과장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지적할 내용 또는 표현이 있
지만 생략한다.)
3. 발표문 10쪽 3단락에서 “인도의 신비적 명상법의 하나였던 선이 중국에 들어와 형이상
학적 철학적 사상으로 발전하였고 그 수행법은 경전과 교리 등 리(理)와 형식적 좌선에 치중
하던 대타적 수행에서 실생활에서의 불법, 형식보다는 깨달음을 중시한 대자적 수행법으로 발
전하였다.”라고 한다. 여기서 대타적 수행과 대자적 수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보완설명을 해주길 바란다. 논평자에게 ‘대타적 수행’과 ‘대자적 수행’이라는 말은 생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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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甑山사상의 實學사상 受容과 展開
- 茶山실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고남식(대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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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조선중기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실학사상은 중국에서 유입된 예수회 선교사들의 서학 문헌들
을 접하기 시작한 성호 이익 계열의 일군의 학자들을 필두로 정초되어 이용후생, 실사구시 등
의 학파로 나눠지며 북학파를 거쳐 다산(茶山 丁若鏞,1762-1836)에게 이르러 학문적으로 집
대성 되었다. 한편 실사구시학파의 경우는 정약용, 김정희, 최한기 등으로 이들의 사상은 박규
수, 박영효, 이동인, 강위 등 초기 개화파 인물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실사구시는 김정희의 실
사구시론이 유명하다. 학문의 도는 이미 요․순․우․탕․문무․주공을 귀착점으로 삼은 즉 실사구시
해야하며 공허한 이론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다산은 집권당파인 서인 노론파에 의해 배제당한 남인파 양반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익의
증손자 이가환과 매부인 이승훈의 영향으로 이익의 실학을 접해 실학적 사고를 지니게 되었
다. 그의 생애는 관직을 하며 아직 사상적으로 미성숙하지만 실학의 이상을 실현해보려는 기
간과 1801년 이후 봉건적 이조체제를 강력히 비판하며 실학적 사상의 성숙을 이루며 방대한
저술을 남긴 시기이다. 그러나 그의 개혁의지에 비해 봉건 유교의 장벽은 너무 높았고 문장가
로서, 개혁주의자로서 그의 철학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후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다산은 조선후기사회에서 유학의 도학적 전통속에서 자랐지만 양명학도 고증학도 서학도 받
아들여 사상적으로 새로이 하나의 큰 江河를 이루었다.1) 다산은 자신의 학문체계를 요약하여
‘’六經四書로써 修己하고 一表二書로써 천하 국가를 위하니 본말을 갖추었다2)고 하였다. 다산
은 서양이라는 세계가 이미 현실로 다가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였
다. 따라서 다산은 星湖학파 信西派의 계승자로서 동양과 서양의 사상, 곧 유교와 천주교의
1) 금장태,「다산경학의 인간학적 기초」,『한국학보』18집, 1980,2쪽.
2) 한국철학회, 『한국철학사』(하편),동명사,1987,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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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와 소통을 위한 논리를 계발하였던 가장 탁월한 사상가라 할 수 있다. 정약용의 사상이
지닌 가치와 의미는 동서양의 사상적 물결이 충돌하는 역사적 시점을 살면서 그 합류의 가능
성을 찾아 더욱 큰 사상사의 물줄기를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찾아야할 것이다.3)
증산(甑山 姜一淳,1871-1909)은 조선왕조 말기에 탄강하여 실학파의 사상을 수용하여 조선
의 변혁을 꾀하였다. 특히 조선후기는 서양 세력의 조선 진출로 대내외적 상황이 급변하는 격
동기 였다. 이때 증산은 동학의 실패로 좌절한 민중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는
데 이는 실학의 실사구시의 정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실사구시학파와 관련해서 그 사상적 측면을 중심으로 강증산이 그들의 사상을 수용
하며 자신의 사상을 가미하여 20세기 초에 어떠한 면모로 조선 사회의 변혁을 하고자했는가
를 고찰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이글은 세 가지 면에서 증산의 다산 사상과의
상관성을 보기로 한다. 그 세 가지 면은 다산의 유교적 有神論, 新儒學, 人間理解에 대한 것
이다.
그것은 첫째 유교적 유신론과 관련해서 증산의 유신론적 양상을 찾아보았다. 둘째, 신유학
과 상관해서 실학의 신유학적 사고를 벗어나려는 면에서 주장된 선진유학으로의 회귀와 관련
된 것이다. 셋째, 인간이해와 연관하여 유교적 유신론을 토대한 증산의 유신론적 주장 속에서
인간관의 관점이 어떠한 면모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증산의 경우에는 어떠한 양상
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고찰해보았다.
이를 위해 이글은 다산의 실학을 수용한 증산의 관점에 대해 2장에서 유신론과 관련된 증
산의 주장을 타 사상들과 대비해서 어떠한 경향인가를 보았으며, 3장에서는 실학의 선진 유교
로의 회귀적 관점을 증산이 수용하여 어떻게 전개시키고 있는가를 찾아보았다. 4장에서는 다
산과 증산의 인간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서학의 충격으로 조선후기에 발현한 실학의 정신이 조선의 봉건적 왕조
체제가 무너지고 근대화되는 20세기 초에 와서 어떤 면이 수용되어 새로운 사상으로 전개되
었는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화와 근대화의 격동기 실학정신의 발전적 계승이 동
서 교섭의 大逆流 속에서 어떠한 면모로 변용되어 인간성 회복과 타사상과 화해와 융합을 이
루며 바람직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Ⅱ. 다산의 유교적 有神論과 증산의 神道사상
북벌과 예송에서 단초가 드러난 조선후기 정치노선의 두 가지 흐름은 대립각이 예리해졌
다. 서인 노론 세력은 교황절대론과 유사한 주자학 잘대주의를 내세우면서 학문적 권위의 사
실상의 쇠퇴에 반비례하여 그것을 극단적인 형태로 강조했다. 반면 존왕론을 견지했던 일부
남인과 소론 세력은 점차 정치개념에서 우주론, 윤리론적 맥락을 해체하고 정치주체로서 국왕
의 위상을 강조하는 등 현실주의적, 공리적 정치관을 발전시켜 나갔다. 서울 부근에서 생활하
던 노론 세력들 중에서도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호락논쟁은 이러한 노론 내부의 정치
적 사유의 분리를 반영했다. 존주라는 용어를 존왕으로 바꾼 것은 정치사상적 변화 추이를 극
명하게 대변해 준다. 조선 후기의 새로운 정치이론에 맹자가 미친 영향은 현실주의적 정치관
(先富後敎論),평균주의(井田制),제도 강조, 신분을 대신하여 德行,官爵,年齡을 階序的 사회윤리
3) 금장태,『조선후기 유교와 서학』,서울대출판부,2003,267-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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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한 것이다.4) 다산은 信西派로서 星湖로부터 白湖의 事親-思天의 思天學과 맥을 같이
하며 洙泗學으로서 先秦유학을 중심으로 자신의 실학사상을 경학과 경세학의 두 가지 측면에
서 펼쳤다.
성호 이익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회원들에 의한 유교적 변용을 자기 시대에서 독해하고 검토
해야할 중요한 인자로 판단했던 것이다. 가장 흥미로운 사례가 정약용이다.5) 다산은 안으로
윤휴의 학풍을 이어 받고 밖으로 천주교 교리의 영향을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풍부하고 새로운
사천학의 경학체계를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의 경학 사상은 유교 경전이 내포하고
있는 신앙적 세계를 주자학의 형이상학적 그물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경전이 지닌 사
천의 신앙적 세계와 사친의 인륜적 세계가 일치하는 것을 바로 유교적 세계관의 핵심으로 인
식하였다.6)다산은 하늘과 땅 그 속에 있는 온갖 사물을 두루 다스리는 가장 높은 신이 있다고
믿는다. 하느님은 인격적인 존재이며 의지적으로 다스리고 영명하고 주재하는 천이라고 표현
하였다.7)
유교적 유신론이라는 개념은 유학에 대한 보편주의적 전망을 버리지 않으면서 예수회원들이
전한 중세기독교적 담론들을 수용한 중국과 조선의 지식인들을 일관된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
들의 근본적 동기와 문제의식을 발출해내고자 하는 가설적 토대다. 유교적 유신론은 실패한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상에 대한 동아시아적 수용으로서의 나름의 변형이며 외래의
종교와 사상이 낯선 땅에 뿌리내릴 수 있는 모종의 가능적 토양이라고 할 수 있다.8)

다

산이 천주교 교리를 유교 경전의 해석을 위한 새로운 빛으로 수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경학의 범위에 한정된 것이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천주교 교리의 성육신 개념을 받아
들이고 있지 않고, 천의 인격신적 성격도 유교 경전의 증거를 벗어나는 신비적 신앙내용을 보
이지 않는다. 따라서 다산의 사상에서 천주교 신앙의 자취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려는 견해도
무리한 것이지만, 천주교 교리의 모든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도 무리하기는 마찬가지라 하
겠다.9)
유신론과 관련해서 다산과 대비해서 증산의 경향이 어떤가를 두 가지 면에서 보기로 한다.
그것은 첫째, 유교를 수용하며 그 토대위에서 전개된 유신론적인 면이다. 둘째는 증산이

확

장적으로 타 종교사상에까지 전개시킨 유신론적인 면이다.
먼저 유교를 수용하며 그 토대위에서 전개된 유신론적인 면을 보기로 한다. 증산의 실학이
萌芽 되어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의 다산에 이르러 서학과의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 서학
에 대한 일군의 논리가 형성되었는데 그것은 유교가 유신론적인 학풍을 갖게 된 면이다. 증산
은 다산실학에 의해 주장된 유교적 유신론을 수용하여 자신의 사상을 조선 말기에 펼쳤다. 19
세기 말 20세기 초에 와서 증산은 몰락하는 유교 봉건체제의 끝자락에서 유신론적 사상을 주
장했는데 이는 다산이 주장한 상제를 유일신으로 하는 유교적 유신론의 맥락에 서 있다 할 수
있다. 증산은 다산의 사후 30여년 뒤에 태어나 시간상으로도 먼 거리에 있지 않다.
다산의 유신론은 그의 사후 개화파나 척사파의 사상가들이 수용하지 않았으며 동학에서 유
신론적 경향이 나타났으나 이것은 신적 계시에 의한 것으로 다산과 증산의 경우와는 다른 면
4) 김성윤,「영·정조시대(18세기)는 한국사의 르네상스였는가」,『한국사시민강좌』40,일조각,2007,191-192
쪽.
5) 김선희,『마테오 리치와 주희, 그리고 정약용』,심산,2012,465쪽.
6) 금장태, 앞으 책,267-268쪽.
7) 최동희,「茶山의 神觀」,『한국사상총서』Ⅶ,태광문화사,1980,106-109쪽.
8) 김선희,위의 책,459쪽.
9) 금장태, 앞의 책,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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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다산의 유신론은 신적 계시로 사상을 주장한 것이 아니기에 동학과는
다른 측면이 된다. 이후 증산은 수운처럼 계시를 받아 유신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기에 사상의
기저에 있어 다산의 경우와 사례가 같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증산은 다산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선조 오백년 유교사회의 말기에 유교사상을 수용
하여 쇄신과 변혁을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유교의 군, 사, 부의 사회적 체제를 도
를 세우는 근간으로 보았다.

忘其父者 無道
忘其君者 無道
忘其師者 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烈 是故 天下皆病10)
천하가 모두 병든 것이 忠孝烈이 없어서라는 주장은 봉건 유교주의 사회에서 바로 서지 못
한 도가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며 도가 있게 되면 당시 천하의 병도 없어지고 인간의 병도 없
어진다는 有道論的 견해를 볼 수 있다. 조선말기 근대지향적 사상이 출현한 시기이지만 유교
체제의 부정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는 다산이 국왕체제를 인정하고 지도자가 부족할 시 대중
들 사이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증산이
군사부의 체제에서 상대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호혜적인 상생의 평등한 관계를 주장하였음을
볼 수 있다.11)
지속적인 서학의 영향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측면도 있지만 조선 고종 때에 태어난 증산은
실학사상과 접맥되어 개화사상과 위정척사사상을 포용하며12) 유교적 사회에 유신론적 개혁사
상을 전파해 나갔다. 앞서 실사구시를 기저로 다산이 유교의 유신론을 주장한 시대를 지나 증
산은 이보다 더 나아가 유교만이 아니라 동서양의 범 사상들을 통합하며 유신론적 사상을 펼
친 것이 특징이며 그것은 神道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증산의 유신론적 측면을 보기로 한다. 증산은 1894년 처남의 집에 서당을 개설하여 학동들
을 가르치고 민중구제의 신념으로 1897년부터 3년간 조선 팔도를 周遊한 뒤 고향에 돌아와
세상을 濟度하고자 시루산 정상에서 眞法呪, 五方神將, 48神將, 28神將 등의 神과 관련된 수
행을 하였다. 이는 증산이 천지공사라는 구원의 행적을 하기 전이며, 먼저 주유를 한 후 자신
의 사상을 신과 관련된 신도와 연관해서 전하기 위한 행보이다. 같은 맥락에서 증산은 1901
년에는 大院寺(全州 母岳山)에서 49일간의 공부를 진행하고 천지대도를 열게 된다.

공부를 계속하셨는데 어느날 시루봉에서 진법주(眞法呪)를 외우시고 오방신장(五方神將)과 四十八장
과 二十八장 공사(公事)를 보셨도다. 이 후에 상제께서 목에 붉은 수건을 걸고 쌍정리(雙丁里)에 있
는 김기진(金基鎭)의 집에 가셔서 그에게 공사에 관해서 말씀하셨도다. 이 집에 동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곤 하였도다.13)
10) 행록 5-38.
11) 所願人道 願君不君 願父不父 願師不師 有君無臣其君何立 有父無子其父何立 有師無學其師何立 大
大細細天地鬼神垂察(공사 3-40)
12) 최 익현과 박 영효(朴泳孝)의 원을 풀어 주신다고 하시면서「천세 천세 천천세 만세 만세 만만세 일월 최
익현 천포 천포 천천포 만포 만포 만만포 창생 박 영효(千歲千歲千千歲 萬歲萬歲萬萬歲 日月崔益鉉 千胞
千胞千千胞 萬胞萬胞萬萬胞 蒼生朴泳孝)」(공사 2-22)
13) 행록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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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辛丑)년 五월 중순부터 전주 모악산 대원사(大院寺)에 가셔서 그 절 주지승 박 금곡(朴錦谷)에
게 조용한 방 한간을 치우게 하고 사람들의 근접을 일체 금하고 불음 불식의 공부를 계속하셔서 四
十九日이 지나니 금곡이 초조해지니라. 마침내 七월 五일에 오룡허풍(五龍噓風)에 천지대도(天地大
道)를 열으시고 방안에서 금곡을 불러 미음 한잔만 가지고 오라 하시니 금곡이 반겨 곧 미음을 올렸
느니라.14)
둘째 증산이 확장적으로 타 종교사상에까지 전개시킨 유신론적인 면을 보기로 한다. 이렇게
진행된 증산의 유신론적 수행의 행보는 실학파 다산이 주장한 유교에만 국한된 유신론이 아니
라 유불선 모두에 해당되는 양상으로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보기로 한다. 증산은
유교주의적 봉건체제가 몰락해가는 사회에서 기존 유불선에 대해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19
세기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玄妙不則한 功을 이루는 神道사상을 주장하였다.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
를 바로 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 닿는 대
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지나간 임진란을 최 풍헌(崔風憲)이 맡았으면 사흘에 불과하고, 진묵(震黙)이
당하였으면 석달이 넘지 않고, 송구봉(宋龜峰)이 맡았으면 여덟 달에 평란하였으리라. 이것은 다만
선․불․유의 법술이 다른 까닭이니라.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 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되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 잡지 못하리라.15)
이제 동서양의 교류로 그 영역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해져서 모든 법을 합해서 써야하며 이
것이 신도와 관련되고 신도는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라 하고 있다. 신도는 다분
히 도교적 분위기와 통하는 면모를 읽을 수 있다. 임진란을 비유해서 송구봉은 유교, 진묵은
불교, 최풍헌은 도교에 비유되는데 최풍헌이 사흘만에 평란한다 하여 증산이 도교의 법술이
가장 뛰어남을 말한 것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또 신도가 무위이화라는 것, 선경의 운수라는
것도 이를 말해준다.
여기서 위의 예문에 신도의 근간인 무위화와 모든 법을 합해 쓴다는 두 가지 면에 주목해서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유교적 측면만이 아니라 타사상에 대해서도 유신론적 요소다 적용되
어 있음을 보기 위해서이다. 첫째, 증산의 신도가 무위화와 상관된 면을 보기로 한다.

나는 생․장․염․장(生長斂藏)의 사의(四義)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위이화(無爲而化)니라.16)
생장염장은 낳고 기르고 거두고 감추는 자연의 사계절 변화이다. 이는 자연의 신이 주재하
는 섭리이다. 무위화는 무위이화와 같은 말로 도가에서 쓰는 핵심 敎義로 대자연의 섭리와 운
행을 맞춰 인간 세상에 질서를 세워 나갈 때 세계는 자연스럽게 바로 잡혀 질수 있다는 것이
다. 생장염장은 조화주의 주재 하에 이루어지는 신들의 작용으로 도가에서 주장하는 교리를
중심으로 증산이 신도를 펴고자했음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모든 법을 합해 쓴다는 것을 보기로 한다. 모든 법을 합해 쓴다는 것은 위에서 대
표적으로 유불선 法術과 연관된다. 증산은 유불선 음양참위 등의 서적을 통독했으며17) 유불선
14)
15)
16)
17)

행록 2-12.
예시 73.
교법 3-27.
정유(丁酉)년에 다시 정 남기(鄭南基)의 집에 글방을 차리고 아우 영학(永學)과 형렬(亨烈)의 아들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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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그것이 각각 특성을 갖고 시기를 맞춰 교조의 탄생과 함께 세상에 출현했음을 말했
다. 이는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 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 잡을 수 있
었다’는 말처럼 세상의 도법적 질서를 바로 잡는데 유불선이 각각 시대적 역할을 했음을 말한
다.
증산의 시대는 오백년간 유교가 유행해 온 시대였다. 그 끝자락에서 조선 유교의 체제가 붕
괴되고 특히 서학이 동양으로 밀려오며 새로운 사상적 다양성이 크게 대두되던 시기이다. 20
세기 초를 맞아 서양의 동양 진출로 각종의 문화가 교류하여 지역적이 아닌 세계적 추세 속에
서 다변화된 세상을 바로 잡을 道가 필요한데 그것이 신도라는 것이다.
이 증산의 신도는 무엇인가. 명말 서학의 전래와 함께 불교에 대한 배타성을 갖고 서학을
수용하여 補儒易佛論적 경향이 있었다. 서학의 전래와 함께 유신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
신의 실학적 철학을 완성시킨 다산의 사상을 수용하여 유교적 유신론만이 아니라 확장적으로
불교 및 도교 서교 민간신앙 등에도 유신론을 적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도교나 민간
신앙의 기존 신개념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도의 사상체계 안에 흡수하였고 불교나 서교 등도
최고신과 범신론적 입장에서 불, 보살, 유일신 개념을 융합하여 易佛論도 없게 하였다. 이는
유신론적 관점위에서 각종 종교를 조망하고 각 사상을 拔萃, 聚合하여 확장적으로 신의 개념
을 그의 사상 안에서 자리매김한 행보가 된다. 20세기 초 동서 문명의 만남과 충돌 속에서 증
산은 시대적 상황을 豫知하여 현실적 대안을 신도라는 논리로 창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증산은 모든 법을 합해서 쓰는 차원에서 유불선의 정수를 뽑아 놓은 위에 신적 존재가 개입
을 통해 ‘판단’하는 유신론적 사상을 세우고자 하였다. 이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하노라18)
증산의 신도를 구축하는 천지공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세계를 이룩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귀신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조선사회에서 유교적 유신론과 맥을 같이하여 출발
한 그의 주장은 범 사상에 대한 유신론으로 확장 전개된 논리이다.

선도(仙道)와 불도(佛道)와 유도(儒道)와 서도(西道)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바탕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운(崔水雲)을 선도(仙道)의 종장(宗長)으로, 진묵(震黙)을 불교(佛敎)의 종장(宗長)으로, 주회암(朱
晦庵)을 유교(儒敎)의 종장(宗長)으로, 이마두(利瑪竇)를 서도(西道)의 종장(宗長)으로 각각 세우노
라.19)
증산의 유교적 유신론 수용은 유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유불선과 서교를 포용해서 확장
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암시해주는 구절이다. 이러할 때 조선말기 사회는 물론이고 동서 교
류 하에서 문명의 만남으로 인한 거시적 차원의 세계적 무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다. 증산이 조선의 유교사회에 유신론적 주장을 토대로 유교만이 아니라 기성 종교에 대해 확
장된 원리를 전개시킴으로써 동서 문명의 融合과 統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문(贊文)과 그 이웃 서동들을 가르치셨도다. 이때에 유불선 음양참위(儒佛仙 陰陽讖緯)를 통독하시고
이것이 천하를 광구함에 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시고 얼마동안 글방을 계속하시다가 인심과 속정을
살피고자 주유의 길을 떠나셨도다.(행록 2-1)
18) 교운 1-19.
19) 교운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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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일러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
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
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20)
인간의 전인적 완성이라는 도통에 대해서 보면 유불선 道通神들이 모두 모여 도에 통하게
한다는 것은 유교적인 면에서의 유신론만이 아니라 불교, 도교에 대해서도 유신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이다. 그런데 인존의

극치라 할 수 있는 전인적 인간 완성이 도통으로 주장되

는 데 이 증산의 도통론이 각종의 神으로 이루어진 도교와 깊은 상관성하에 진행됨을 볼 수
있다.

敎運을 굳건히 하시고자 도통에 관해 말씀이 계셨도다. 「지난 날에는 도통이 나지 아니 하였음으
로 도가에서 도통에 힘을 기울였으나 음해를 이기지 못하여 성사를 이룩하지 못했도다. 금후에는
도통이 나므로 음해하려는 자가 도리어 해를 입으리라」고 하셨도다.21)
도통은 조선 말대부터 이후에는 도가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서양의 충격으로 동서교류
가 이루어지고 조선 후기의 실학적 사상체계를 지나 증산대에 오면 유교의 교조주의적 질서가
아닌 도가적 차원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이상세계를 이루어야한다는 달라진 사유를 볼 수 있
다. 이는 20세기 초의 대내외적 현실아래에서 필요한 구원의 방법은 최고신과 다신론적 신관
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상 체계여야함을 보여준다. 이에 상응하는 논리가 기존 도가적 질서
이므로 해원적 측면도 있지만 증산의 신도에서 무엇보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다.

공우가 어느날 상제를 찾아 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
라사대 「각 성(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22)
한가로히 공우와 함께 계시는데 이 때 공우가 옆에 계시는 상제께 「동학주(東學呪)에 강(降)을 받지
못하였나이다」고 여쭈니 「그것은 다 제우강(濟愚降)이고 천강(天降)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도
다. 또 「만일 천강을 받은 사람이면 병든 자를 한번만 만져도 낫게 할것이며 또한 건너다 보기만
하여도 나을지니라. 천강(天降)은 뒤에 있나니 잘 닦으라」고 일러주셨도다.23)
선령신이 자손과 交感한다는 것과 하늘에서 내리는 天降이 있다는 것은 신도의 양상을 보
여준다. 다산을 통해 유교에 적용된 유일신적 유신론과 대비해서 보면 증산에게서 조상과 자
손이라는 메카니즘이 지상에서만이 아니라 천상의 신과 지상의 인간 사이에 관련되어 있음이
다. 이는 유신론이 유일신만에 국한되지 않고, 증산의 신도는 각 사람의 천상의 선령신을 수
용하여 인간적 차원과 연계한 논리로 다산의 유신론과 다른 면모이다.
나아가 도가도통론에서도 보았지만 유교에만 유신론을 연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교 및 도
교에 대해서도 유신론적으로 그의 사상을 전개시키고 있다. 증산의 인식에 의하면 모든 법을
합해서 쓰지 않으면 총체적으로 동서양의 혼란을 바로 잡지 못하므로 우주적 차원의 범주에서
20)
21)
22)
23)

교운
교운
교운
교운

1-41.
1-40.
1-33.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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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리를 주재하는 최고신을 포함 범신론적이며 다신론적인 신적 존재의 개입을 수용하여 문제
해결의 영역과 역량을 확대해 나간 것이 된다. 이는 다산의 유교적 유신론 혹은 유신론적 유
교를 시발로 진행된 신관과 그 맥이 닿아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면은 유교와 도교적 논리만이 아니라 불교를 상징하는 금산사 彌勒佛이 연계
된다하여 불교의 미륵불 사상까지 수용한 면에서도 볼 수 있다.

금산사에 상제를 따라갔을 때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천황(天皇) 지황(地皇) 인황(人皇) 후 천하지 대
금산(天下之大金山) 모악산하(母岳山下)에 금불(金佛)이 능언(能言)하고 육장금불(六丈金佛)이 화위전
녀(化爲全女)이라 만국활계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청풍명월금산사(淸風明月金山寺) 문명개화삼천국
(文明開花三千國) 도술운통구만리(道術運通九萬里)란 구절을 외워주셨도다.24)
증산은 모악산 아래 금산사 미륵불에 영으로 머물렀다가 ‘금불능언’‘화위전녀’라는 표현처럼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였고, ‘萬國活計南朝鮮 淸風明月金山寺 文明開花三千國 道術運通九萬
里’라는 그의 글은 미래에 대한 암시적 예언이다. 이는 증산이 靈으로 머문 금산사와 함께 남
조선, 삼천국 등이 이상적 세계로 제시되며 도술세계가 된다는 예언을 보여준다. 증산의 사상
이 20세기 초 사상으로서 유교적 논리위에 도교와 불교까지 습합한 양상을 보여준다.

Ⅲ. 선진유학관과 증산의 원시반본론
이 장에서는 경학과 경세론적인 면에서 다산의 사상을 수용하여 증산이 어떠한 양상으로 자
신의 사상을 전개시켰는가를 보기로 한다. 먼저 경학과 관련해서 증산의 사상적 전개를 살펴
보기로 한다.
다산은 23세 『중용강의』의 첫 경학 저술 이후 73세때 『매씨서평』을 저술할 때 까지 중용강
의에서 보여 주었던 천주교 교리의 영향 속에서 유교 경전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 자신의 독자
적인 경학적 세계관을 한 번도 부정한 일이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
다.25) 다산의 經學은 도학파의 경학체계, 청조 고증학, 한 대 훈고학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며,
洙泗學의 수립을 위한 것만도 아니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시대현실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인
실용적 요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전 해석이요, 여기에 새로 전래한 서학의 과학적 사고나
신앙적 체계에서 받은 영향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실학적 경학이라 할 수 있다. 주역도 개과천
선하는 글이라 하여 윤리적 실용성에서 파악하고 춘추도 존왕천패의 의리의 해명이 아니라 주
례의 실재현상을 밝힐 수 있다는 실증적 입장에서 분석하는 실학정신의 자유로운 구현을 보여
준다.26) 다산에 이르러 경전 주석의 전면적인 새로운 체계가 수립되면서 실학파는 도학파로부
터 철학적 기반에서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리학의 논리와 의의에 대한 이
해가 있었지만 동시에 성리학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철저하였다. 태극이 시원적 존재
가 아니라 하였으며, 리에 대해서도 천명지성을 리라 하는 것이 근거가 없고 기 개념도 氣,
水, 火, 土의 기본 물질의 하나라고 하여 오행론을 부정하였다.

성리학의 인성론에 대해

서도 불교의 무시자재, 윤회전화의 주장과 통하는 것으로 인간이 사물과 다른 것은 형기에 있

24) 예시 14.
25) 금장태, 앞의 책,266쪽.
26) 한국철학회, 앞의 책,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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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보다 靈明함을 타고 나는 것으로 인간을 신형묘합으로 이루어진 통일체이고 심을 신과 형
을 묘합시키는 樞紐라하여 현실적 실체라 하였다. 성은 심의 본질이 아니라 영명한 심이 지닌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싫어하는 성질로 인간의 심성은 실천을 통하여 결단하는 자주권 곧 자
유의지를 가진 것이라 하여 성리학의 심성론을 벗어나서 인간존재를 그 현실성과 개체적 자율
성 속에서 파악하는 새로운 인간이해를 통하여 실학파적 철학의 독자적 근거를 정립하고 있었
다.27)
이러한 다산실학은 조선 왕조의 체제 붕괴 속에서 선진 유학으로 돌아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증산은 그 취지를 같이 한다. 다산은 19세기 초에 왕성한 저술을
하였다. 증산은 19세기말 20세기 초의 인물이다.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조선 왕조체제하 성리
학적 세계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던 것은 같은 부류로서 통한다. 다산이 서학의 영향
으로 성리학적 질서를 벗어나 유학적 유신론을 기저로 선진유학에서 체제 모순을 극복하려했
다면 증산은 유교를 포함 유불선 등 범 사상들을 수용하였으며 유신론적 입장에서 보아 유교
에 대해서 선진유학의 이론을 받아들인 위에 사상의 융합을 주장하였다.

먼저 증

산의 선진유학과 관련된 면을 보기로 한다. 유교경전 가운데 『대학』을 중요한 경전으로 강조
하였다. 이외 『서전』 서문이 중요하며『맹자』,『소학』 등도 인용되고 있으나 『대학』과 『서전』이
중요함을 볼 수 있다.28)
증산은 대학을 많이 읽으라 강조하고 대학의 구절들을 적극적으로 인용해하여 제자들을 깨
우쳐 주었는데 특이한 것은 대학의 팔조목에 ‘위천하자 불고가사’의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29)
팔조목 중 평천하가 여덟 번째 조목으로 나라를 다스린 후 천하를 평정하여 평화롭게 한다는
것이다. 증산은 평천하에 ‘위천하’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평천하만이 아니라 이후 동서양의 교
류로 평천하된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위천하자가 되어야함을 대학 팔조목에 추가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대학의 내용을 맥으로 응용적 관점에서 미래 세계와 관련 천하에 뜻을 두고
천하를 잘 다스릴 인간의 덕성과 능력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증산이 직접 쓴 『현무
경』이라는 경에는 불교 및 도교의 경전은 보이지 않으나 사서, 삼경이 적혀져 있는데 사략,
통감 등의 역사서도 기록되어 있어30) 다른 문헌보다 사서, 삼경의 비중이 높으나 이에 못지않
게 역사서의 비중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나아가 증산은 대표적인 武經 八書의 하나인 三略의 글을 인용하여 제자들을
깨우쳐 주기도 하였다.31) 이는 서양 세력의 동점으로 학자들의 필독서가 儒敎書에만 국한되어
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삼략의 글은 제자들을 위해 교훈을 위해 인용되고 있다. 서세가 동점하
여 동서교류가 일어나는 변화된 새 세계에 살아가려면 다양한 사상들을 수용해서 변화에 대처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논리를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경세론적인 면에서 증산의 사상적 전개를 보기로 한다. 다산은 요순과 같은 성인
들이 치세하는 경세론을 폈다. 다산에 있어 변혁은 조화를 이룩하며 천명의 뜻에 순응하기 위
27) 한국철학회, 위의 책, 136-138쪽 참조.
28) 종도들의 지혜를 깊게 하는 일에 골몰하시더니 어느날 종도들에게 「대학우경(大學右經) 일장을 많이
외우라. 거기에 대운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도다.(교운 1-55). 「서전(書傳) 서문을 많이 읽으면 도에
통하고 대학상장(大學上章)을 되풀이 읽으면 활연 관통한다」 하셨느니라.(교법 2-26)
29) 「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 爲天下者不顧家事(공사 3-39)
30) 玄武經 八面 史略 通鑑 大學 小學 中庸 論語 孟子 詩傳 書傳 周易
31) 어느날 형렬에게 夫用兵之要在崇禮而重祿 禮崇則義士至祿重則志士輕死 故祿賢不愛財賞功不逾時則
士卒並敵國削 외워주시고 기억하라고 이르셨도다.(행록 2-18). 상제께서 정미년에 태인 고현리 행단
에 이르러 차 경석에게 「夫主將之法 務攬英雄之心 賞祿有功 通志於衆 與衆同好靡不成 與衆同惡靡不
傾 治國安家得人也 亡國敗家失人也 含氣之類 咸願得其志」란 글 한 절을 외워주시고(교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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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경세유표, 흠흠신서, 목민심서를 비롯한 그의 저작의 내용은 많은 경우에 사회의
폐해를 제거하고 조화를 이룩함으로써 그가 이상화한 堯舜의 大道를 실현하자는 것이었다.32)

류찬명이 어느날 상제를 모시고 있을 때 상제로부터 요 순(堯舜)의 도가 다시 나타나리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하는도다.33)
증산이 앞으로 요순의 도가 다시 나온다고 주장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다산의 실학
적 사고를 수용하여 사상을 체계화한 것이다.

曰有道 道有德 德有化 化有育 育有蒼生 蒼生有億兆 億兆有願戴 願戴有唐堯 基礎棟樑終34)
실학을 지나 조선의 개화기를 맞아 증산은 요순의 도를 주장했는데 도가 있은 뒤로 帝堯를
억조창생들이 원대하는 것으로 밝히고 이를 기초이며 동량이었다고 하였다. 이는 세계 질서를
환원적 입장에서 재편하려는 논리가 함유되어 있는 것이며 개화에 있어 동도서기적 입장에서
보면 요를 기저로 하는 동도를 토대로 서양의 利己들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동학이후 동도를 기저로 서학을 융합 흡수한 사상체계35)로 증산이 동학을 리뉴얼하여
명명한 ‘참동학’이다.
그런데 실학의 시대를 지나 개화기 증산이 새로이 명명한 참동학은 요순보다도 이전시대인
三皇시대까지 돌아가서 세계의 질서를 재편해야한다는原始返本사상이다.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立極)하여 성․웅(聖雄)이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統制管掌)하
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
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라.36)
원시반본은 정치와 교화를 하나로 하는 경세론이다. 증산은 자신의 사상이 선천을 마무리
하고 미래 이상세계인 후천세계를 위한 것임을 밝혔는데, 후천은 다시 선천 三皇시대처럼 정
치를 하는 君과 교화를 하는 師가 하나가 되어 聖雄 일체로 경세하는 세계이다. 이는 茶山 실
학에서 요순시대로 돌아가 聖스러운 이들이 세계를 경세하여야 이상적인 세계가 이룩다는 것
과 脈을 같이 하지만, 다산과 차별화되는 것은 삼황시대로 까지 회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산은 현재의 도의 근원이 복희시대였다37)하고, 인류역사의 시원이 사략에 의할
때 천황으로부터 시작하여 긴 시대를 거쳐 19세기 말 증산 자신의 사상적 정립을 통해 세계
를 구원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증산은 삼황시대 상고사에서 聖으로서 그들이 개발한 문명에 주목하여 실학적 연
원을 찾고자 하였다. 아울러 문화적으로 인류사회의 실천적 문명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報恩을 해주어야함을 주장했다.
32)
33)
34)
35)
36)
37)

정성철, 『조선철학사Ⅱ』,도서출판 이성과 현실, 1988,467쪽.
교운 1-46.
현무경 16면.
西有大聖人曰西學 東有大聖曰東學 都是敎民化民
교법 3-26.
내장산(內藏山)에 가셨을 때에 世界有而此山出 紀運金天藏物華 應須祖宗太昊伏 道人何事多佛歌라
고 읊으셨도다.(행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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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농씨(神農氏)가 농사와 의약을 천하에 펼쳤으되 세상 사람들은 그 공덕을 모르고 매약에 신농
유업(神農遺業)이라고만 써 붙이고 강 태공(姜太公)이 부국강병의 술법을 천하에 내어놓아 그 덕으
로 대업을 이룬 자가 있되 그 공덕을 앙모하나 보답하지 않고 다만 디딜방아에 경신년 경신월 경신
일 강태공 조작(庚申年庚申月庚申日姜太公造作)이라 써 붙일 뿐이니 어찌 도리에 합당하리요.이제
해원의 때를 당하여 모든 신명이 신농과 태공의 은혜를 보답하리라.38)
삼황으로서 신농씨와 강태공이 전한 문명이 상고부터 인간사회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다. 역사적으로 인류의 문명화를 위해 德과 實學的 思考로 고대 문명을 폈던 존재들에게 은혜
를 갚아야한다는 報恩의 논리는 조선 말기에 인간의 심성을 닦는 수양의 면으로 강조된 것이
지만 상고시대 역사적 인물들의 문명 창조와 그 대중적 전달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
로 증산의 實學的 전통에 근거한 原始返本의 문명론이다.39) 堯임금의 경우도 知人으로서 문
명의 개화시켰음을 볼 수 있다.

정미년 섣달 스무 사흘에 신 경수를 그의 집에서 찾으시니라. 상제께서 요(堯)의 역상 일월성신 경수
인시(曆像日月星辰敬授人時)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일월이 아니면 빈 껍데기요. 일월은
지인(知人)이 아니면 허영(虛影)이요. 당요(唐堯)가 일월의 법을 알아내어 백성에게 가르쳤으므로 하
늘의 은혜와 땅의 이치가 비로소 인류에게 주어졌나니라」 하셨도다.40)
堯의 위업은 ‘曆像日月星辰敬授人時’에 있다. 이는 증산이 활동한 조선 말기에 비추어 보면
유교적 교조주의가 무너지고 동서양의 문물이 서로 만나 융합이 일어나는 시기로 실학적 사고
에 의한 원시반본론이다. 이에 증산이 상고시대의 복희, 신농 및 후대의 강태공 등의 문명창
조와 요의 천문을 관찰해 얻은 曆法에 대해 지인으로서의 위업이라 높이 평가한 것은 실학적
사상을 수용한 증산이 상고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은 사례를 찾은 것으로서 당대인 들에게 보은
의 이념과 함께 실학사상의 맥을 새로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다산의 인간의 靈明性 주장과 증산의 人尊사상
다산은 퇴계의 주리설과 다산의 주기설에 대해 옳고 그름과 장점과 단점을 하나에만 귀결시
킬 수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라는 타협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41)

실학파로서 다산의 인

간관은 인간을 영명한 존재로 본다. 당시 유교 사회에서 개개 인간의 인간성이 소중함을 주장
하는 것은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다산이 서교를 받아들여 인간의 靈明함을 논하였다.
다산은 經學체계 속에서 仁을 두 사람의 일이라 하여 부자, 군신, 부부 등 인간관계에서 직
분을 다하는 것이라 파악하고 修己治人에서의 治人이나 以仁治人에서의 治人이 권력에 의해
38) 예시 22.
39)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立極)하여 성․웅(聖雄)이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統制管掌)하였
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
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
로 되리라.(교법 3-26)무신년 四월 어느날 또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 세상에 성으로는 풍(風)성이
먼저 있었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풍채(風采) ․ 풍신(風身) ․ 풍골(風骨)등으로 몸의 생김새의
칭호만으로 남아올 뿐이오. 그 다음은 강(姜)성이 나왔으니 곧 성의 원시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개벽
시대를 당하여 원시반본이 되므로 강(姜)성이 일을 맡게 되었나니라.」 하셨도다.(행록 4-17)
40) 교운 1-30.
41) 송영배,「정약용철학과 성리학적 리기관의 해체」,『철학사상』13호, 2001,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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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섬기는 방법이라 하여 부모나 임금을 섬기는 것
도 치인이라 해명하였다. 그의 一表二書는 치인의 이념에서 나온 구체적 제도의 검토라고 할
수 있다. 牧이 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하며 爲民과 民本의 의미를 밝혔다.42)
다산은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도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인간 본성
속에 보편적인 도덕적 실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신체와 정신이 결합되어 있으며,
願慾이 있음을 강조한다.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욕심이 있음으로써 모든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 한다. 욕을 제거하는 것이 선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삶을 포기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신체 속에 충만되어 있는 체력으로서의 기를 제시하고 기를 지배하는 志를 지적함으로써 개인
의 내면적 의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선과 악도 인간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라 하였다.
인간은 욕구와 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주와 만물 간에서 자기 독특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로 나
타난다. 심을 활동 부정지물이라 지적하면서 천명의 도의를 따라 작용하며 서경의 인심, 도심
및 맹자 대체, 소체를 이끌어 쓰고 있다. 다산은 도심과 대체에 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인간의 심을 갈등하는 전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삶의 현실에서 결단과 행동을 요구받는 독립적
이고 자율적인 인간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43)
다산은 性이 곧 天命의 선천적 자연성 내지 천성임을 제시하였다. 성이 심의 嗜好로서 지닌
의미를 欲,樂,性의 세 가지 사이의 관계를 통해 보여주며 성을 嗜好라 하였고 人性은 善을 기
호하며 大體로서의 心이 갖는 것도 嗜好라 하였다.44)
증산이 다산의 자율적인 인간관을 주장한 면을 수용하여 자신의 사상을 어떠한 양상으로 전
개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증산은 다산실학의 유교적 유신론에 나타난 인간의 영명성의
맥락에서 인간의 존귀함을 주장하였다. 천지가 일을 주장하고 無人이면 無天地이나, 인간으로
태어나 천지가 사람을 쓰는 시대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인생이 아님을 보여, 인간의 속성이 어
떠한 것인가를 말하였다.45)
천지가 인간을 낳은 것이지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 시대적 운기를 알아 동참해야함을 말
한 것이다. 이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영명성을 갖고 있다는 다산이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한
다. 또 증산이 성사재천으로 천을 중히 여기던 시대의 운은 끝나고 天尊과 地尊보다 人尊이
더 크고 중요한 것임을 시대적으로 闡明하고 成事在人論을 밝힌 것도 인간 자유의지의 표출
이다. 실학의 시기를 지나 개화기를 맞아 증산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삶을 밝히고 마음을
바로 잡는 자유의지에서의 眞心을 강조하였다.46)자율적인 인간의 자유의사와 연관된 면으로
증산이 마음을 말한 것이다.
증산은 유신론적 입장에서 인간의 마음에 신이 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천지에 신명이 가득
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
지나니라“47)고 천명하고 신이 마음에 관계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유신론적 입장에서 신과 인간

42)
43)
44)
45)

한국철학회,앞의 책,140쪽.
금장태, 앞의 책,7-11쪽 요약.
금장태, 앞의 논문, 12-13쪽.
事之當旺 在於天地 必不在人 然 無人無天地 故 天地生人 用人 以人生 不參於天地用人之時 何可曰
人生乎(교법 3-47)
46)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l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 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퉁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
(교법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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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본 것이다. 마음에 신이 관계한다는 것은 유교적 유신론으로부터 전개된 논리라 할
수 있다. 천주와 상제의 관계를 논하는 유일신적 유신론에서 증산 代에 와서는 범신적 유신론
으로 논리가 변화 확장된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사와 관련해서 마음에 대한 면이다. 증산은 이제 모든 금지와 제한의 법리가
풀어져 있으나 인간의 마음에 신의 작용과 판단 하에 인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
상을 선언하였다.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후에 진
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
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퉁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
리라.48)
위에서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는’ 존재로 보고 있다. 자유
의사는 인간의 마음에는 欲이라는 嗜好가 있어 실천적 의지로 動한다는 다산의 견해와 맥을
같이 하는 주장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부터 나오는 욕망을 인간의 속성이라 긍정
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자유의사가 공과 사의 갈림길에서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
라 죄와 악으로 빠지게 되니 정심으로 개인적 사곡을 금해야 하는 자기 실천적 선의 규범을
강조하고 있다.

天地之中央 心也 故 東西南北 身依於心49)
증산은 천지의 중앙이 마음이기 때문에 몸도 마음에 의거해서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는 다
산이 인간의 본성은 경향적인 가능성으로서 好善惡惡의 성향을 말하는 性嗜好說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심의 자주권을 인정한 합리정신이 있다고 본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50) 증산은
대자연 안에서 인간의 마음은 자신의 자유의지가 있어 통제함으로써 천지만물을 사용할 수 있
다고 하였다.

天用雨露之薄 則必有萬方之怨
地用水土之薄 則必有萬物之怨
人用德化之薄 則必有萬事之怨
天用地用人用 統在於心51)
증산은 천지가 인간에게 만물을 구비해 제시해 주었지만 존재하는 만물을 厚하게 하여 사용
에 원망이 없어야하며 인간의 마음으로 천지의 작용과 인간의 사용을 통제한다고 밝혀 마음의
존재를 천지인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마음을 아는 것이 큰 도술이라고도 하였다.52)
47)
48)
49)
50)

교법 3-2.
교법 3-24.
교운 1-66.현무경 3면.
김길락 류남상 신동호 남명훈,『조선조 유학에 있어서의 근대정신의 형성과 전개』,『동서철학연구』,한
국동서철학연구회,1992,71쪽.
51) 행록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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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음을 虛靈, 知覺, 神明으로 보고53) 이에 應하는 신의 속성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
르는 선악에 따르며 이를 마음의 본체론적 특성으로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천지자연의 이법
이 인간과 함께 하는데 이에 대해 인간과 관계하는 신을 개입시켜 설명하고 있음이다.

心也者 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 出入門戶 往來道路神
或有善 或有惡 善者師之 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 大於天地54)
증산은 마음이 ‘吾心之樞機門戶道路’라 하여 추기, 문호, 도로로 이루어져 있다하고 천지보
다 더 크다고 정의 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 정해진 이치가 있다는 것이다. 마음을 理와
관련해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마음은 理만이 아니라 神과 관련성을 갖고 존재하며
이 추기, 문호, 도로를 개폐, 출입, 왕래할 수 있는 것이 신이라고 하였다. 이는 마음을 신이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이치로 되어 있는 심에 작용함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이 선신
도 있고 악신도 있어 마음에 작용하니 인간이 선한 것을 스승삼고 악한 것을 고쳐야 한다는
것으로 인간의 선과 악을 판단해 나가는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다산은 도덕 주체로서
의 마음을 기질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자기 결정권을 갖고 도덕적 책임을 확고히 질 수 있는 책
임의 주체로서 마음을 재정립한55)것과 신형묘합의 인간의 마음에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자
주권이 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 논리이다. 증산에게 있어서는“善者師之 惡者改之”에서 인
간의 신의 작용에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갖고 판단하여 현실의 장속에서
선을 배우고 악을 고치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간은 신과 음양 관계이며, 변화는 신과 음양이 서로 합쳐져야(神人相合) 있는 것으로 이
는 신이 마음에 작용한다는 것과 연관된다. 인간이 신명을 감통하여 일을 해야 대인과 대의를
이룰 수 있다56)는 신에 의거한 인간관을 보였다. 인간의 수양이 음양론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
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증산은 유교에 대한 다산의 유신론적 입장을 수용했으나 다산과 다르게 그의 사상에
성리학의 이론을 배제시키지 않았다. 증산은 음양을 중요하게 여겨 음양을 가히 사용할 수 있
어야 人生이라고 하였으며 모든 일이 음양과 관련되어 있고57) 음양을 오행의 두 요소인 水와
火라고 하였다. 이 水火는 사람의 감각기관인 耳目口鼻에 연관되어 중요하고, 이목구비가 ‘道
理’에 聰明하게 되어야 萬事를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된다고 하였다.
또 인간의 수양에는 결단이 중요한데 그것은 義(秋)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삶을 연관시킨 것이다. 이는 자연과 관련해서 증산이 신도를 生長斂藏의 四義를 쓰며
無爲而化라 한 사유방식과 같은데 자연은 증산의 신도사상에 있어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음
을 보여준다. 이에 大德을 天地人의 德이라 하고 이 德과 義도 生殺의 권한이 있으며 음양론
52) 知心大道術(교운 1-44)
53) 교운 1-66. 현무경 21-23면.
54) 행록 3-44.
55)문석윤,「다산 정약용의 새로운 도덕이론: 마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철학연구』제90집,대한철학
회,2004,96 쪽.
56)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 不測變化之術 都在於神明 感通神明然後 事其事則謂之
大仁大義也(제생 43)
57) 萬事起於陰 以布陽 先察陰晦 以觀陽明 每事先觀始發處 陰起事而陽明 陽起事而陰匿 要須先察陰陽
陰陽則水火而已(제생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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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관된다 하였다. 이에 인간은 음양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하였다.58)
또한 인간의 窮理에 대해서 보면 궁극적으로 증산은 유신론적 입장을 전개했지만 다산과 다
르게 이기론을 멀리하지 않았다. 상생, 포용적 관점에서 이기론을 수용하여 그것을 인간 수양
에서 중요하다하고 마음의 수양에 귀결시켰다. 증산은 리가 높으나 태극과 무극에서 나오며
일상의 사물들과 같이 함59)을 밝혔다. 기에 대해서는 만물에 작용하며, 춘하추동을 관장하는
것으로 보았다.60) 리가 일상사물과 관계하나 그 리는 인간이 마음의 폭을 크게 하기위한 수양
에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였다. 이치를 더욱 궁구해야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려
간다는 ‘自然心自開’61)는 마음이 천지보다 더 커져서 천지까지 통제 할 수 있다는 이론에 단
초가 되는 중요한 수양론이다.
인간이 내면으로는 마음을 기르고(養中,修心)하고 외면으로는 외부적으로 형을 갖추며(形外,
禮節) 이미 아는 이치에 근거해서 궁구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스스로 열리는 것으로 보았
다.62) 마음 수양에서 窮理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된다. 이는 다산이 궁리를 강조한 것과 통
한다.
한편 四端과 관련된 면으로 증산은 인의예지에 대해서 맹자가 말한 인의예지가 아닌 새로운
인의예지를 말하였다.63)인의예지신마다 어떠한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不受’라는 단어가 붙
은 것이 특이하다. 이는 맹자에서와 같이 단정적으로 사단을 정의하는 것보다는 사단론에 있
어 적극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갖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강조하여 인간의 적극적
자유의지의 개입을 소용하며 그 실천적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증산은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智’를 강조하였다. 인간은 천지와 대비되며 지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천지를 임의대로 用之할 수 있는 존재라 하였는데64) 이는 다산에게서 강조된
자유의지가 더욱 더 크게 확장된 것이다. 또한 천지의 도는 원형이정이며 기강을 조리하고 건
곤을 통제하는 것은 조화의 수단으로 천지인이 용사하는 것이다. 이는 胞胎養生浴帶冠旺衰病
死葬일 뿐이다.65) 리는 일상과 떨어져있지 않고 사람이 만물을 사용하는 도는 養藏에 따른 收
藏出用할 物을 잘 살펴 물을 내놓는 것을 지극히 해야한다.66) ‘致出’은 이것은 天地의 氣를
사용할 수 있는 면이 인간의 智的 능력과 勇力에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논의를 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다산과 증산의 사상 대비
58) 三德則天德地德人德也 統合謂之大德也 德義有生殺之權 生殺則陰陽 知此兩端而已(제생 43)
59) 理雖高 出於太極无極之表 不離乎日用事物之間(제생 43)
60) 萬物資生 羞耻放蕩 神道統 春之氣放也 夏之氣蕩也 秋之氣神也 冬之氣道也 統以氣之主張者也(교운
1-44)
61) 因其己之知理而益窮之 自然心自開也(제생 43)
62) 入而養中 出而形外 因其己之知理而益窮之 自然心自開也제생 43)
63) 不受偏愛偏惡曰仁 不受全是全非曰義 不受專强專便曰禮 不受恣聰恣明曰智 不受濫物濫欲曰信(교법
3-47)
64) 智者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 每事 任意用之 謂之智慧勇力 大智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 其次
與日月同 有弦望晦朔之理 又其次 與鬼神同 有吉凶禍福之道(제생 43)
65) 天用地用 人用之 調理綱紀 統制乾坤 此之謂造化手段也 年月日時分刻輪廻 皆是元亨利貞天地之道也
天地之用 胞胎養生浴帶冠旺衰病死葬而巳
66) 理雖高 出於太極无極之表 不離乎日用事物之間 養則收藏處 藏則出用處 觀其收藏出用之物 以致出也
人而用之之道 捨此而何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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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항목
有神論

茶山

甑山

비고

神道(汎神論)

유교적 유신론

(유불선서교 등 포함)
요순의 도

2

先秦儒敎 관련

요순의 도

삼황시대 회귀
원시반본론(報恩,解冤)
心에 神應

靈明性

3

인간이해

心의 天地統制

嗜好

智者同天地

心의 自主權

窮理로 自然心自開
『대학』, 『서전』서문 강조

4

문헌

四書중심

5

음양오행

비판

수용

6

이기론

비판

수용

『사략』,『통감』,병가서(『삼략』)

Ⅴ. 맺음말
다산은 星湖학파 信西派의 계승자로서 동양과 서양의 사상, 곧 유교와 천주교의 조화와 소
통을 위한 논리를 계발하였던 가장 탁월한 사상가라 할 수 있다. 정약용의 사상이 지닌 가치
와 의미는 동서양의 사상적 물결이 충돌하는 역사적 시점을 살면서 그 합류의 가능성을 찾아
더욱 큰 사상사의 물줄기를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찾아야할 것이다.
증산(甑山 姜一淳,1871-1909)은 조선왕조 말기에 탄강하여 실학파의 사상을 수용하여 조선
의 변혁을 꾀하였다. 특히 조선후기는 서양 세력의 조선 진출로 대내외적 상황이 급변하는 격
동기 였다. 이때 증산은 동학의 실패로 좌절한 민중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는
데 이는 실학의 실사구시의 정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증산은 다산실학에 의해 주장된 유교적 유신론을 수용하여 자신의 사상을 조선 말기에 펼쳤
다. 증산은 몰락하는 유교 봉건체제의 끝자락에서 유신론적 사상을 주장했는데 이는 다산이
주장한 상제를 유일신으로 하는 유교적 유신론의 맥락에 서 있다 할 수 있다.
다산이 서학의 영향으로 성리학적 질서를 벗어나 유학적 유신론을 기저로 선진유학에서 체
제 모순을 극복하려했다면 증산은 유교를 포함 유불선 등 범 사상들을 수용하였으며 유신론적
입장에서 보아 유교에 대해서 선진유학의 이론을 받아들인 위에 사상의 융합을 주장하였다.
다산이 서학의 영향으로 성리학적 질서를 벗어나 유학적 유신론을 기저로 선진유학에서 체제
모순을 극복하려했다면 증산은 유교를 포함 유불선 등 범 사상들을 수용하였으며 유신론적 입
장에서 보아 유교에 대해서 선진유학의 이론을 받아들인 위에 사상의 융합을 주장하였다.
茶山 실학에서 요순시대로 돌아가 聖스러운 이들이 세계를 경세하여야 이상적인 세계가 이
룩다는 것과 脈을 같이 하지만, 다산과 차별화되는 것은 삼황시대로 까지 회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산은 현재의 도의 근원이 복희시대였다 하고, 인류역사의 시원이 사략에 의할 때
천황으로부터 시작하여 긴 시대를 거쳐 19세기 말 증산 자신의 사상적 정립을 통해 세계를
구원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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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학의 시기를 지나 개화기를 맞아 증산은 인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삶을 밝히고 마음을 바
로 잡는 자유의지에서의 眞心을 강조하였다. 자유의사가 공과 사의 갈림길에서 어느 것을 택
하느냐에 따라 죄와 악으로 빠지게 되니 정심으로 개인적 사곡을 금해야 하는 자기 실천적 선
의 규범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신의 작용에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갖
고 판단하여 스승삼고 고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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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甑山사상의 實學사상 受容과 展開
- 茶山실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
세키네 히데유키(가천대)
조선시대의 한국사상에 대해서 문외한인 토론자는 이 논문을 토론하는데 충분한 지식을 가
지지 못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평을 못하고 문제설정이나 논증의 정합성 등 일반적인 사항
을 지적하는데 그쳐야 될 것 같다.
조선왕조 말기에 조선의 변혁을 꾀했던 증산(甑山)은 실학사상을 수용하여 자신의 사상을
체계화 하였다. 이 논문은 다신의 실학사상 비교를 통해서 증산의 사상을 재조명 하려는 시도
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비교의 지표로서 ‘유교적 유신론’, ‘선진유교’, ‘인간이해’의 세 가지를 설정하여 각
각에 대해 증산과 다산의 사상적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증산이 다산에서 무엇을 수용해서 자신
의 사상을 새롭게 만들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목차에 잘 들어나 있는 것
처럼 다산의 儒敎的 有神論과 증산의 神道, ‘다산의 先秦儒學觀과 증산의 原始返本論’ 그리고
‘다산의 인간의 靈明 존중과 증산의 人尊사상’을 대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저자는 위의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유교적 유신론’에 대해서
는 증산이 다산에서 상제를 유일신으로 삼는 유교적 유신론을 수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학의 유신론의 영향은 다산에 비해 증산이 서학보다 유교를 포함한 유불선을 비롯한 다양한
동양사상을 널리 수용해서 융합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선진유교’의 대
해서는, 다산은 요순시대로 돌아가 그들이 경세한 세계를 이상으로 보았는데 증산은 三皇시대
까지 회귀하여 伏羲時代가 도의 근원으로 보았다. 게다가 복희시대에서 긴 시대를 거쳐 증산
자신을 통해 세계가 구원될 것으로 생각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간이해’에 대해서는, 다산
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영명성을 갖고 있다는 자율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증산도 이를
수용했다. 증산은 이 관점에 더하여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삶을 밝히고 마음을 바로 잡는
眞心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밖에 저자는 다산과 증산의 차이에 관해서 어떤 문헌을 중시하고
있는지, 음양오행이나 이기론에 어떤 견해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의 논문으로서는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토론자는 이 논문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토론자는 이 논문의 주
제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알고 싶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 아쉽다. 다산과
증산은 한국 사상사에서 잘 알려져 있는 사상가인데다가 후자가 전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도 이미 알려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주제가 저자에 의해 처음으로 지
적받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 내지 검토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자는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보충 설명을 듣고 싶다.
둘째, 이 논문에서 다산과 중산의 사상적 관련성을 ‘유교적 유신론’, ‘선진유교’, ‘인간이해’
라고 하는 세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이 세 가지를 선정한 이유나 관점이 무엇이며
서로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증산이
동학의 실패로 좌절한 민중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는 실학의 實事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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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하는 일)의 정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유교
적 유신론’, ‘선진유교’, ‘인간이해’ 속에 들어 있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저자의 보충 설명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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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3분과

十六國時代 僑州郡縣 출현과 변화
/ 최진열(한국전통문화대)
요수의 위치 연구
/ 장우순(홍익인간재단)
≪씨족원류(氏族源流)≫와 족보를 활용한 과거 급제자 복원 방안
– 사마시 . 무과 급제자 복원을 중심으로 / 양창진(한중연)
일제강점기 지역축제로서의 단오(端午)의 지속과 변화
- 서울[京城]을 중심으로 / 안주영(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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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西晉 永嘉의 난 이후 中原의 漢人이 대거 長江 유역으로 이주하였다. 東晉南朝 사회를 中
原지역에서 이주한 외지인(僑人)과 江南 토착인의 공존 여부에 주목하여 僑民體制 혹은 僑舊
體制로 파악하는 이론이 제시되었다.1) 東晉十六國과 南北朝時代에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한 流民 혹은 교인(僑人)들을 따로 編制한 지방행정군현을 僑州郡縣이라고 한다. 기존에
는 東晉에서 처음으로 僑郡縣을 설치하였다고 보았지만, 최근에는 前燕이 처음으로 僑郡縣을
설치했으며,2) 도리어 前燕의 僑郡縣 설치가 東晉에 영향을 주어 東晉이 太興 3년 懷德縣을
설치했다고 보기도 한다.3) 이 주장이 맞다면 僑州郡縣은 十六國時代에 처음 출현하였다.
이처럼 僑州郡縣은 東晉南朝뿐만 아니라 十六國․北朝時代에도 설치되었고 淸代 학자 洪亮
吉이 이미 十六國時代 僑州郡縣의 존재를 지적하였고,4) 淸末의 학자 胡孔福은 十六國의 僑州

1) 朴漢濟, ｢‘僑民體制’의 展開와 南朝史-南․北朝史의 統一的 理解를 위한 하나의 提案-｣, 6-19쪽 및
同氏, ｢東晉․南朝史와 僑民-‘僑舊體制’의 形成과 그 展開-｣, 縣
東洋史學硏究郡53, 1996, 1-51쪽.
2) 胡阿祥, ｢僑置的源流與東晉南朝僑州郡縣的産生｣, 鄭州大學歷史學院 编, 縣
高敏先生八十華誕紀念文集
郡
, 線裝書局, 2006; 仇鹿鳴, ｢僑郡改置與前燕政權中的胡漢關係｣, 縣
中國歷史地理論叢郡 22-4, 2007,
94오른쪽-96왼쪽; 胡阿祥, ｢十六國北朝僑州郡縣與僑流人口硏究引論｣, 縣
中國歷史地理論叢郡 24-3,
2009, 35왼쪽, 주)4; 劉卓一, ｢淺析東晉十六國時期前燕的僑置政策｣, 縣
牡丹江敎育學院學報郡2014-11
(總第153期), 2014, 97오른쪽.
3) 劉卓一, ｢淺析東晉十六國時期前燕的僑置政策｣, 97오른쪽.
4) 縣
十六國疆域志郡
(縣
二十五史補編郡3冊, 北京: 中華書局, 1955) 序, 4083쪽, “復有逞其胸臆, 則務廣虛
名, 核彼輿圖, 則多非事實. 如石氏建揚州之號, 僅得一城; 前燕標荊土之名, 惟餘數縣. 夏·宋誓書, 指
恒山爲界, 旣涉張皇; 慕容郡冊, 授唐國爲稱, 亦漸假借. …… 甚有指南爲北, 革舊標新. 赫連也, 以陝
地爲荊州; 乞伏也, 以漒川爲益土. 琅邪之國, 强號幽·燕, 朔·代之區, 忽標齊服. 近而易混, 驟每不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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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0여 개, 僑郡 20여 개, 僑縣 10개였음을 제시하였다.5) 그러나 학계의 연구는 東晉南朝의
僑州郡縣에 집중되었다. 이후 前燕의 僑州郡縣6), 前燕시대 외지인과 토착인의 관계7), 僑州郡
縣과 僑人․流人의 인구8), 十六國北朝時代 僑州郡縣9), 北魏의 徙民政策10)에 관한 연구가 발표
되었다. 이 가운데 陳學偉의 十六國北朝時代 僑州郡縣 연구는 十六國北朝時代 僑州郡縣에 관
한 자료를 망라하였다. 그는 十六國北朝時代 僑州郡縣의 설치 유형을 ① 流民의 安置와 招
引, ② 피정복민 徙民, ③ 지배하지 않는 州郡縣 설치(虛設)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11) 그러나
流民이나 徙民에 설치한 행정구역인 僑州郡縣과 해당 국가가 지배하지 못한 州郡縣의 刺史․
太守․縣令 임명인 遙領을 구별하지 못하고 遙領(虛設)을 僑州郡縣으로 단정하는 등 비약이 심
한 단점이 있다.
필자는 東晉南朝 사회를 인구 이동, 외지인(僑人)과 토착인(舊人)의 갈등과 대립, 공존, 僑
州郡縣 등으로 설명한 僑舊體制의 특징이 十六國․北朝時代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12) 단편적이지만, 慕容部(前燕)․後燕․北燕의 遼西 지역에서도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13)
토착인과 외지인 문제 연구는 양자의 관계나 僑州郡縣 문제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
는 十六國時代 僑州郡縣 문제에 주목하였다. 僑州郡縣 설치는 流民․徙民 문제와 함께 분석해
야 하기 때문에 十六國時代 僑州郡縣 문제를 통해 이 시대 인구이동과 郡縣 펀제, 수취체제
등 다양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한 국가가 통치했던 東晉南朝의 僑州郡縣 문제는 중앙정부
가 일관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만, 여러 나라가 난립한 十六國時代에는 각 나라마다 流
民․徙民 安置, 僑州郡縣 편제 정책이 달랐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十六國時代 각 나라의 僑州
郡縣 설치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十六國時代 僑州郡縣의 성격과 특징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十六國時代 僑州郡縣 문제, 특히 前燕․後燕․北燕의
僑州郡縣 문제는 高句麗의 영토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한국고대사와도 관련되는 문제이
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十六國時代 각 국의 僑州郡縣 명명 방식을 검토하여
流民 혹은 徙民을 기존의 정규 행정조직에 편제했는지 東晉南朝처럼 별도의 행정조직, 즉 僑
州郡縣을 설치했는지 규명하려고 한다.
본고에서는 十六國時代를 前秦의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로 나누어 각국의 流民 정책과 僑
州郡縣 설치 양상을 검토한다. 먼저 1장에서는 漢(前趙), 後趙, 前燕이 지배한 黃河 중하류 지
5) 胡孔福, 縣
南北朝僑置州郡考郡
, 1912; 胡阿祥, ｢十六國北朝僑州郡縣與僑流人口硏究引論｣, 縣
中國歷史地
理論叢郡24-3, 2009, 38오른쪽.
6) 仇鹿鳴, ｢僑郡改置與前燕政權中的胡漢關係｣, 94오른쪽-96왼쪽; 劉卓一, ｢淺析東晉十六國時期前燕的
僑置政策｣, 13왼쪽-13오른쪽 및 97왼쪽-97오른쪽.
7) 李海葉, ｢慕容氏遼東政權的“僑土”關係｣, 縣
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郡 37-3, 2005, 109왼쪽
-113오른쪽.
8) 胡阿祥, ｢十六國北朝僑州郡縣與僑流人口硏究引論｣, 縣
中國歷史地理論叢郡
24-3, 2009, 32왼쪽-39오른
쪽.
9) 陳學偉, ｢十六國北朝僑州郡縣硏究｣, 山西大學碩士學位論文, 2011.6.
10) 河地重造, ｢北魏王朝の成立とその性格について-徙民政策の展開から均田制へ-｣, 縣
東洋史研究郡12-5,
1953; 古賀昭岑, ｢北魏における徙民と計口受田について｣, 縣
九州大學東洋史論集郡1, 1973; 操曉理, ｢
北魏移民初論｣, 縣
首都師範大學學報郡1998-6, 1998; 高平, ｢拓跋魏往京師平城大規模遷徙人口的數字·
原因及其影響｣, 中國魏晉南北朝史學會 大同平城北朝硏究會 編, 縣
北朝硏究郡 1, 北京: 北京燕山出版
社, 1999.
11) 陳學偉, ｢十六國北朝僑州郡縣硏究｣, 32-34쪽.
12) 이러한 가설은 이미 朴漢濟, ｢‘僑民體制’의 展開와 南朝史-南․北朝史의 統一的 理解를 위한 하나의
提案-｣, 6-19쪽에 제시되었다.
13) 崔珍烈, ｢16국시대 요서(遼西)의 인구 증감과 전연(前燕)․후연(後燕)․북연(北燕)의 대응｣, 縣
백제와 요
서지역郡
, 한성백제박물관, 2015. 12, 71-285쪽; 李海葉, ｢慕容氏遼東政權的“僑土”關係｣, 縣
內蒙古大
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郡37-3, 2005, 109왼쪽-113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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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1절)과 慕容部(前燕) 치하의 遼東․遼西 지역(2절), 前涼 치하 河西回廊(3절)로 나누어 각 국
의 流民 대책과 僑州郡縣 설치 문제를 검토한다. 2장에서는 前秦 붕괴 이후 각국의 流民․徙民
대책과 僑州郡縣 설치 문제를 關隴(後秦)․河西回廊(西涼)․오르도스(夏)(1절), 後燕․北燕 치하 遼
西(2절), 後燕․北魏前期 黃河중하류(3절)로 나누어 검토한다.

Ⅰ. 十六國前期 僑州郡縣의 출현과 명칭
1. 黃河中下流 流民과 郡縣 編制
永嘉의 난 이후 華北 지방의 漢人들은 대거 江南으로 이주하였다. 黃河 유역을 지배한 五
胡諸國은 徙民政策을 취했다. 漢(前趙)부터 前秦까지의 예를 살펴보자.
먼저 前趙이다. 前趙는 西晉의 수도 長安과 洛陽을 점령할 당시에는 대규모 徙民政策을 취
하지 않았다. 劉曜가 洛陽을 점령한 후 王公과 百官 3萬餘 人을 죽이고 愍帝와 惠帝의 羊皇
后를 수도 平陽으로 데려갔다.14) 西晉의 부흥운동 세력이 長安에서 懷帝를 세운 후 前趙와
맞서자 일진일토의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劉曜가 長安을 함락하였다. 이때도 대규모 인구를
이주시켰다는 기록은 없다.15) 그러나 劉曜가 즉위한 후 사정이 달라졌다. 劉曜는 즉위 이전
關中을 공격하면서 池陽을 점령한 후 1만 인을 長安으로 遷徙하였다.16) 또 長安을 함락한 후
8萬餘 口와 2萬餘戶를 平陽으로 옮긴 적이 있었다.17) 劉曜는 劉聰 사후 발생한 靳準의 난을
평정한 후 319년 長安에 수도를 정하였다.18) 320년 隴右 지역의 氐․羌 苻洛 20餘萬 口, 322
년과 323년 隴西의 氐․羌 만여 戶와 秦州의 大姓 楊․姜 諸族 2千餘戶를 각각 長安으로 이주

14) 縣
晉書郡卷102 ｢劉聰載記｣, 2658-2659쪽, “署其衞尉呼延晏為使侍節·前鋒大都督·前軍大將軍, 配禁兵
二萬七千, 自宜陽入洛川, 命王彌·劉曜及鎮軍石勒進師會之. 晏比及河南, 王師前後十二敗, 死者三萬餘
人. 彌等未至, 晏留輜重于張方故壘, 遂寇洛陽, 攻陷平昌門, 焚東陽·宣陽諸門及諸府寺. 懷帝遣河南尹
劉默距之, 王師敗于社門. 晏以外繼不至, 出自東陽門, 掠王公已下子女二百餘人而去. 時帝將濟河東遁,
具船于洛水, 晏盡焚之, 還于張方故壘. 王彌·劉曜至, 復與 晏會圍洛陽. 時城內饑甚, 人皆相食, 百官分
散, 莫有固志. 宣陽門陷, 彌·晏入于南宮, 升太極前殿, 縱兵大掠, 悉收宮人·珍寶. 曜於是害諸王公及百
官已下三萬餘人, 於洛水北築為京觀. 遷帝及惠帝羊后·傳國六璽于平陽.”
15) 縣
晉書郡卷102 ｢劉聰載記｣, p.2674, “劉曜陷長安外城, 愍帝使侍中宋敞送牋于曜, 帝肉袒牽羊, 輿櫬銜
璧出降. 及至平陽, 聰以帝為光祿大夫·懷安侯, 使粲告于太廟, 大赦境內, 改年麟嘉. 麴允自殺.”
16) 縣
晉書郡 卷102 ｢劉聰載記｣, 2659-2660쪽, “署劉曜為車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雍州牧, 改封中山王,
鎮長安, 王彌為大將軍, 封齊公. 尋而石勒等殺彌於己吾而并其眾, 表彌叛狀. 聰大怒, 遣使讓勒專害公
輔, 有無上之心, 又恐勒之有二志也, 以彌部眾配之. 劉曜既據長安, 安定太守賈疋及諸氐羌皆送質任,
唯雍州刺史麴特·新平太守竺恢固守不降. 護軍麴允·頻陽令梁肅自京兆南山將奔安定, 遇疋任子於陰密,
擁還臨涇, 推疋為平南將軍, 率眾五萬, 攻曜於長安, 扶風太守梁綜及麴特·竺恢等亦率眾十萬會之. 曜遣
劉雅·趙染來距, 敗績而還. 曜又盡長安銳卒與諸軍戰于黃丘, 曜眾大敗, 中流矢, 退保甘渠. 杜人王禿·紀
特等攻劉粲于新豐, 粲還平陽. 曜攻陷池陽, 掠萬餘人歸于長安.”
17) 縣
晉書郡 卷102 ｢劉聰載記｣, 2662쪽, “麴特等圍長安, 劉曜連戰敗績, 乃驅掠士女八萬餘口退還平陽,
因攻司徒傅祗于三渚, 使其右將軍劉參攻郭默于懷城. 祗病卒, 城陷, 遷祗孫純·粹并其二萬餘戶于平陽
縣.”
18) 縣
晉書郡 卷103 劉曜載記, p.2684-2685, “靳準遣侍中卜泰降于勒, 勒囚泰, 送之曜. 謂泰曰: ‘先帝末
年, 實亂大倫, 羣閹撓政, 誅滅忠良, 誠是義士匡討之秋. 司空執心忠烈, 行伊霍之權, 拯濟塗炭, 使朕及
此, 勳高古人, 德格天地. 朕方寧濟大艱, 終不以非命及君子賢人. 司空若執忠誠, 早迎大駕者, 政由靳
氏, 祭則寡人, 以朕此意布之司空, 宣之朝士.’ 泰還平陽, 具宣曜旨. 準自以殺曜母兄, 沈吟未從. 尋而
喬泰·王騰·靳康·馬忠等殺準, 推尚書令靳明為盟主, 遣卜泰奉傳國六璽降于曜. 曜大悅, 謂泰曰: ‘使朕獲
此神璽而成帝王者, 子也.’ 石勒聞之, 怒甚, 增兵攻之. 明戰累敗, 遣使求救于曜, 曜使劉雅·劉策等迎之.
明率平陽士女萬五千歸于曜, 曜命誅明, 靳氏男女無少長皆殺之. 使劉雅迎母胡氏喪于平陽, 還葬粟邑,
墓號陽陵, 偽諡宣明皇太后. 僭尊高祖父亮為景皇帝, 曾祖父廣為獻皇帝, 祖防懿皇帝, 考曰宣成皇帝.
徙都長安, 起光世殿於前, 紫光殿於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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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19)
後趙의 石勒은 이미 前趙 치하에 사실상 자립하였고 後趙를 세웠다. 石勒은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수도 襄國으로 이주시켰다. 예컨대 幽州刺史 王浚을 격파하고 烏丸 審廣 등을 襄國
으로 옮겼다.20) 이어서 318년 東燕과 酸棗의 2萬餘戶,21) 平原 烏丸 展廣과 劉哆 등 苻洛 3
萬餘戶,22) 廩丘와 東舞陽 일대의 무리 萬餘 人,23) 幷州의 劉琨 평정 후 陽曲과 樂平의 戶24)
를 각각 襄國으로 遷徙시켰다. 피정복민뿐만 아니라 지배층도 수도 襄國으로 옮겼다. 石勒은
朝臣의 掾屬 이상 士族 300戶를 襄國의 崇仁里로 옮기고 公族大夫를 두어 거느리게 하였
다.25) 후에 前秦을 세운 苻洪은 石虎 재위 시기에 수도 鄴로 옮겼다.26)
後趙는 수도뿐만 아니라 피정복민이나 반란민을 각지로 이주시켰다. 石勒은 靳準을 공격한
후 巴帥와 諸羌․羯 10餘萬落을 司州 諸縣으로 옮겼다.27) 石虎는 上邽를 점령한 후 秦州 3萬
餘戶를 靑州와 幷州로 徙民하였다.28) 또 石虎는 328년 上邽 점령한 후 氐․羌 15萬落을 司州
와 冀州로 이주시켰다.29) 또 郭敬이 襄陽을 함락한 후 襄陽城을 훼손하고 襄陽의 백성을 沔
北으로 옮긴 후 樊城을 쌓아 지키게 하였다.30) 晉州刺史 臨深은 秦州 休屠 王羌의 반란 평정
19) 葛劍雄, 縣
中國移民史郡第二卷 先秦至魏晉南北朝時期,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1997, 515쪽; 周偉洲,
縣
漢趙國史郡
,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 177-178쪽 및 177쪽 漢趙掠遷人口統計表.
20) 縣
晉書郡卷104 ｢石勒載記｣上, 2723쪽, “於是輕騎襲幽州, 以火宵行. 至柏人, 殺主簿游綸, 以其兄統在
范陽, 懼聲軍計故也. 遣張慮奉牋于劉琨, 陳己過深重, 求討浚以自效. 琨既素疾浚, 乃檄諸州郡, 說勒知
命思愆, 收累年之咎, 求拔幽都, 效善將來, 今聽所請, 受任通和. 軍達易水, 浚督護孫緯馳遣白浚, 將引
軍距勒, 游統禁之. 浚將佐咸請出擊勒, 浚怒曰: ‘石公來, 正欲奉戴我也, 敢言擊 者斬! 」乃命設饗以待
之. 勒晨至薊, 叱門者開門. 疑有伏兵, 先驅牛羊數千頭, 聲言上禮, 實欲填諸街巷, 使兵不得發. 浚乃
懼, 或坐或起. 勒升其廳事, 命甲士執浚, 立之于前, 使徐光讓浚曰: ‘君位冠元台, 爵列上公, 據幽都驍
悍之國, 跨全燕突騎之鄉, 手握強兵, 坐觀京師傾覆, 不救天子, 而欲自尊. 又專任姦暴, 殺害忠良, 肆情
恣欲, 毒徧燕壤. 自貽于此, 非為天也.’ 使其將王洛生驛送浚襄國市斬之. 於是分遣流人各還桑梓, 擢荀
綽·裴憲, 資給車服. 數朱碩·棗嵩·田矯等以賄亂政, 責游統以不忠于浚, 皆斬之. 遷烏丸審廣·漸裳·郝襲·
靳市等于襄國. 焚燒浚宮殿. 以晉尚書劉翰為寧朔將軍·行幽州刺史, 戍薊, 置守宰而還.”
21) 縣
晉書郡卷104 ｢石勒載記｣上, 2724쪽, “逯明攻甯黑于茌平, 降之, 因破 東燕酸棗而還, 徙降人二萬餘
戶于襄國.”
22) 縣
晉書郡卷104 ｢石勒載記｣上, 2724쪽, “徙平原烏丸展廣·劉哆等部落三萬餘戶于襄國.”
23) 縣
晉書郡 卷104 ｢石勒載記｣上, 2725쪽, “使石季龍襲乞活王平于梁城, 敗績而歸. 又攻劉演于廩丘. 支
雄·逯明擊甯黑于東武陽, 陷之, 黑赴河而死, 徙其眾萬餘于襄國.”
24) 縣
晉書郡 卷104 ｢石勒載記｣上, 2725-2726쪽, “勒攻樂平太守韓據于坫城, 劉琨遣將軍姬澹率眾十餘萬
討勒, 琨次廣牧, 為澹聲援. 勒將距之, 或諫之曰: ‘澹兵馬精盛, 其鋒不可當, 宜深溝高壘以挫其銳, 攻
守勢異, 必獲萬全.’ 勒曰: ‘澹大眾遠來, 體疲力竭, 犬羊烏合, 號令不齊, 可一戰而擒之, 何強之有! 寇
已垂至, 胡可捨去, 大軍一動, 豈易中還! 若澹乘我之退, 顧乃無暇, 焉得深溝高壘乎! 此為 不戰而自滅
亡之道.’ 立斬諫者. 以孔萇為前鋒都督, 令三軍後出者斬. 設疑兵于山上, 分為二伏. 勒輕騎與澹戰, 偽
收眾而北. 澹縱兵追之, 勒前後伏發, 夾擊, 澹軍大敗, 獲鎧馬萬匹, 澹奔代郡, 據奔劉琨. 琨長史李弘以
并州降于勒, 琨遂奔于段匹磾. 勒遷陽曲·樂平戶于襄國, 置守宰而退.”
25) 縣
晉書郡卷105 ｢石勒載記｣下, 2737쪽, “徙朝臣掾屬已上士族者三百戶于襄國崇仁里, 置公族大夫以領
之.”
26) 縣
晉書郡卷113 ｢苻堅載記｣上, 2883쪽, “祖洪, 從石季龍徙鄴, 家於永貴里.”
27) 縣
晉書郡卷105 ｢石勒載記｣上, 2728쪽, “勒攻準于平陽小城, 平陽大尹周置等率雜戶六千降于勒. 巴帥
及諸羌羯降者十餘萬落, 徙之司州諸縣.”
28) 縣
晉書郡 卷105 ｢石勒載記｣下 附石弘傳, p.2755, “季龍遣郭敖及其子斌等率步騎四萬討之, 次于華陰.
上邽豪族害權以降. 徙秦州三萬餘戶于靑·幷二州諸郡. 南氐楊難敵等送任通和.”
29) 縣
晉書郡卷105 ｢石勒載記｣下, 2745쪽, “季龍克上邽, 遣主簿趙封送傳國玉璽·金璽·太子玉璽各一于勒.
季龍進攻集木且羌于河西, 克之, 俘獲數萬, 秦隴悉平. 涼州牧張駿大懼, 遣使稱藩, 貢方物于勒. 徙氐羌
十五萬落于司·冀州.”
30) 縣
晉書郡卷105 ｢石勒載記｣下, 2747쪽, “勒荊州監軍郭敬·南蠻校尉董幼寇襄陽. 勒驛敕敬退屯樊城, 戒
之使偃藏旗幟, 寂若 無人, 彼若使人觀察, 則告之曰: ‘自愛堅守, 後七八日大騎將至, 相策不復得走矣.’
敬使人 浴馬于津, 周而復始, 晝夜不絕. 偵諜還告南中郎將周撫, 撫以為勒軍大至, 懼而奔武昌. 敬入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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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秦州 夷豪 5千餘戶를 雍州로 遷徙하였다.31) 334년에는 秦州 3萬餘戶를 靑州와 幷州로
옮겼다.32) 石虎는 335년 段部(段遼)를 정복한 후 段部의 2萬餘戶를 雍州․司州․兗州․豫州 4州
로 이주시켰다.33) 340년 遼西·北平·漁陽 萬戶를 兗州․豫州․雍州․洛州 4州로 遷徙하였다.34) 이
처럼 피정복민을 각지에 옮긴 後趙가 붕괴한 후 靑州․雍州․幽州․荊州의 徙戶와 氐․羌․胡․蠻 수
백만 인이 서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길에서 만나 서로 싸웠다. 그리고 도중에
굶주림과 역병으로 죽은 사람이 많아 고향까지 무사히 귀환한 사람들은 10명 중 2-3명에 불
과하였다.35) 이는 後趙의 지나친 徙民政策이 부른 부작용이었다.
華北을 통일한 前秦의 군주 苻堅은 370년 前燕을 멸한 후 前燕의 王公과 鮮卑 4萬餘戶를
長安으로 遷徙하였다.36) 그리고 苻堅은 關東 豪傑과 雜夷 15萬戶를 關中으로 이주시켰다. 烏
桓은 馮翊과 北支, 丁零 翟斌은 新安과 澠池에 거주하게 하였다.37) 苻堅은 五胡와 漢人뿐만
아니라 자기 種族인 氐人도 대거 이주시켰다. 前秦은 380년 三原․九嵕․武都․汧․雍 15萬戶를
鄴(苻丕), 平州의 龍城(石越), 代郡 平城(韓胤), 幽州의 薊縣(梁讜), 河州의 枹罕(毛興), 并州의
晉陽(王騰), 豫州의 洛陽(苻暉), 雍州의 蒲坂(苻叡)으로 각각 옮겼다.38) 또 建元末 東晉 江漢
陽, 軍無私掠, 百姓安之. 晉平北將軍魏該弟遐等率該部眾自石城降于敬. 敬毀襄陽, 遷其百姓于沔北,
城樊城以戍之.”
31) 縣
晉書郡卷105 ｢石勒載記｣下, 2747쪽, “秦州休屠王羌叛于勒, 刺史臨深遣司馬管光帥州軍討之, 為羌
所敗, 隴右大擾, 氐羌悉叛. 勒遣石生進據隴城. 王羌兄子擢與羌有仇, 生乃賂擢, 與掎擊之. 羌敗, 奔涼
州. 徙秦州夷豪五千餘戶于雍州.”
32) 縣
晉書郡 卷105 ｢石勒載記｣下 附石弘傳, p.2755, “季龍遣郭敖及其子斌等率步騎四萬討之, 次于華陰.
上邽豪族害權以降. 徙秦州三萬餘戶于靑·幷二州諸郡. 南氐楊難敵等送任通和.”
33) 縣
晉書郡卷106 ｢石季龍載記｣上, 2767-2768쪽, “季龍將伐遼西鮮卑段遼, 募有勇力者三萬人, 皆拜龍騰
中郎. 遼遣從弟屈雲襲幽州, 刺史李孟退奔易京. 季龍以桃豹為橫海將軍, 王華為渡遼將軍, 統舟師十萬
出漂渝津, 支雄為龍驤大將軍, 姚弋仲為冠軍將軍, 統步騎十萬為前鋒, 以伐段遼. 季龍眾次金臺, 支雄
長驅入薊, 遼漁陽太守馬鮑·代相張牧·北平相陽裕·上谷相侯龕等四十餘城並率眾降于季龍. 支雄攻安次,
斬其部大夫那樓奇. 遼懼, 棄令支, 奔于密雲山. 遼左右長史劉羣·盧諶·司馬崔悅等封其府庫, 遣使請降.
季龍遣將軍郭太·麻秋等輕騎二萬追遼, 及之, 戰于密雲, 獲其母妻, 斬級三千. 遼單馬竄險, 遣子乞特真
送表及名馬, 季龍納之. 乃遷其戶二萬餘于雍·司·兗·豫四州之地, 諸有才行者皆擢敘之. 先是, 北單于乙
回為鮮卑敦那所逐, 既平遼西, 遣其將李穆擊那破之, 復立乙回而還. 季龍入遼宮, 論功封賞各有差.”
34) 縣
晉書郡卷106 ｢石季龍載記｣上, 2770쪽, “季龍將討慕容皝, 令司·冀·靑·徐·幽·幷·雍兼復之家五丁取三,
四丁取二, 合鄴城舊軍滿五十萬, 具船萬艘, 自河通海, 運穀豆千一百萬斛于安樂城, 以備征軍之調. 徙
遼西·北平·漁陽萬戶于兗·豫·雍·洛四州之地.”
35) 縣
晉書郡 卷107 ｢石季龍載記｣下, 2795쪽, “與羌胡相攻, 無月不戰. 青·雍·幽·荊州徙戶及諸氐·羌·胡·蠻
數百餘萬, 各還本土, 道路交錯, 互相殺掠, 且饑疫死亡, 其能達者十有二三. 諸夏紛亂, 無復農者.”
36) 縣
晉書郡 卷111 ｢慕容暐載記｣, p.2858, “堅徙暐及其王公已下幷鮮卑四萬餘戶于長安, 封暐新興侯, 署
爲尙書.”; 縣
十六國春秋輯補郡
(崔鴻 撰, 湯球 輯補, 王魯一․王立華 點校, 濟南: 齊魯書社, 1998) 卷29
｢前燕錄｣7, 228-229쪽; 縣
資治通鑑郡卷102 ｢晉紀｣24 海西公太和五年條, 3239쪽, “十二月, 秦王堅遷
慕容暐及燕后妃·王公·百官並鮮卑四萬餘戶於長安.”
37) 縣
晉書郡卷113 ｢苻堅載記｣上, 2893쪽, “堅自鄴如枋頭, 讌諸父老, 改枋頭為永昌縣, 復之終世. 堅至自
永昌, 行飲至之禮, 歌勞止之詩, 以饗其羣臣. 赦慕容暐及其王公已下, 皆徙於長安, 封授有差. 堅於是行
禮於辟雍, 祀先師孔子, 其太子及公侯卿大夫士之元子, 皆束脩釋奠焉. 徙關東豪傑及諸雜夷十萬戶於關
中, 處烏丸雜類於馮翊·北地, 丁零翟斌于新安, 徙陳留·東阿萬戶以實青州. 諸因亂流移, 避仇遠徙, 欲還
舊業者, 悉聽之.”; 縣
資治通鑑郡 卷103 ｢晉紀｣25 簡文帝咸安元年正月條, 3243쪽, “秦王堅徙關東豪傑
及雜夷十五萬戶於關中, 處烏桓於馮翊·北地, 丁零翟斌於新安·澠池. 諸因亂流移·欲還舊業者, 悉聽之.”
38) 縣
晉書郡 卷103 ｢苻堅載記｣上, 2903쪽, “洛既平, 堅以關東地廣人殷, 思所以鎮靜之, 引其羣臣於東堂
議曰: ‘凡我族類, 支胤彌繁, 今欲分三原·九嵕·武都·汧·雍十五萬戶於諸方要鎮, 不忘舊德, 為磐石之宗,
於諸君之 意如何?’ 皆曰: ‘此有周所以祚隆八百, 社稷之利也.’ 於是分四帥子弟三千戶, 以配苻丕鎮鄴,
如世封諸侯, 為新券主. 堅送丕於灞上, 流涕而別. 諸戎子弟離其父兄者, 皆悲號哀慟, 酸感行人, 識者以
為喪亂流離之象. 於是分幽州置平州, 以石越為平州刺史, 領護鮮卑中郎將, 鎮龍城; 大鴻臚韓胤領護赤
沙中郎將, 移烏丸府于代郡之平城; 中書令梁讜為安遠將軍·幽州刺史, 鎮薊城; 毛興為鎮西將軍·河州刺
史, 鎮枹罕; 王騰為鷹揚將軍·并州刺史, 領謢匈奴中郎將, 鎮晉陽; 二州各配支戶三千; 苻暉為鎮東大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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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1萬餘戶와 中原(中州)의 7千餘戶를 敦煌郡으로 遷徙하였다.39)
한 중국학자는 漢(前趙)의 殷州․衛州․東梁州․西河陽州․北兗州40), 雍州․幽州41), 荊州42), 後趙
의 徐州․荊州․涼州, 前秦의 寧州․益州․荊州․揚州․靑州 등이 實土가 없고 실제로 관할 지역과
인구가 없는 虛設, 즉 僑州라고 주장하였다.43) 이 가운데 漢(前趙)의 殷州․衛州․東梁州․西河陽
州․北兗州 5州가 流民을 安置해 설치한 僑州임이 확실하다. 이 가운데 東梁州와 北兗州는 梁
州와 兗州의 이름에 방위명을 붙인 것이며, 나머지 3州는 西晉時代에 존재하지 않은 州名이
며, 東晉南朝 僑州 지명과 다른 명명 방식이다.
반면 漢(前趙)의 雍州․幽州, 荊州, 後趙의 徐州․荊州․涼州, 前秦의 寧州․益州․荊州․揚州․靑州
州는 流民 혹은 해당 州郡縣 출신의 僑人을 받아들여 설치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僑州로
볼 수 없다. 다만 모두 漢(前趙)․後趙․前秦의 영토가 아닌 州名이기 때문에 遙領임은 분명하
다.

2. 遼東․遼西의 僑州郡縣
永嘉의 난 이후 慕容部 치하 遼東․遼西에 中原의 漢人들이 몰려들었다. 302년 遼東 孟
暉44), 309년 昌黎 王誕45), 313년 裴嶷, 陽耽, 黃泓, 魯昌, 游邃, 逄羨, 西方虔, 宋奭, 封抽,
裴開, 宋該, 皇甫岌, 皇甫眞, 務開, 劉斌, 封弈, 封裕46)과 裴嶷과 裴開 부자, 陽耽, 游邃, 逄
羨, 宋奭, 黃泓, 宋該, 平原 杜群, 劉翔47), 張統 집단(樂浪․帶方 2郡)48), 314년 會稽 朱左車,
軍·豫州牧, 鎮洛陽; 苻叡為安東將軍·雍州刺史, 鎮蒲坂.”; 縣
資治通鑑郡 卷104 ｢晉紀｣26 孝武帝太元五
年條, 3295-3296쪽, “堅以諸氐種類繁滋, 秋, 七月, 分三原·九嵕·武都·汧·雍氐十五萬戶, 使諸宗親各領
之, 散居方鎮, 如古諸侯. 長樂公丕領氐三千戶, 以仇池氐酋射聲校尉楊膺為征東左司馬, 九嵕氐酋長水
校尉齊午為右司馬, 各領一千五百戶, 為長樂世卿. 長樂國郎中令略陽垣敞為錄事參軍, 侍講扶風韋干為
參軍事, 申紹為別駕. 膺, 丕之妃兄也; 午, 膺之妻父也. 八月, 分幽州置平州, 以石越為平州刺史, 鎮龍
城. 中書令梁讜為幽州刺史, 鎮薊城. 撫軍將軍毛興為都督河·秦二州諸軍事·河州刺史, 鎮枹罕. 長水校尉
王騰為并州刺史, 鎮晉陽. 河·并二州各配氐戶三千. 興·騰並苻氏婚姻, 氐之崇望也. 平原公暉為都督豫·
洛·荊·南兗·東豫·揚六州諸軍事·鎮東大將軍·豫州牧, 鎮洛陽. 移洛州刺史治豐陽. 以巨鹿公睿為雍州刺史,
鎮蒲阪. 各配氐戶三千二百.”
39) 縣
晉書郡卷87 ｢涼武昭王李玄盛傳｣, 2263쪽, “初, 苻堅建元之末, 徙江漢之人萬餘戶于敦煌, 中州之人
有田疇不闢者, 亦徙七千餘戶.”
40) 縣
晉書郡卷14 ｢地理志｣上 幷州․新興郡條, 429쪽, “又置殷·衞·東梁·西河陽·北兗五州, 以懷安新附.”
41) 縣
晉書郡卷14 ｢地理志｣上 幷州․新興郡條, 429쪽, “惠帝改新興為晉昌郡. 及永興元年, 劉元海僭號於
平陽, 稱漢, 於是并州之地皆為元海所有. 元海乃以雍州刺史鎮平陽, 幽州刺史鎮離石.”
42) 縣
晉書郡卷14 ｢地理志｣上 司州․頓丘郡條, 418쪽, “永嘉之後, 司州淪沒劉聰. 聰以洛陽為荊州, 及石
勒, 復以為司州.”
43) 陳學偉, 縣
十六國北朝僑州郡縣硏究郡
, 山西大學碩士學位論文, 2011.6, 10-11쪽.
44) 縣
資治通鑑郡卷82 ｢晉紀｣6 惠帝太安元年條, 2675-2676쪽, “鮮卑宇文單于莫圭部眾強盛, 遣其弟屈雲
攻慕容廆, 廆擊其別帥素怒延, 破之. 素怒延恥之, 復發兵十萬, 圍廆於棘城. 廆眾皆懼, 廆曰: ‘素怒延
兵雖多而無法制, 已在吾算中矣, 諸君但為力戰, 無所憂也!’ 遂出擊, 大破之, 追奔百里, 俘斬萬計. 遼
東孟暉, 先沒於宇文部, 帥其眾數千家降於廆, 廆以為建威將軍. 廆以其臣慕輿句勤恪廉靖, 使掌府庫;
句心計默識, 不按簿書, 始終無漏. 以慕輿河明敏精審, 使典獄訟, 覆訊清允.”
45) 縣
資治通鑑郡卷87 ｢晉紀｣9 懷帝永嘉三年條, 2747쪽, “初, 東夷校尉勃海李臻, 與王浚約共輔晉室, 浚
內有異志, 臻恨之. 和演之死也, 別駕昌黎王誕亡歸李臻, 說臻與兵討浚. 臻遣其子成將兵擊浚. 遼東太
守龐本, 素與臻有隙, 乘虛襲殺臻, 遣人殺成於無慮. 誕亡歸慕容廆.”
46) 縣
資治通鑑郡卷88 ｢晉紀｣10 愍帝建興元年條, 2797쪽, “初, 中國士民避亂者, 多北依王浚, 浚不能存
撫, 又政法不立, 士民住往復去之. 段氏兄弟專尚武勇, 不禮士大夫. 唯慕容廆政事脩明, 愛重人物, 故士
民多歸之. 廆舉其英俊, 隨才授任, 以河東裴嶷·北平陽耽·廬江黃泓·代郡魯昌為謀主, 廣平游邃·北海逄
羨·北平西方虔·西河宋奭及封抽·裴開為股肱, 平原宋該·安定皇甫岌·岌弟真·蘭陵繆愷·昌黎劉斌及封奕·封
裕典機要. 裕, 抽之子也.”
47) 縣
資治通鑑郡卷88 ｢晉紀｣10 愍帝建興元年條, 2798쪽, “裴嶷清方有幹略, 為昌黎太守, 兄武為玄菟太
守. 武卒, 嶷與武子開以其喪歸, 過廆, 廆敬禮之, 及去, 厚加資送. 行及遼西, 道不通, 嶷欲還就廆. 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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魯國 孔纂, 泰山 胡母翼과 流民49), 319년 崔毖에 귀의한 菊彭과 曹嶷 등 靑州民50) 등 流民
이 慕容廆와 慕容皝 치하 慕容部에 歸附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慕容部(前燕)에 편입된
流民과 투항자는 최소 25,000家인 셈이다. 이 경우 流民과 투항자는 최소 125,000명(1家당 5
명으로 계산)이라고 추산된다. 流民의 본적은 최소 10州 15郡에 해당한다. 그런데 僑郡 가운
데 幽州의 郡縣은 없는 이유는 幽州가 王浚이 점령한 후 境內가 비교적 안정되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51) 농민 위주의 일반 流民은 慕容部가 있던 遼西와 가까운 冀州․豫州․靑州․幷州 출
신이 많은데 비해, 雍州․徐州․司州․揚州 등 먼 지역에서는 관리나 地方豪族이 주도적으로 이주
했다.52)
慕容部(前燕)도 遼東․遼西로 몰려든 流民들을 郡縣으로 편제하였다. 최초의 僑郡縣은 樂浪
郡이다. 313년 樂浪․帶方 2郡을 점거한 張統이 1천여 家를 거느리고 慕容部에 항복하였다.
慕容部는 張統의 집단을 樂浪郡으로 편제하였다.53) 이 樂浪郡은 大凌河 유역에 있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54) 다음 해인 314년55) 中原 流民들을 冀陽郡, 成周郡, 營丘郡, 唐國郡 등으로
曰: ‘鄉里在南, 柰何北行!’ 且等為流寓, 段氏強, 慕容氏弱, 何必去此而就彼也!’ 嶷曰: ‘中國喪亂, 今往
就之, 是相帥而入虎口也. 且道遠, 何由可達(言昌黎去河東既遠, 又路梗, 無由得遠.)! 若俟其清通, 又非
歲月可冀. 今欲求託足之地, 豈可不慎擇其人. 汝觀諸段, 豈有遠略, 且能待國士乎! 慕容公修行仁義, 有
霸王之志, 加以豐民安, 今往從之, 謂可以立功名, 下可以庇宗族, 汝何疑焉!’ 開乃從之. 既至, 廆大喜.
陽耽清直沈敏, 為遼西太守, 慕容翰破段氏於陽樂, 獲之, 廆禮而用之. 游邃·逄羨·宋奭, 皆嘗為昌黎太
守, 與黃泓俱避地於薊, 後歸廆. 王浚屢以手書召邃兄暢, 暢欲走之, 邃曰: ‘彭祖刑政不修, 華·戎離叛,
以邃度之, 必不能久, 兄且磐桓以俟之.’ 暢曰: ‘彭祖忍而多疑, 頃者流民北來, 命所在追殺之. 今手書殷
勤, 我稽留不往, 將累及卿. 且亂世宗族宜分, 以冀遺種.’ 邃從之, 卒與浚俱沒. 宋該與平原杜群·劉翔先
依王浚, 又依段氏, 皆以為不足託, 帥諸流寓同歸於廆. 東夷校尉崔毖請皇甫岌為長史, 卑辭說諭, 終莫
能致; 廆招之岌與弟真即時俱至.”
48) 縣
資治通鑑郡卷88 ｢晉紀｣10 愍帝建興元年條, 2799쪽, “遼東張統據樂浪·帶方二郡, 與高句麗王乙弗利
相攻, 連年不解. 樂浪王遵說統帥其民千餘家歸廆, 廆為之置樂浪郡, 以統為太守, 遵參軍事.”
49) 縣
資治通鑑郡卷89 ｢晉紀｣11 愍帝建興二年條, 2814쪽, “劉翰不欲從石勒, 乃歸段匹磾, 匹磾遂據薊城.
王浚從事中郎陽裕, 之兄子也, 逃奔令支, 依段疾陸眷. 會稽朱左車·魯國孔纂泰山胡母翼自薊逃奔昌
黎, 依慕容廆. 是時中國流民歸廆者數萬家, 廆以冀州人為冀陽郡, 豫州人為成周郡, 青州人為營丘郡,
并州人為唐國郡.”
50) 縣
資治通鑑郡卷91 ｢晉紀｣13 元帝太興二年條, 2874-2875쪽, “初, 鞠羨既死, 苟晞復以羨子彭為東萊太
守. 會曹嶷徇青州, 與彭相攻; 嶷兵雖強, 郡人皆為彭死戰, 嶷不能克. 久之, 彭歎曰: ‘今天下大亂, 強者
為雄. 曹亦鄉里(彭與嶷皆齊人), 為天所相, 苟可依憑, 即為民主, 何必與之力爭, 使百姓肝腦塗地! 吾去
此, 則禍自息矣.’ 郡人以為不可, 爭獻拒嶷之策, 一無所用, 與鄉里千餘家浮海歸崔毖. 北海鄭林客於東
萊, 彭·嶷之相攻, 林情無彼此. 嶷賢之, 不敢侵掠, 彭與之俱去. 比至遼東, 毖已敗, 乃歸慕容廆. 廆以彭
參龍驤軍事. 遺鄭林車牛粟帛; 皆不受, 躬耕於野.”
51) 葛劍雄, 縣
中國移民史郡第二卷 先秦至魏晉南北朝時期,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1997, 436쪽.
52) 崔珍烈, ｢16국시대 요서(遼西)의 인구 증감과 전연(前燕)․후연(後燕)․북연(北燕)의 대응｣, 縣
백제와 요
서지역郡
(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7), 한성백제박물관, 2015. 12, ???쪽.
53) 縣
資治通鑑郡卷88 ｢晉紀｣10 愍帝建興元年四月條, 2798-2799쪽, “遼東張統據樂浪·帶方二郡, 與高句
麗王乙弗利相攻, 連年不解. 樂浪王遵說統帥其民千餘家歸廆, 廆為之置樂浪郡, 以統為太守, 遵參軍
事.”
54) 여호규, ｢4세기-5세기 초 高句麗와 慕容‘燕’의 영역확장과 지배방식 비교｣, 縣
101쪽; 高然, ｢十六國
前燕疆域․政區考｣, 72왼쪽. 위 기사의 원문 중 “樂浪王遵說統帥其民千餘家歸廆(樂浪王遵說統帥其民
千餘家歸廆)”의 “歸(귀)”는 慕容廆가 지배하는 영토 안으로 이동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 즉 한 세력
이 다른 나라로 “歸”, 歸附, 歸降하는 경우 그 나라의 영토 안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장
소에 머무르면서 그 세력이 지배하는 지역의 소유권만 “歸”, 歸附, 歸降한 나라로 이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縣
資治通鑑郡
의 사료를 축자적으로 해석하면 慕容廆는 항복한 張統이 점거한 樂浪․帶方 2郡에
설치한 樂浪郡은 僑郡이 아니라 張統이 지배한 樂浪․帶方 2郡을 樂浪郡으로 통폐합한 조치로 이해된
다. 縣
三國史記郡
에서는 같은 해 十月 樂浪郡을 공격하여 2천여 구를 노획하였다고 기록하였다(縣
三國史
記郡卷18 ｢高句麗本紀｣5 美川王十四年冬十月條, “十四年冬十月, 侵樂浪郡, 虜獲男女二千餘口.”). 한
국고대사학계의 통설로는 이 기사를 고구려의 낙랑군 정복으로 해석한다. 만약 여호규의 주장대로 張
統의 낙랑군이 대릉하에 교치되었다면, 이 때 고구려는 대릉하 유역의 낙랑군을 공격했다는 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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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하였다.56) 冀陽郡은 현재의 遼寧省 凌原市 남쪽, 成周郡은 현재의 遼寧省 錦州, 營丘郡
은 현재의 遼寧省 凌海市 동쪽, 唐國郡은 현재의 大凌河 상류와 그 서쪽에 있었다.57) 이어서
334년에 僑縣이 설치되었다. 慕容廆의 뒤를 이어 즉위한 慕容皝은 334년 동생 慕容仁의 반란
을 평정한 후 慕容仁의 편을 들었던 遼東 大姓을 棘城으로 옮겨 和陽․武次․西樂 3縣으로 편
제하였다.58) 縣
大明一統志郡
에 따르면, 慕容氏가 西樂郡을 廣寧中屯衛 境內에 설치하였다.59)
西樂郡은 西樂縣의 誤記이다. 廣寧中屯衛는 현재의 遼寧省 錦州市에 해당한다.60) 僑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慕容廆는 永嘉(307-313) 초년에 附塞鮮卑 素連과 木津을 격파하고 두 사
람을 참한 후 2部를 棘城으로 옮긴 후 遼東郡을 세웠다.61) 縣
資治通鑑郡
에는 遼東郡 설치 기사
가 없으나 慕容廆가 永嘉 5년(311) 素連과 木津의 부족을 병합하였다고 기록하였다.62) 따라
성립한다(최진열, ｢16국시대 요서(遼西)의 인구 증감과 전연(前燕)․후연(後燕)․북연(北燕)의 대응｣,
114-115쪽의 주)149). 이 경우 張統이 거느린 樂浪·帶方 2郡은 313년 이전 大凌河 유역에 僑置되었
을 것이다.
55) 4郡을 설치한 연대는 縣
資治通鑑郡
에는 314년(縣
資治通鑑郡卷89, 北京: 中華書局, 1956, 2814쪽), 洪
亮吉의 縣
十六國疆域志郡
에는 建武(317-318)初(縣
十六國疆域志郡卷3, 4121쪽), 王仲犖의 縣
魏晉南北朝史
郡
에는 310년(王仲犖, 縣
魏晉南北朝史郡
, 上冊, 上海人民出版社, 1979, 259쪽), 葛劍雄은 311년(葛劍雄,
縣
中國移民史郡卷1,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1997, 222쪽)이었는데, 이는 東晉이 처음 僑郡縣을 설치
한 320년보다 이르다(胡阿祥, ｢僑置的源流與東晉南朝僑州郡縣的産生｣, 鄭州大學歷史學院 编, 縣
高敏
先生八十華誕紀念文集郡
, 線裝書局, 2006; 胡阿祥, ｢十六國北朝僑州郡縣與僑流人口硏究引論｣, 縣
中國
歷史地理論叢郡24-3, 2009, 35왼쪽, 주)4.)
56) 縣
晉書郡卷108 ｢慕容廆載記｣, 2806쪽. 前燕은 347년 成周․冀陽․營丘 等 郡을 없앴다. 勃海人은 興集
縣, 河間人은 寧集縣, 廣平과 魏郡人은 興平縣, 東萊와 北海人은 育黎縣, 吳人은 吳縣으로 편제하였
으며, 모두 燕國에 예속시켰다(縣
晉書郡卷109 ｢慕容皝載記｣, 2826쪽, “以久旱, 丐百姓田租. 罷成周·冀
陽·營丘等郡. 以勃海人為興集縣, 河間人為寧集縣, 廣平·魏郡人為興平縣, 東萊·北海人為育黎縣, 吳人
為吳縣, 悉隸燕國.”; 縣
十六國春秋輯補郡卷25 ｢前燕錄｣3, 195쪽, “以久旱, 丐百姓田租, 罷成周·冀陽·
營丘等郡. 以勃海人為興集縣, 河間人為寧邱縣, 廣平·魏郡人為興平縣, 東萊·北海人為育黎縣, 吳人為吳
縣, 悉隸燕國遼東內史.”). 314년에 설치된 郡이 이때 없어졌으나 432년 北魏가 공격한 北燕의 郡 가
운데 帶方․冀陽․營丘․成周․遼東․樂浪․帶方․玄菟 등의 명칭이 보이는 것을 보면, 347년 폐지 이후 다시
郡으로 승격되었을 것이다(縣
資治通鑑郡卷122 ｢宋紀｣4 文帝元嘉九年夏條, 3840쪽; 縣
魏書郡卷4上 世
祖紀上 延和元年九月乙卯條, 81쪽; 縣
魏書郡卷97 ｢海夷馮跋傳附文通傳｣, 2127쪽).
57) 孫進己․馮永謙 主編, 縣
東北歷史地理郡第二卷,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70-71쪽; 史爲樂, 縣
中國歷
史地名大辭典郡
,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961쪽 및 2912쪽; 高然, ｢十六國前燕疆域․政區考
｣, 71오른쪽-72왼쪽; 최진열, ｢16국시대 요서(遼西)의 인구 증감과 전연(前燕)․후연(後燕)․북

연(北燕)의 대응｣, 115-116쪽.
58) 縣
晉書郡 卷109 ｢慕容皝載記｣, 2816쪽, “[慕容]皝自征遼東, 克襄平. [慕容]仁所署居就令劉程以城降,
新昌人張衡執縣宰以降. 於是斬仁所置守宰, 分徙遼東大姓於棘城, 置和陽·武次·西樂三縣而歸.”; 縣
十六
國春秋輯補郡卷24 ｢前燕錄｣2, 185쪽; 縣
資治通鑑郡卷95 ｢晉紀｣17 成帝咸和九年十一月條, 2999쪽.
59) 縣
大明一統志郡卷25 山東布政司․遼東都指揮使司․建置沿革․廣寧中屯衛條細注, 27뒤쪽, “在都司城西北
六百里. 本漢之無慮縣地. 晉時爲慕容氏所據, 置西樂郡. 隋唐以來地皆空虛. 遼始建金州臨海軍, 金屬
大定府, 元屬大寧路, 置來樂縣.”
60) 선행연구에서도 和陽․武次․西樂 3縣을 모두 현재의 遼寧省 錦州市 부근으로 비정하였다(孫進己․馮
永謙等 主編, 縣
東北歷史地理郡第二卷, 72쪽).
61) 縣
晉書郡卷108 ｢慕容廆載記｣, 2805쪽, “永嘉初, 廆自稱鮮卑大單于. 遼東太守龐本以私憾殺東夷校尉
李臻, 附塞鮮卑素連·木津等託為臻報讎, 實欲因而為亂, 遂攻陷諸縣, 殺掠士庶. 太守袁謙頻戰失利, 校
尉封釋懼而請和. 連歲寇掠, 百姓失業, 流亡歸附者日月相繼. 廆子翰言於廆曰: ‘求諸侯莫如勤王, 自古
有為之君靡不杖此以成事業者也. 今連·津跋扈, 王師覆敗, 蒼生屠膾, 豈甚此 乎! 豎子外以龐本為名, 內
實幸而為寇. 封使君以誅本請和, 而毒害滋深. 遼東傾沒, 垂已二周, 中原兵亂, 州師屢敗, 勤王杖義, 今
其時也. 單于宜明九伐之威, 救倒懸之命, 數連·津之罪, 合義兵以誅之. 上則興復遼邦, 下則并吞二部,
忠義彰於本朝, 私利歸于我國, 此則吾鴻漸之始也, 終可以得志於諸侯.’ 廆從之. 是日, 率騎討連·津, 大
敗斬之, 二部悉降, 徙之棘城, 立遼東郡而歸.”; 十六國春秋輯補郡卷23 ｢前燕錄｣1, 176쪽.
62) 縣
資治通鑑郡 卷87 ｢晉紀｣9 懷帝永嘉五年條, 2773쪽, “廆少子鷹揚將軍翰言於廆曰: ‘自古有為之君,
莫不尊天子以從民望, 成大業. 今連·津外以龐本為名, 內實幸災為亂. 封使君已誅本請和, 而寇暴不已.
中原離亂, 州師不振, 遼東荒散, 莫之救恤, 單石不若數其罪而討之. 上則興復遼東, 下則并吞二部, 忠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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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遼東郡은 311년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附塞鮮卑 素連과 木津이 遼東郡을 침입했음
을 고려하면, 慕容廆가 遼東郡과 연고가 있는 鮮卑 부족을 편제한 遼東郡도 외지인을 편제한
僑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慕容部(前燕)은 僑郡縣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없애기도 하였다. 347년 成周․冀陽․營丘 等
郡을 폐지하였다. 慕容皝은 勃海人은 興集縣, 河間人은 寧集縣, 廣平과 魏郡人은 興平縣, 東
萊와 北海人은 育黎縣, 吳人은 吳縣으로 編制하였다.63) 縣
大明一統志郡
에 따르면, 慕容皝이 明
代의 廣寧前屯衛 境內에 集寧縣을 설치하였다.64) 集寧縣은 현재의 遼寧省 綏中縣에 해당하
며, 寧集縣의 誤記이다. 이 기록이 맞다면, 寧集縣은 현재의 河北省과 遼寧省 交界地에 해당
하는 해안 지대에 있었을 것으로 해당된다.
위에서 살펴본 慕容部(前燕) 僑郡縣 가운데, 명칭으로 보면 樂浪․帶方 2郡과 吳縣 1縣은 後
漢時代나 東晉南朝의 僑郡縣처럼 해당 지역 혹은 연고자를 慕容部(前燕)의 영토 안으로 옮긴
후 원래의 지명을 사용한 전형적인 예이다. 그러나 313년에 설치한 冀陽․成周․營丘․唐國 4郡
과 334년에 설치한 和陽․武次․西樂, 347년에 설치한 興集․寧集․興平․育黎 7縣은 원래의 郡縣
名이 아니다.65) 전자는 中原의 流民들을 編制했지만, 流民들의 고향 州郡縣名을 딴 것이 아
니라 冀州․豫州․靑州․幷州 등의 別稱을 따서 지었다. 따라서 이 네 郡名에서 古典에 익숙하지
않으면 編制된 流民들의 本籍을 알 수 없다. 7縣의 명칭도 해당 본적지와 상관없는 지명을
붙였다. 이는 기존의 僑州郡縣 명명 방법과 다른 점이다.
慕容部(前燕)은 僑郡縣 太守와 縣令에 해당 지역의 僑人을 임명하였다. 예컨대 冀陽․成周․
營丘․唐國 4郡의 太守는 해당 僑人에서 외지인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조치는 4郡 移民의 반
감과 불만을 야기하여 石虎가 前燕을 공격할 때 해당 지역 출신 流民들이 後趙에 항복하기에
이르렀다.66)
慕容部(前燕)의 僑郡縣 설치 연대는 310년,67) 311년,68) 314년,69) 洪亮吉의 縣
十六國疆域志郡
에는 建武(317-318)初70) 등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東晉이 처음 僑郡縣을 설치
한 太興 3년(320년)보다 이르다.71) 따라서 慕容部(前燕)의 僑郡縣 설치는 東晉의 僑州郡縣 설
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한다.72)

彰於本朝, 私利歸於我國, 此霸不之基也.’ 廆笑曰: ‘孺子乃能及能此乎!’ 遂帥眾東擊連·津, 以翰為前鋒,
破斬之, 盡併二部之眾. 得所掠民三千餘家, 及前歸廆者悉以付郡遼東賴以復存.”
63) 縣
晉書郡卷109 ｢慕容皝載記｣, 2826쪽, “以久旱, 丐百姓田租. 罷成周·冀陽·營丘等郡. 以勃海人為興集
縣, 河間人為寧集縣, 廣平·魏郡人為興平縣, 東萊·北海人為育黎縣, 吳人為吳縣, 悉隸燕國.”
64) 縣
大明一統志郡卷25 山東布政司․遼東都指揮使司․建置沿革․廣寧前屯衛條細注, 28앞쪽, “在都司城西九
百六十里. 秦爲遼西郡地, 漢因之. 晉時, 慕容皝置集寧縣. 唐僑置營州, 後改爲瑞州. 遼改爲來州, 附郭
置來賓縣. 金改曰宗州, 後復爲瑞州. 元省縣入州, 屬大寧路.”
65) 陳學偉, 縣
十六國北朝僑州郡縣硏究郡
, 山西大學碩士學位論文, 2011.6, 8쪽.
66) 陳學偉, 縣
十六國北朝僑州郡縣硏究郡
, 山西大學碩士學位論文, 2011.6, 35-36쪽 및 45쪽.
67) 王仲犖, 縣
魏晉南北朝史郡
, 上冊, 上海人民出版社, 1979, 259쪽.
68) 葛劍雄, 縣
中國移民史郡卷1,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1997, 222쪽.
69) 縣
資治通鑑郡卷89, 北京: 中華書局, 1956, 2814쪽.
70) 縣
十六國疆域志郡卷3, 4121쪽.
71) 胡阿祥, ｢僑置的源流與東晉南朝僑州郡縣的産生｣, 鄭州大學歷史學院 编, 縣
高敏先生八十華誕紀念文
集郡
, 線裝書局, 2006; 胡阿祥, ｢十六國北朝僑州郡縣與僑流人口硏究引論｣, 縣
中國歷史地理論叢郡24-3,
2009, 35왼쪽, 주)4; 劉卓一, ｢淺析東晉十六國時期前燕的僑置政策｣, 縣
牡丹江敎育學院學報郡
2014-11(總第153期), 2014, 97오른쪽.
72) 劉卓一, ｢淺析東晉十六國時期前燕的僑置政策｣, 縣
牡丹江敎育學院學報郡2014-11(總第153期), 2014,
13오른쪽 및 97왼쪽-97오른쪽.

179

3. 前涼 치하 河西回廊의 僑州郡縣
永嘉의 난 이후 西晉이 멸망하자 華北 지방은 匈奴의 漢(前趙)가 점령하였다. 이때 西晉 출
신 지방관 가운데 幷州刺史 劉琨과 涼州刺史 張軌, 幽州刺史 段匹磾가 각각 幷州, 涼州, 幽
州를 거점으로 명맥을 유지하였다. 이 가운데 16국의 하나를 만든 이는 張軌였다. 河西回廊
지역에 마음을 둔 張軌는 永寧初 涼州刺史에 임명된 후 鮮卑를 격파하고 10餘萬 口를 사로잡
았으며 姑臧城을 대규모로 증축하였다. 縣
晉書郡
에 따르면, 이때 “張氏遂霸河西”라고 하여 河西
回廊 지배를 굳혔다.73) 張軌부터 張天錫까지 張氏는 9대 76년 동안 涼州(河西回廊)을 지배하
였다.74) 張氏정권을 前涼이라 한다.
이처럼 안정된 張氏정권(前涼)이 지배하는 지역에 華北의 漢人들이 모였음은 상상하기 어렵
지 않다. 예컨대 永嘉의 난 당시 中原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河西回廊으로 모여들었
다.75) 이 사료를 제외하고 華北 지역 사람들의 이주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張軌의 아들 張寔
시기에 焦崧․陳安, 匈奴의 漢(前趙), 南陽王 司馬保가 關隴 지역에서 혼전하는 와중에
80-90%의 秦州․雍州 사람들이 사망하였다.76) 이러한 상황에서 黃河 중하류의 사람들이 내전
으로 인구가 격감한 關隴을 거쳐 河西回廊까지 가는 것보다 關隴 지역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咸和初 張駿은 前趙 劉曜의 공격을 두려워하여 隴西․南安 2郡의 2千餘家를 姑臧
으로 옮겼다.77)
縣
晉書郡 ｢地理志｣에 따르면, 前涼은 張駿 시기 涼州에 武威․武興․西平․張掖․酒泉․建康․西海․
西郡․湟河․晉興․廣武 11郡, 河州에 興晉․金城․武始․南安․永晉․大夏․武成․漢中 8郡, 沙州에 敦煌․
晉昌․高昌, 西域都護․戊己校尉․玉門大護軍 등 3郡 3營을 두어 모두 3州 22郡 3營을 두었다.
張祚 시기에 敦煌郡에 商州를 설치하였고, 永興년간 漢陽縣을 두었는데, 張玄靚 시기에 祁連
郡으로 바뀌었다. 張天錫 시기에는 臨松郡을 설치하였다.78) 前涼이 망할 때까지 4州 24郡을
73) 縣
晉書郡 卷86 ｢張軌傳｣, 2221-2222쪽, “軌以時方多難, 陰圖據河西, 筮之, 遇泰之觀, 乃投筴喜曰:
‘霸者兆也.’ 於是求為涼州. 公卿亦舉軌才堪御遠. 永寧初, 出為護羌校尉·涼州刺史. 于時鮮卑反叛, 寇
盜從橫, 軌到官, 即討破之, 斬首萬餘級, 遂威著西州, 化行河右. 以宋配·陰充·氾瑗·陰澹為股肱謀主,
徵九郡冑子五百人, 立學校, 始置崇文祭酒, 位視別駕, 春秋行鄉射之禮. 祕書監繆世徵·少府摯虞夜觀
星象, 相與言曰: ‘天下方亂, 避難之國唯涼土耳. 張涼州德量不恒, 殆其人乎！」及河間·成都二王之難,
遣兵三千, 東赴京師. 初, 漢末金城人陽成遠殺太守以叛, 郡人馮忠赴尸號哭, 嘔血而死. 張掖人吳詠為
護羌校尉馬賢所辟, 後為太尉龐參掾, 參·賢相誣, 罪應死, 各引詠為證, 詠計理無兩直, 遂自刎而死. 參·
賢慚悔, 自相和釋. 軌皆祭其墓而旌其子孫. 永興中, 鮮卑若羅拔能皆為寇, 軌遣司馬宋配擊之, 斬拔能,
俘十餘萬口, 威名大震. 惠帝遣加安西將軍, 封安樂鄉侯, 邑千戶. 於是大城姑臧. 其城本匈奴所築也,
南北七里, 東西三里, 地有龍形, 故名臥龍城. 初, 漢末博士敦煌侯瑾謂其門人曰: ‘後城西泉水當竭, 有
雙闕起其上, 與東門相望, 中有霸者出焉.’ 至魏嘉平中, 郡官果起學館, 築雙闕于泉上, 與東門正相望
矣. 至是, 張氏遂霸河西.”
74) 縣
晉書郡卷86 ｢張軌附玄靚叔天錫傳｣, 2252쪽, “自軌為涼州, 至天錫, 凡九世, 七十六年矣.”
75) 縣
晉書郡卷86 ｢張軌傳｣, 2225쪽, “帝遣使者進拜鎮西將軍·都督隴右諸軍事, 封霸城侯, 進車騎將軍·開
府辟召·儀同三司. 策未至, 而王彌遂逼洛陽, 軌遣將軍張斐·北宮純·郭敷等率精騎五千來衞京都. 及京都
陷, 斐等皆沒於賊. 中州避難來者日月相繼, 分武威置武興郡以居之.”
76) 縣
晉書郡 卷86 ｢張軌附子寔傳｣, 2229쪽, “時焦崧·陳安寇隴右, 東與劉曜相持, 雍秦之人死者十八九.
初, 永嘉中, 長安謠曰: ‘秦川中, 血沒腕, 惟有涼州倚柱觀.’ 至是, 謠言驗矣. 焦崧·陳安逼上邽, 南陽
王保遣使告急. 以金城太守竇濤為輕車將軍, 率威遠將軍宋毅及和苞·張閬·宋輯·辛韜·張選·董廣步騎二
萬赴之. 軍次新陽, 會愍帝崩問至, 素服舉哀, 大臨三日.”
77) 縣
晉書郡卷86 ｢張軌附寔子駿傳｣, 2238쪽, “咸和初, 懼為劉曜所逼, 使將軍宋輯·魏纂將兵徙隴西南安
人二千餘家于姑臧, 使聘於李雄, 修鄰好.”
78) 縣
晉書郡 卷14 ｢地理志｣上 涼州․西海郡條, 434쪽, “張駿分武威·武興·西平·張掖·酒泉·建康·西海·西郡·
湟河·晉興·廣武合十一郡為涼州, 興晉·金城·武始·南安·永晉·大夏·武成·漢中為河州, 敦煌·晉昌·高昌·西
域都護·戊己校尉·玉門大護軍三郡三營為沙州. 張駿假涼州都督, 攝三州. 張祚又以敦煌郡為商州. 永興
中, 置漢陽縣以守牧地, 張玄靚改為祁連郡. 張天錫又別置臨松郡.” 張駿 시기에 涼州를 나누어 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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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였다. 이밖에 張軌 시기에 隴西․南安 2郡에 秦州를 설치하였고,79) 張駿 시기에 武衞․石
門․候和․漒川․甘松 五屯護軍을 설치하였다.80)
前涼은 河西回廊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 郡縣을 설치하였다. 예컨대 流民을
상대로 설치한 郡, 즉 僑郡은 永寧 년간81) 武威郡을 나눠 설치한 武興郡이었다.82) 한 중국학
자는 晉興․建康․漢中 3郡과 商州가 각각 僑郡과 僑州라고 추정하였다.83) 이 선행연구를 검토
해 보자. 晉興郡에는 晉興․枹罕․永固․臨津․臨鄣․廣昌․大夏․遂興․罕唐․左南 10縣84) 가운데 晉興
(魏興郡), 廣昌(代郡), 遂興(廬陵郡)이 涼州와 무관한 縣名이었다. 이 3縣은 河西回廊(涼州)와
지리적으로 먼 지역이고 거리상 流民들이 왔다고 보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漢中郡은 梁州에
속한 지역인데, 漢中郡 사람들이 河西回廊으로 이주했다면, 僑郡으로 볼 수 있다. 建康郡의
경우, 東晉의 郡名이라고 하지만, 東晉의 수도 建康縣을 연상시킨다.85) 그러나 郡名이 아니
다. 商州의 경우 僑州라는 근거가 없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晉興․建康․漢中 3郡은 涼州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 流民들을 편제한 僑郡일 가능성도 있으나 단정할 수 없다.
前涼의 州郡縣 이름을 검토한 결과, 武興郡만이 僑郡임이 확실하다. ‘武興’이라는 郡名은
東晉南朝처럼 해당 지역 流民의 郡名을 딴 것이 아니었으므로 명칭만 보면 僑郡임을 알아채
기 어렵다. 만약 선행연구처럼 建康․漢中 2郡과 晉興郡의 3縣이 僑郡縣이라면, 流民의 本籍
郡縣名을 딴 僑郡縣이 존재하였다.

Ⅱ. 十六國後期 僑州郡縣 명칭의 多樣化
1. 關隴․河西回廊․오르도스의 僑州郡縣
383년 前秦과 東晉이 싸운 淝水의 전쟁에서 東晉이 승리하고 前秦이 패하였다. 淝水의 전
쟁에서 前秦이 패한 후 前秦의 지배를 받았던 種族들이 독립하였다. 한때 華北 전체를 지배했
던 前秦은 後秦, 西秦, 後涼, 西涼, 南涼, 北涼, 西燕, 後燕, 翟魏, 北魏가 독립하여 小國으로
3郡에 沙州, 동쪽 6郡에 河州를 설치하였고(縣
晉書郡卷86 ｢張軌附寔子駿傳｣, 2237-2238쪽, “時駿盡
有隴西之地, 士馬強盛, 雖稱臣於晉, 而不行中興正朔. 舞六佾, 建豹尾, 所置官僚府寺擬於王者, 而微異
其名. 又分州西界三郡置沙州, 東界六郡置河州.”), 戊己校尉 趙貞을 격파하고 西域에 高昌郡을 설치
하였다(縣
晉書郡卷86 ｢張軌附寔子駿傳｣, 2238쪽, “初, 戊己校尉趙貞不附于駿, 至是, 駿擊擒之, 以其
地為高昌郡.”). 이 기록은 縣
晉書郡｢地理志｣와 약간 다르다.
79) 縣
晉書郡卷86 ｢張軌傳｣, 2232쪽, “茂雅有志節, 能斷大事. 涼州大姓賈摹, 寔之妻弟也, 勢傾西土. 先
是, 謠曰: ‘手莫頭, 圖涼州.’ 茂以為信, 誘而殺之, 於是豪右屏跡, 威行涼域. 永昌初, 茂使將軍韓璞率
眾取隴西南安之地, 以置秦州.”
80) 縣
晉書郡 卷86 ｢張軌附寔子駿傳｣, 2238쪽, “及石勒殺劉曜, 駿因長安亂, 復收河南地, 至于狄道, 置
武衞·石門·候和·漒川·甘松五屯護軍, 與勒分境.”
81) 縣
晉書郡｢地理志｣에 따르면 永寧 연간 武興郡이 설치되었다(縣
晉書郡卷14 ｢地理志｣上 涼州․西海郡條,
434쪽, “永寧中, 張軌為涼州刺史, 鎮武威, 上表請合秦雍流移人於姑臧西北, 置武興郡, 統武興·大城·
烏支·襄武·晏然·新鄣·平狄·司監等縣.”).
82) 縣
晉書郡卷86 ｢張軌傳｣, 2225쪽, “及京都陷, 斐等皆沒於賊. 中州避難來者日月相繼, 分武威置武興郡
以居之.”
83) 陳學偉, 縣
十六國北朝僑州郡縣硏究郡
, 山西大學碩士學位論文, 2011.6, 6쪽.
84) 縣
晉書郡 卷14 ｢地理志｣上 涼州․西海郡條, 434쪽, “又分西平界置晉興郡, 統晉興·枹罕·永固·臨津·臨
鄣·廣昌·大夏·遂興·罕唐·左南等縣.”
85) 縣
晉書郡｢地理志｣에는 建康縣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建康縣 대신 建鄴縣이 보이지만(縣
晉書郡卷15 ｢
地理志｣下 揚州․丹楊郡․建鄴縣條細注, 460쪽, “本秣陵, 孫氏改為建業. 武帝平吳, 以為秣陵. 太康三
年, 分秣陵北為建鄴, 改‘業’為‘鄴’.”), 愍帝 建興元年 建鄴을 建康으로 바꾸었다(縣
晉書郡卷5 ｢孝愍帝
紀｣ 建興元年八月癸亥條, 127쪽, “秋八月癸亥, 劉蜀等達于揚州. 改建鄴為建康, 改鄴為臨漳.”). 따라
서 ‘建康’은 揚州 丹楊郡의 縣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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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락하였다. 이후 전쟁과 徙民 등 다양한 이유로 인구 이동이 빈번하였다. 아래에서 關隴(河
西回廊․오르도스․河隴)에 있었던 五胡諸國의 인구 이동을 살펴보자.
먼저 關隴을 지배한 後秦이다. 後秦의 군주 姚興은 前秦의 잔여세력인 苻登의 군대를 격파
하고 苻登을 참한 후 前秦의 部衆을 해산하고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陰密의 3萬
戶를 長安으로 이주하였으며, 大營에 分屬시켰고, 4軍으로 나누어 거느리게 하였다.86) 이후
西秦의 鮮卑 越質詰歸가 2萬戶를 거느리고 後秦에 항복하자 關隴 서쪽인 成紀縣에 遷徙하였
다.87) 또 嶺北의 彌姐亭地가 陰密 일대를 노략질하자 姚弼이 彌姐亭地를 사로잡고 700餘人을
죽인 후 2千餘戶를 鄭城으로 이주시켰다.88)
이어서 385년 乞伏國仁이 세운 西秦이다. 西秦은 409년 略陽과 南安, 隴西 諸郡을 공격하
여 25,000戶를 苑川과 枹罕으로 옮겼다. 後秦의 柏陽堡, 永樂城을 공격하여 4천여 戶를 苑川
으로 옮겼고, 3천여 戶를 譚郊(현재의 甘肅省 臨夏縣 서북쪽)으로 옮겼다.89) 414년 南涼의 樂
都(현재의 靑海省 樂都縣)를 공격하여 禿髮武臺와 文武, 백성 萬餘戶를 枹罕으로 옮겼다.90)
415년 後秦을 공격하여 黃奭․大羌 2戍를 점령하고 5천여 戶를 枹罕으로 옮겼다.91) 乙弗鮮卑
烏地延이 2萬戶를 거느리고 항복하자, 漒川(현재의 甘肅省 남부) 羌豪 3千戶를 枹罕으로 이주
시켰다.92) 西秦은 勇士城, 苑川(현재의 甘肅省 楡中縣 북쪽), 金城(현재의 甘肅省 蘭州市 서
쪽), 樂都, 枹罕 등을 도성으로 삼았고 이주된 인구의 대부분은 당시의 도성이었다.93)
다음으로 禿發烏孤가 397년 세운 南涼이다. 400년 後涼이 北涼을 공격하는 틈을 타서 姑
臧을 습격하여 8千餘戶를 노획하여 돌아왔다. 후에 後涼의 顯美(현재의 甘肅省 永昌縣 동남)
를 공격하여 顯美와 驪靬(현재의 甘肅省 永昌縣 서남) 2千餘戶를 획득하여 돌아왔고,94) 涼澤
과 段冢(현재의 甘肅省 武威市 남쪽) 오백여 가를 이끌고 돌아왔다.95) 407년 西平과 湟河(현

86) 縣
晉書郡卷117 ｢姚興載記｣上, p.2976, “先是, 苻登使弟廣守雍, 子崇屯胡空堡, 聞登敗, 各棄守走. 登
無所投據, 遂奔平涼, 率其餘衆入馬毛山. 興自安定如涇陽, 與登戰于山南, 斬登. 散其部衆, 歸復農業.
徙陰密三萬戶于長安, 分大營戶爲四, 置四軍以領之.”
87) 縣
晉書郡卷117 ｢姚興載記｣上, p.2977, “鮮卑越質詰歸率戶二萬叛乞伏乾歸, 降于興, 興處之于成紀, 拜
使持節·鎭西將軍·平襄公.”
88) 縣
晉書郡卷118 ｢姚興載記｣下, p.2997, “興遣姚紹與姚弼率禁衛諸軍鎭撫嶺北. 遼東侯彌姐亭地率其部
人南居陰密, 劫掠百姓. 弼收亭地送之, 殺其衆七百餘人, 徙二千餘戶于鄭城.”
89) 縣
晉書郡卷125 ｢乞伏乾歸載記｣, 3122쪽, “又攻克興別將姚龍于伯陽堡, 王憬于永洛城, 徙四千餘戶 於
苑川, 三千餘戶于譚郊.”
90) 縣
晉書郡卷125 ｢乞伏熾磐載記｣, 3124쪽, “僭立十年, 有雲五色, 起於南山. 熾磐以為己瑞, 大悅, 謂羣
臣曰: ‘吾今年應有所定, 王業成矣!’ 於是繕甲整兵, 以待四方之隙. 聞禿髮傉檀西征乙弗, 投劍而起曰:
‘可以行矣!’ 率步騎二萬襲樂都. 禿髮武臺憑城距守, 熾磐攻之, 一旬而克. 遂入樂都, 論功行賞各有差.
遣平遠犍虔率騎五千追傉檀, 徙武臺與其文武及百姓萬餘戶于枹罕. 傉檀遂降, 署為驃騎大將軍·左南公.
隨傉檀文武, 依才銓擢之. 熾磐既兼傉檀, 兵強地廣, 置百官, 立其妻禿髮氏為王后.”
91) 縣
晉書郡卷125 ｢乞伏熾磐載記｣, 3124쪽, “曇達進屯大利, 破黃石·大羌二戍, 徙五千餘戶于枹罕.”
92) 縣
晉書郡卷125 ｢乞伏熾磐載記｣, 3125쪽, “使征西孔子討吐谷渾覓地于弱水南, 大破之. 覓地率眾六千
降于熾磐, 署為弱水護軍. 遣其左衞匹逵·建威梯君等討彭利和于漒川, 大破之, 利和單騎奔仇池, 獲其妻
子. 徙羌豪三千戶于枹罕, 漒川羌三萬餘戶皆安堵如故.”
93) 葛劍雄, 縣
中國移民史郡第二卷 先秦至魏晉南北朝時期,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1997, 524-525쪽; 崔
珍烈, ｢16국시대 요서(遼西)의 인구 증감과 전연(前燕)․후연(後燕)․북연(北燕)의 대응｣, 縣
백제와 요서
지역郡
(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7), 한성백제박물관, 2015. 12, ???쪽.
94) 縣
晉書郡卷126 ｢乞伏熾磐載記｣, 3147쪽, “徙顯美·麗靬二千餘戶而歸.”
95) 縣
晉書郡 卷126 ｢乞伏熾磐載記｣, 3147쪽, “呂隆為沮渠蒙遜所伐, 遣使乞師, 利鹿孤引羣下議之. 尚書
左丞婆衍崘曰: ‘今姑臧饑荒殘弊, 穀石萬錢, 野無青草, 資食無取. 蒙遜千里行師, 糧運不屬, 使二寇相
殘, 以乘其釁. 若蒙遜拔姑臧, 亦不能守, 適可為吾取之, 不宜救也.’ 傉檀曰: ‘崘知其一, 未知其二. 姑
臧今雖虛弊, 地居形勝, 河西一都之會, 不可使蒙遜據之, 宜在速救.’ 利鹿孤曰: ‘車騎之言, 吾之心也.’
遂遣傉檀率騎一萬救之. 至昌松而蒙遜已退, 傉檀徙涼澤·段冢五百餘家而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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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靑海省 西寧市와 그 동남 일대)를 습격하여 諸羌 3萬餘戶를 武興과 番禾, 武威, 昌松 4
郡(현재의 甘肅省 武威, 永昌 일대)로 이주시켰다.96) 또 北涼의 후방 番禾를 공격하여 3千餘
家를 西平으로 옮겼다.97) 南涼은 수도인 樂都와 西平 일대 피정복민을 遷徙하였다. 그러나
414년 수도 樂都는 西秦에 점령되어 南涼은 망하고 萬餘戶가 枹罕으로 옮겨졌다.98)
마지막으로 赫連勃勃이 세운 夏이다. 後秦 黃石固(현재의 寧夏 固原縣 동남), 我羅城(현재
의 甘肅省 平涼市 서북쪽)을 공격한 후 7천여 家를 大城(현재의 內蒙古自治區 杭錦旗 동남쪽)
으로 옮겼다.99) 410년 後秦의 姚壽都를 淸水城(현재의 甘肅省 淸水縣)을 공격하여 16,000家
를 大城으로 옮겼다.100) 411년 安靜을 공격하여 45,000을 항복시키고 3千餘戶를 貳城(현재의
陝北)으로 옮겼다.101) 이처럼 오르도스 고원과 陝北에서 흥기하였고 확대과정과 後秦과의 대
항 중에 부단히 많은 인구를 약탈하여 遷徙했다.102)
前秦 붕괴 이후 關隴․河西回廊․오르도스 등지에서 할거한 五胡諸國에서 遷徙가 빈번하였다.
이 가운데 명백히 僑郡縣을 설치한 사례는 西涼에서 확인할 수 있다.

“初, 苻堅建元之末, 徙江漢之人萬餘戶于敦煌, 中州之人有田疇不闢者, 亦徙七千餘戶. 郭黁之寇武威,
武威·張掖已東人西奔敦煌·晉昌者數千戶. 及玄盛東遷, 皆徙之于酒泉, 分南人五千戶置會稽郡, 中州人
五千戶置廣夏郡, 餘萬三千戶分置武威·武興·張掖三郡, 築城于敦煌南子亭, 以威南虜.”103)
위의 인용문에서 西涼의 李暠는 前秦이 敦煌郡에 遷徙한 東晉의 1萬餘戶와 中原의 7千餘
戶를 酒泉郡으로 옮기고 南人, 즉 東晉 江漢지역에서 遷徙한 5千戶에 會稽郡을, 中原 출신 5
千戶에 廣夏郡을 설치하였다. 또 남은 13,000女戶를 나누어 武威․武興․張掖 3郡을 설치하였
다. 會稽郡과 廣夏郡은 해당 居民이 東晉(江漢)과 中原(中州) 출신임에 착안하여 붙인 別稱이
었으며, 慕容部(前燕)이 설치한 冀陽․成周․營丘․唐國 4郡처럼 은유적인 지명이기도 했다. 또
洪亮吉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때 張掖郡은 北涼(沮渠蒙遜), 武威․武興 2郡은 南涼(禿髮傉檀)의
영토였으므로 實土가 아니었다.104) 따라서 이 5郡은 僑郡이었다.105) 그런데 武威․武興․張掖 3
96) 縣
晉書郡卷126 ｢乞伏傉檀載記｣, 3150쪽, “傉檀偽游澆河, 襲徙西平·湟河諸羌三萬餘戶于武興·番禾·武
威·昌松四郡.”
97) 縣
晉書郡卷126 ｢乞伏傉檀載記｣, 3154쪽, “蒙遜因克姑臧之威來伐, 傉檀遣其安北段苟·左將軍雲連乘虛
出番禾以襲其後, 徙三千餘家於西平.”
98) 關尾史郞, ｢南涼政權(397-414)と徙民政策｣, 縣
史學雜誌郡89-1, 1980; 葛劍雄, 縣
中國移民史郡第二卷
先秦至魏晉南北朝時期, 525-526쪽; 崔珍烈, ｢16국시대 요서(遼西)의 인구 증감과 전연(前燕)․후연(後
燕)․북연(北燕)의 대응｣, 縣
백제와 요서지역郡
(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7), 한성백제박물관, 2015.
12, ???쪽.
99) 縣
晉書郡卷130 ｢赫連勃勃載記｣, 3204쪽, “勃勃又攻興將金洛生于黃石固, 彌姐豪地于我羅城, 皆拔之,
徙七千餘家于大城, 以其丞相右地代領幽州牧以鎮之.”
100) 縣
晉書郡卷130 ｢赫連勃勃載記｣, 3205쪽, “勃勃又攻興將姚壽都于清水城, 壽都奔上邽, 徙其人萬六千
家于大城.”
101) 縣
晉書郡 卷130 ｢赫連勃勃載記｣, 3205쪽, “其年, 勃勃率騎三萬攻安定, 與姚興將楊佛嵩戰于青石北
原, 敗之, 降其眾四萬五千, 獲戎馬二萬匹. 進攻姚興將党智隆于東鄉, 降之, 署智隆光祿勳, 徙其三千餘
戶于貳城.”
102) 葛劍雄, 縣
中國移民史郡第二卷 先秦至魏晉南北朝時期, 526쪽; 崔珍烈, ｢16국시대 요서(遼西)의 인
구 증감과 전연(前燕)․후연(後燕)․북연(北燕)의 대응｣, 縣
백제와 요서지역郡
(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
7), 한성백제박물관, 2015. 12, ???쪽.
103) 縣
晉書郡 卷87 ｢涼武昭王李玄盛傳｣, 2263쪽, “初, 苻堅建元之末, 徙江漢之人萬餘戶于敦煌, 中州之
人有田疇不闢者, 亦徙七千餘戶. 郭黁之寇武威, 武威·張掖已東人西奔敦煌·晉昌者數千戶. 及玄盛東遷,
皆徙之于酒泉, 分南人五千戶置會稽郡, 中州人五千戶置廣夏郡, 餘萬三千戶分置武威·武興·張掖三郡,
築城于敦煌南子亭, 以威南虜.”
104) 洪亮吉, 縣
十六國疆域志郡卷8, 4175쪽, “案此時張掖屬蒙遜, 武威·武興屬傉檀, 故暠于敦煌城外築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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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은 江漢 지역과 黃河 중하류(中州) 출신 백성으로 편제한 僑郡이었지만, 會稽郡과 廣夏郡과
달리 河西回廊의 郡名을 취하였다. 이는 다른 五胡諸國이나 東晉南朝 僑州郡縣의 명명 방식
과 달랐다.106) 이밖에 後燕의 幽州․靑州․幷州․營州․冀州, 後秦의 冀州․徐州, 夏의 荊州․幽州를
僑州로 간주하는 학자도 있지만,107) 해당 州가 流民이나 僑民을 편제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
에 僑州로 단정할 수 없다.

2. 後燕․北燕 치하 遼西의 僑州郡縣
後燕은 慕容垂 사후 太子 慕容寶가 즉위한 후 拓跋部(北魏)와 싸웠다. 北魏의 拓跋珪는
396년 拓跋珪가 步騎 40여만을 거느리고 後燕을 공격하였다.108) 北魏軍이 常山을 점령하자
常山 동쪽의 지방관들이 달아나거나 도망가고 郡縣은 北魏에 붙었다. 오직 中山․鄴․信都만이
後燕을 위해 지켰다. 拓跋珪는 元儀에게 鄴을, 王建과 李栗에게 信都를 공격하게 한 후 자신
은 後燕의 수도 中山으로 진격하였다.109) 慕容寶는 拓跋珪가 信都로 진격한 틈을 타서 中山
을 나와 步卒 12만과 騎兵 37,000 거느리고 曲陽으로 나갔고 深澤에 주둔하였다. 慕容寶는
北魏軍을 공격했으나 패하였다.110) 이때 慕容麟이 397년 慕容精을 동원해 慕容寶를 살해하려
고 했으나 慕容精이 이를 거절하자 慕容麟이 慕容精을 살해하였다.111) 반란을 일으킨 慕容麟

僑置三郡, 非實土也.”
105) 胡阿祥, ｢十六國北朝僑州郡縣與僑流人口硏究引論｣, 縣
中國歷史地理論叢郡24-3, 2009, 36왼쪽.
106) 당시 西涼의 李暠는 後涼․北涼․南涼과 河西回廊 지역의 지배권을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河西回廊
의 郡인 武威․武興․張掖의 명칭을 취하여 西涼이 河西回廊의 유일한 합법 정권임을 과시하고자 하였
을 것이다.
107) 陳學偉, 縣
十六國北朝僑州郡縣硏究郡
, 山西大學碩士學位論文, 2011.6, 50-52쪽, 表一 十六國時期僑
置州郡表.
108) 縣
資治通鑑郡卷108 ｢晉紀｣30 孝武帝太元二十一年八月己亥條, 3430쪽, “八月, 己亥, 魏王珪大舉伐
燕, 步騎四十餘萬, 南出馬邑, 逾句注, 旌旗二千餘里, 鼓行而進. 左將軍雁門李栗將五萬騎為前驅, 別遣
將國封真等從東道出軍都, 襲燕幽州.”
109) 縣
資治通鑑郡卷108 ｢晉紀｣30 孝武帝太元二十一年冬條, 3434쪽, “魏王珪進攻常山, 拔之, 獲太守苟
延, 自常山以東, 守宰或走或降, 諸郡縣皆附於魏, 惟中山·鄴·信都三城為燕守. 十一月, 珪命東平公儀將
五萬騎攻鄴, 冠軍將軍王建·左將軍李栗攻信都. 戊午, 珪進軍中山; 己未, 攻之. 燕高陽王隆守南郭, 帥
眾力戰, 自旦至晡, 殺傷數千人, 魏兵乃退. 珪謂諸將曰: ‘中山城固, 寶必不肯出戰. 急攻則傷士, 久圍
則費糧, 不如先取鄴·信都, 然後圖之.’ 丁卯, 珪引兵而南.”
110) 縣
晉書郡卷124 ｢慕容寶載記｣, 3094-3095쪽, “魏攻中山不克, 進據博陵魯口, 諸將望風奔退, 郡縣悉
降于魏. 寶聞魏有內難, 乃盡眾出距, 步卒十二萬, 騎三萬七千, 次于曲陽柏肆. 魏軍進至新梁. 寶憚魏師
之銳, 乃遣征北隆夜襲魏軍, 敗績而還. 魏軍方軌而至, 對營相持, 上下兇懼, 三軍奪氣. 農·麟勸寶還中
山, 乃引歸. 魏軍追擊之, 寶·農等棄大軍, 率騎二萬奔還. 時大風雪, 凍死者相枕于道. 寶恐為魏軍所
及, 命去袍杖戎器, 寸刃無返.”; 縣
十六國春秋輯補郡卷45 ｢前燕錄｣4, 357쪽; 縣
資治通鑑郡卷109 ｢晉紀｣
31 安帝隆安元年正月條, 3438쪽, “燕主寶聞魏王珪攻信都, 出屯深澤, 遣趙王麟攻楊城, 殺守兵三百.
寶悉出珍寶及宮人募郡縣君盜以擊魏.”; 縣
資治通鑑郡卷109 ｢晉紀｣31 安帝隆安元年正月條, 3439-3440
쪽, “二月, 己巳朔, 珪還屯楊城. 沒根兄子丑提為并州監軍, 聞其叔父降燕, 懼誅, 帥所部兵還國作亂.
珪欲北還, 遣其國相涉延求和於燕, 且請以其弟為質. 寶聞魏有內難, 不許, 使冗從僕射蘭真責珪負恩,
悉發其眾步卒十二萬·騎三萬七千屯於曲陽之柏肆, 營於滹沱水北以邀之. 丁丑, 魏軍至, 營於水南. 寶潛
師夜濟, 募勇敢萬餘人襲魏營, 寶陳於營北以為之援. 募兵因風縱火. 急擊魏軍, 魏軍大亂, 珪驚起, 棄營
跣走; 燕將軍乞特真帥百餘人至其帳下, 得珪衣靴. 既而募兵無故自驚, 互相斫射. 珪於營外望見之, 乃
擊鼓收眾, 左右及中軍將士舟稍稍來集, 多布火炬於營外, 縱騎沖之. 募兵大敗, 還赴寶陳, 寶引兵復渡
水北. 戊寅, 魏整眾而至, 與燕相持, 燕軍奪氣. 寶引還中山, 魏兵隨而擊之, 燕兵屢敗. 寶懼, 棄大軍,
帥騎二萬奔還. 時大風雪, 凍死者相枕. 寶恐為魏軍所及, 命士卒皆棄袍仗·兵器數十萬, 寸刃不返, 燕之
朝臣將卒降魏及為魏所繫虜者甚眾. 先是, 張袞常為魏王珪言燕秘書監崔逞之材, 珪得之, 甚喜, 以逞為
尚書, 使錄三十六曹, 任以政事.”
111) 縣
資治通鑑郡卷109 ｢晉紀｣31 安帝隆安元年三月條, 3443쪽, “是夜, 麟以兵劫左衛將軍北地王精, 使
帥禁兵弒寶. 精以義拒之, 麟怒, 殺精, 出奔西山, 依丁零餘眾. 於是城中人情震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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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段平子의 말을 듣고 慕容會의 군대를 습격한 후 동쪽으로 龍城을 점거하려고 하였다. 慕
容寶는 薊에서 慕容會를 만나 慕容祥에게 中山을 지키도록 하였다.112) 慕容寶는 慕容麟이 慕
容會의 군대를 빼앗아 먼저 龍城을 점거할 것을 두려워 하여 慕容農을 불러 中山을 떠나 龍
城을 갈 것을 모의하였다.113) 慕容寶와 太子 慕容策, 慕容農, 慕容隆, 慕容盛 등 1만여 騎를
거느리고 慕容會의 진영으로 갔다. 이때 王沈이 北魏에 항복하고 慕容惠와 韓範, 段宏, 劉起
등은 鄴으로 달아났다.114) 慕容寶는 中山을 나가 慕容麟과 阩城에서 만났고,115) 三月에 薊에
이르렀다.116) 도중에 慕容會가 반란을 일으키자 慕容寶는 수백 騎를 거느리고 龍城으로 도망
갔다. 이때 侍御郞 高雲이 慕容會의 반란을 평정하였다.117)
後燕 군주들의 親征뿐만 아니라 親後燕 세력이 北魏를 공격하였다. 縣
魏書郡卷2

｢太祖紀｣

天興元年三月條에는 北魏의 伊謂가 398년 漁陽의 羣盜 庫傉官韜의 반란을 토벌했다고 하였
다.118) 같은해 庫傉官韜는 다시 北魏를 공격하였다. 이에 王建이 토벌하여 평정하였다.119) 庫
112) 縣
晉書郡 卷124 ｢慕容寶載記｣, 3095쪽, “初, 寶聞魏之來伐也, 使慕容會率幽并之眾赴中山. 麟既叛,
寶恐其逆奪會軍, 將遣兵迎之. 麟侍郎段平子自丁零奔還, 說麟招集丁零, 軍眾甚盛, 謀襲會軍, 東據龍
城. 寶與其太子策及農·隆等萬餘騎迎會于薊, 以開封公慕容詳守中山. 會傾身誘納, 繕甲厲兵, 步騎萬,
列陣而進, 迎寶薊南. 寶分其兵給農·隆, 遣西河公庫辱官驥率眾三千助守中山.”; 縣
十六國春秋輯補郡 卷
45 ｢後燕錄｣4, 358쪽.
113) 縣
資治通鑑郡卷109 ｢晉紀｣31 安帝隆安元年三月條, 3443-3444쪽, “寶不知麟所之, 以清河王會軍在
近, 恐麟奪會軍, 先據龍城, 乃召隆及驃騎大將軍農, 謀去中山, 走保龍城. 隆曰 ｢先帝櫛風沐雨以成中
興之業, 崩未期年而天下大壞, 豈得不謂之孤負邪! 今外寇方盛而內難復起, 骨肉乘離, 百姓疑懼, 誠不
可以拒敵; 北遷舊都, 亦事之宜. 然龍川地狹民貧, 若以中國之意取足其中, 復朝夕望有大功, 此必不可.
若節用愛民, 務農訓兵, 數年之中, 公私充實, 而趙·魏之間, 厭苦寇暴, 民思燕德, 庶幾返旆, 克復故業.
如其未能, 則憑險自固, 猶足以優遊養銳耳.’ 寶曰: ‘卿言盡理, 騰一從卿意耳.｣”
114) 縣
資治通鑑郡卷109 ｢晉紀｣31 安帝隆安元年三月條, 3445쪽, “壬子, 夜, 寶與太子策·遼西王農·高陽王
隆·長樂王盛等萬餘騎出赴會軍, 河間王熙·勃海王朗·博陵王鑒皆幼, 不能出城, 隆還入迎之, 自為鞁乘,
俱得免. 燕將王沈等隆降魏. 樂浪王惠·中書侍郎韓范·員外郎段宏·太史令劉起等帥工伎三百奔鄴.”
115) 縣
資治通鑑郡卷109 ｢晉紀｣31 安帝隆安元年三月條, 3446쪽, “燕主寶出中山, 與趙王麟遇於阩城, 麟
不意寶至, 驚駭, 帥其眾奔蒲陰, 復出屯望都, 土人頗供給之. 慕容詳遣兵掩擊麟, 獲其妻子, 麟脫走入
山.”
116) 縣
資治通鑑郡卷109 ｢晉紀｣31 安帝隆安元年三月條, 3446쪽, “甲寅, 寶至薊, 殿中親近散亡略盡, 惟
高陽王隆所領數百騎為宿衛. 清河王會帥騎卒二萬迎於薊南, 寶怪會容止怏怏有恨色, 密告隆及遼西王農.
農·隆俱曰: ‘會年少, 專任方面, 習驕所致, 豈有它也! 臣等當以禮責之.’ 寶雖從之, 然猶詔解會兵以屬
隆, 隆固辭; 乃減會兵分給農·隆. 又遣西可公庫辱官驥帥兵三千助守中山.”
117) 縣
晉書郡 卷124 ｢慕容寶載記｣, 3095-3096쪽, “會以策為太子, 有恨色. 寶以告農·隆, 俱曰: ‘會一年
少, 專任方事, 習驕所致, 豈有他也. 臣 當以禮責之.’ 幽平之士皆懷會威德, 不樂去之, 咸請曰: ‘清河王
天資神武, 權略過人, 臣等 與之誓同生死, 感王恩澤, 皆勇氣自倍. 願陛下與皇太子·諸王止駕薊宮, 使王
統臣等進解 京師之圍, 然後奉迎車駕.’ 寶左右皆害其勇略, 譖而不許, 眾咸有怨言. 左右勸寶殺會, 侍御
史仇尼歸聞而告會曰: ‘左右密謀如是, 主上將從之. 大王所恃唯父母也, 父已異圖; 所杖者兵也, 兵已去
手, 進退路窮, 恐無自全之理. 盍誅二王, 廢太子, 大王自處東宮, 兼領將相, 以匡社稷.’ 會不從. 寶謂
農·隆曰: ‘觀會為變, 事當必然, 宜早殺之. 不爾, 恐成大禍.’ 農曰: ‘寇賊內侮, 中州紛亂, 會鎮撫舊都,
安眾寧境, 及京師有難, 萬里星赴, 威名之重, 可以振服戎狄. 又逆跡未彰, 宜且隱忍. 今社稷之危若綴旒
然, 復內相誅戮, 有損威望.’ 寶曰: ‘會逆心已成, 而王等仁慈, 不欲去之, 恐一旦釁發, 必先害諸父, 然
後及吾. 事 敗之後, 當思朕言.’ 農等固諫, 乃止. 會聞之彌懼, 奔于廣都黃榆谷. 會遣仇尼歸等率壯士二
十餘人分襲農·隆, 隆是夜見殺, 農中重創. 既而會歸于寶, 寶意在誅會, 誘而安之, 潛使左衞慕輿騰斬會,
不能傷. 會復奔其眾, 於是勒兵攻寶. 寶率數百騎馳如龍城, 會率眾追之, 遣使請誅左右佞臣, 并求太子,
寶弗許. 會圍龍城, 侍御郎高雲夜率敢死士百餘人襲會, 敗之, 眾悉逃散, 單馬奔還中山, 乃踰圍而入, 為
慕容詳所殺.”; 縣
十六國春秋輯補郡卷45 ｢後燕錄｣4, 358-359쪽; 縣
資治通鑑郡 卷109 ｢晉紀｣31 安帝隆
安元年三月條, 3448-3449쪽, “乙亥, 會遣仇尼歸攻龍城; 寶夜遣兵襲擊, 破之. 會遣使請誅左右佞臣,
並求為太子; 寶不許. 會盡收乘輿器服, 以後宮分給將帥, 署置百官, 自稱皇太子·錄尚書事, 引兵向龍城,
以討慕輿騰為名; 丙子, 頓兵城下. 寶臨西門, 會乘馬遙與寶語, 寶責讓之. 會命軍士向寶大噪以耀威, 城
中將士皆憤怒, 向暮出戰, 大破之, 會兵死傷太半, 走還營. 侍御郎高雲夜帥敢死士百餘人襲會軍, 會眾
皆潰. 會將十餘騎奔中山, 開封公詳殺之. 寶殺會母及其三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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傉官氏는 慕容部에 속한 집단이었고 漁陽이 後燕의 遼西와 가까운 지역이었음을 보면 親後燕
혹은 後燕에 속한 庫傉官氏 집단이 北魏를 공격한 것이다. 그러나 北魏의 공격을 받아 패하
여 영토확장은 실패하였다.
後燕은 漁陽郡과 遼西郡의 지배권을 두고 北魏와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계속하였다. 後燕의
遼西太守 李朗이 399년 七月 北魏에 항복하였다.120) 같은 해 十二月 後燕의 燕郡太守 高湖
가 3千戶를 거느리고 北魏에 內屬하였다.121) 北魏는 400년 正月 戊午日 漁陽郡 일대에 있었
던 後燕의 幽州刺史 盧溥를 생포하였다.122) 縣
資治通鑑郡
에 따르면, 北魏의 전 河間太守였던
盧溥는 部曲 數千家를 거느리고 漁陽郡으로 就食하러 갔다. 그리고 漁陽郡을 비롯한 여러 郡
을 점령하였다. 後燕의 慕容盛은 盧溥를 幽州刺史에 임명하였다.123) 盧溥가 漁陽郡 일대에서
北魏와 싸움으로써 後燕의 서쪽 변경의 영토가 넓어졌음과 동시에 北魏와 後燕 사이의 완충
지대도 생겼다. 盧溥는 北魏의 幽州 郡縣을 공격하였고 北魏의 幽州刺史 封沓干을 살해하였
다.124) 北魏는 변경에서 괴롭히던 盧溥를 토벌하여 漁陽郡 일대를 점령하였고, 이는 後燕의
영토가 줄어들었음을 뜻한다. 401년에는 北魏의 宿沓干이 後燕을 공격하여 令支를 점령하였
다.125) 令支는 遼西郡에 속한 지역이었으며, 현재의 灤河 서쪽에 위치하였다. 後燕은 다음해
인 402년 반격하였다. 後燕의 慕容拔이 北魏 令支戍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慕容拔은 幽州
刺史가 되어 令支에 주둔하였고 遼西 陽豪가 本郡太守(遼西太守)에 임명되었다.126) 이는 北魏
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수복한 것에 불과하였다.
고구려의 廣開土大王은 402년 後燕의 宿軍을 공격하였다. 이에 後燕 平州刺史 慕容歸가 도
망갔다.127) 406년 後燕이 肥如와 宿軍 2城을 크게 쌓고 仇尼倪를 營州刺史로 임명하여 宿軍
118) 縣
魏書郡卷2 ｢太祖紀｣ 天興元年三月條, 32쪽, “漁陽羣盜庫傉官韜聚眾反. 詔中堅將軍伊謂討之.”
119) 縣
魏書郡卷2 ｢太祖紀｣ 天興元年秋七月條, 33쪽, “漁陽烏丸庫傉官韜復聚黨為寇. 詔冠軍將軍王建討
平之.”
120) 縣
魏書郡卷2 ｢太祖紀｣ 天興二年秋七月辛亥條, 32쪽, “慕容盛遼西太守李朗, 舉郡內屬.”
121) 縣
魏書郡卷2 ｢太祖紀｣ 天興二年十二月甲午條, 36쪽, “十有二月甲午, 慕容盛征虜將軍·燕郡太守高湖,
率戶三千內屬.” 여기서 ‘燕郡’이 廣開土大王이 공격한 燕郡 때문에 주목되지만, 縣
魏書郡卷32 ｢高湖
傳｣에서 北魏 항복 후 高湖가 代 동쪽의 諸部를 관할하였던 것을 보면(縣
魏書郡卷32 ｢高湖傳｣, 751
쪽, “寶立, 乃起湖為征虜將軍·燕郡太守. 寶走和龍, 兄弟交爭, 湖見其衰亂, 遂率戶三千歸國. 太祖賜
爵東阿侯, 加右將軍, 總代東諸部.”) 高湖는 항복 후 北魏의 영토 안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高湖
가 太守로 있었던 燕郡은 北魏의 동쪽 경계에 가까운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약 5개월 전
後燕의 遼西太守 李朗이 北魏에 항복했음을 고려하면, 이때의 燕郡은 遼西郡 주변에 있었을 것이다.
122) 縣
晉書郡卷124 ｢慕容盛載記｣, 3103쪽, “魏襲幽州, 執刺史盧溥而去. 遣孟廣平援之, 無及.”; 縣
魏書郡
卷2 太祖紀 天興三年春正月戊午條, 36쪽, “和突破盧溥於遼西, 生獲溥及其子煥, 傳送京師, 轅之.”; 縣
資治通鑑郡 卷111 ｢晉紀｣33 安帝隆安四年條, 3506쪽, “魏材官將軍和跋漢置材官將軍, 領郡國材官士
以出征, 師還則省. 襲盧溥於遼西, 戊午, 克之, 禽溥及其子煥送平城, 車裂之. 燕主盛遣廣威將軍孟廣平
救溥不及, 斬魏遼西守宰而還.”
123) 縣
資治通鑑郡 卷111 ｢晉紀｣33 安帝隆安三年六月條, 3492쪽, “魏前河間太守范陽盧溥帥其部曲數千
家, 就食漁陽, 遂據有數郡. 秋, 七月, 己未, 燕主盛遣使拜溥幽州刺史.”
124) 縣
魏書郡卷2 太祖紀 天興二年八月辛亥條, 36쪽, “范陽人盧溥, 聚衆海濱, 稱使持節·征北大將軍·幽州
刺史, 攻掠郡縣, 殺幽州刺史封沓干.”
125) 縣
資治通鑑郡卷112 ｢晉紀｣34 安帝隆安五年十二月條, 3530쪽, “乙卯, 魏虎威將軍宿沓干伐燕, 攻令
支; 乙丑, 燕中領軍宇文拔救之. 壬午, 宿沓干拔令支而戍之.”
126) 縣
魏書郡卷2 ｢太祖紀｣ 天興五年春正月丁丑條, 32쪽, “五年春正月丁丑慕容熙遣將寇遼西, 虎威將軍
宿沓干等拒戰不利, 棄令支而還.”; 縣
資治通鑑郡卷112 ｢晉紀｣34 安帝元興元年丁丑條, 3533쪽, “丁丑,
燕慕容拔攻魏令支戍, 克之, 宿沓干走, 執魏遼西太守那頡. 燕以拔為幽州刺史, 鎮令支, 以中堅將軍遼
西陽豪為本郡太守.”
127) 縣
資治通鑑郡卷112 ｢晉紀｣34 安帝元興元年五月條, 3543쪽, “高句麗攻宿軍, 燕平州刺史慕容歸棄城
走.”; 縣
三國史記郡 卷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十一年條, “十一年, 王遣兵攻宿軍, 燕平州刺史慕容
歸, 棄城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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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에, 慕容懿를 幽州刺史로 삼아 令支에, 劉木을 冀州刺史로 삼아 肥如에 주둔하게 한 기사
를 보면,128) 高句麗는 宿軍城을 점령하고 宿軍城의 수비를 포기하고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404년에도 高句麗는 後燕을 공격하였다.129) 縣
晉書郡｢慕容熙載記｣에는 이때 燕郡을 공격했다
고 기록하였다.130) 그러나 ‘燕郡’이 後燕의 郡이라는 뜻인지 燕郡이라는 행정구역(고유지명)인
지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唐代의 사료를 바탕으로 燕郡을 현재의 遼寧省 義縣 일대로 비정
하는 견해가 있다.131) 이 경우 燕郡은 宿軍城의 서북쪽에 위치하므로132) 404년 당시에는 宿
軍城이 高句麗의 영토일 가능성이 있다.133) 두 차례에 걸친 高句麗의 공격으로 高句麗의 영
토가 遼西까지 확장되었는지 단언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高句麗는 遼東 지방을 지배하게 된
것은 확실한 것 같다.134) 後燕의 입장에서 보면 高句麗 廣開土大王의 공격을 받아 遼東 지방
을 빼앗겨 後燕의 영토는 더욱 축소되었다.
馮跋이 慕容熙를 살해하고135) 慕容雲(高雲)을 군주로 추대하니 慕容雲이 즉위하여 본래의
성인 ‘高’를 취하였다.136) 高雲은 407년 馮跋과 馮萬泥, 馮素佛, 馮弘, 孫護, 張興을 중용하였
다.137) 馮跋 일족이 高官에 대거 등용된 것을 보면 高雲은 馮跋 일족의 허수아비였다. 같은
128) 縣
晉書郡卷124 ｢慕容熙載記｣, 3106쪽, “大城肥如及宿軍, 以仇尼倪為鎮東大將軍·營州刺史, 鎮宿軍,
上庸公懿為鎮西將軍·幽州刺史, 鎮令支; 尚書劉木為鎮南大將軍·冀州刺史, 鎮肥如.”; 縣
十六國春秋輯補郡
卷47 ｢後燕錄｣6, 371쪽.
129) 縣
資治通鑑郡卷113 ｢晉紀｣35 安帝元興三年十一月條, 3577쪽, “高句麗侵燕.”; 縣
三國史記郡卷18 ｢高
句麗本紀｣6 廣開土王十三年冬十一月條, “十三年, 冬十一月, 出師侵燕.”
130) 縣
晉書郡卷124 ｢慕容熙載記｣, 3106쪽, “會高句驪寇燕郡, 殺略百餘人.”
131) 孔錫龜, ｢廣開土王의 遼西地方 進出에 대한 고찰｣, 縣
한국고대사연구郡67, 2012, 141-145쪽.
132) 위와 같음, 144쪽, <그림 1> 고구려의 요서지방 진출 개념도.
133) 孔錫龜는 ｢廣開土大王陵碑｣ 永樂 17년조 기사가 縣
三國史記郡
에 기록된 高句麗의 宿軍 공격과 燕
(燕郡) 침입 기사를 압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위와 같음, 145-154쪽).
134) 縣
宋書郡
와 縣
梁書郡
, 縣
通典郡
에서는 연대를 구체적으로 特定하지 않았지만 廣開土大王 시기에 遼東郡
을 점령하였다고 기록하였다(縣
宋書郡卷97 ｢夷蠻․東夷․百濟國傳｣, 2393쪽, “百濟國, 本與高驪俱在遼東
之東千餘里, 其後高驪略有遼東, 百濟略有遼西. 百濟所治, 謂之晉平郡晉平縣.”; 縣
梁書郡卷54 ｢諸夷․東
夷․高句驪傳｣, 803쪽, “垂死, 子寶立, 以句驪王安為平州牧, 封遼東·帶方二國王. 安始置長史·司馬·參軍
官, 後略有遼東郡.”; 縣
通典․邊防典郡卷186 ｢邊防｣2 東夷下 高句麗傳, 5013쪽, “其後慕容寶以句麗王
安爲平州牧, 封遼東·帶方二國王. 安始置長史·司馬·參軍官, 後略有遼東郡.”).
135) 縣
晉書郡卷124 ｢慕容熙載記｣, 3107쪽, “中衞將軍馮跋·左衞將軍張興, 先皆坐事亡奔, 以熙政之虐也,
與跋從兄萬泥等二十二人結盟, 推慕容雲為主, 發尚方徒五千餘人閉門距守. 中黃門趙洛生奔告之, 熙曰:
‘此鼠盜耳, 朕還當誅之.’ 乃收髮貫甲, 馳還赴難. 夜至龍城, 攻北門不克, 遂敗, 走入龍騰苑, 微服隱于
林中, 為人所執, 雲得而弒之, 及其諸子同殯城北. 時年二十三, 在位六年. 雲葬之于苻氏墓, 偽諡昭文皇
帝.”; 縣
十六國春秋輯補郡 卷47 ｢後燕錄｣6, 372쪽; 縣
資治通鑑郡 卷114 ｢晉紀｣36 安帝義熙三年秋七月
條, 3598쪽, “熙退入龍騰苑, 尚方兵褚頭逾城從熙, 稱營兵同心效順, 唯俟軍至. 熙聞之, 驚走而出, 左
右莫敢迫. 熙從溝下潛遁, 良久, 左右怪其不還, 相與尋之, 唯得衣冠, 不知所適. 中領軍慕容拔謂中常侍
郭仲曰: ‘大事垂捷, 而帝無故自驚, 深可怪也. 然城內企遲, 至必成功, 不可稽留. 吾當先往趣城, 卿留
待帝, 得帝, 速來; 若帝未還, 吾得如意安撫城中, 徐迎未晚.’ 乃分將壯士二千餘人登北城. 將士謂熙至,
皆投仗請降. 既而熙久不至, 拔兵無後繼, 眾心疑懼, 復下城赴苑, 遂皆潰去. 拔為城中人所殺. 丙寅, 熙
微服匿於林中, 為人所執, 送於雲, 雲數而殺之, 並其諸子. 雲複姓高氏.”
136) 縣
資治通鑑郡卷114 ｢晉紀｣36 安帝義熙三年秋七月條, 3598쪽, “初, 中衛將軍馮跋及弟侍御郎素弗皆
得罪於熙, 熙欲殺之, 跋亡命山澤. 熙賦役繁數, 民不堪命; 跋·素弗與其從弟萬泥謀曰: ‘吾輩還首無路,
不若因民之怨, 共舉大事, 可苡建公侯之業; 事之不捷, 死未晚也.’ 遂相與乘車, 使婦人御, 潛入龍城,
匿於北部司馬孫護之家. 及熙出送葬, 跋等與左衛將軍張興及苻進餘黨作亂. 跋素與慕容雲善, 乃推雲為
主. 雲以疾辭, 跋曰: ‘河間淫虐, 人神共怒, 此天亡之時也. 公, 高氏名家, 何能為人養子, 而棄難得之運
乎﹖」扶之而出. 跋弟乳陳等帥眾攻弘光門, 鼓噪而進, 禁衛皆散走; 遂入宮授甲, 閉門拒守. 中黃門趙洛生
走告于熙, 熙曰: ‘鼠盜何能為! 朕當還誅之.’ 乃置后柩於南苑, 收髮貫甲, 馳還赴難. 夜, 至龍城, 攻北
門, 不克, 宿於門外. 乙丑, 雲即天王位, 大赦, 改元正始.”
137) 縣
資治通鑑郡 卷114 ｢晉紀｣36 安帝義熙三年秋七月條, 3601쪽, “北燕王雲以馮跋為都督中外諸軍事·
開府儀同三司·錄尚書事, 馮萬泥為尚書令, 馮素弗為昌黎尹, 馮弘為征東大將軍, 孫護為尚書左僕射, 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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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高雲은 李氏를 皇后로, 아들 高彭城을 太子로 각각 책봉하였다.138) 高句麗의 廣開土大王
이 408년 北燕에 사신을 보내자 高雲은 侍御史 李拔을 보냈다.139) 이후 두 나라의 전쟁 기사
가 없던 것으로 보아 두 나라는 평화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高雲은 자신의 심
복 離班, 桃仁 등에게 살해되었다.140) 이때 馮跋이 洪光門에 올라 사태를 지켜 보다가 離班과
桃仁을 죽이고 즉위하였다.141) 史書에서 北燕이라 불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北魏는 北燕의 영토를 잠식하였고 北燕의 백성들을 빼앗았다. 409년 北燕
의 昌黎․遼東 民 2千餘 家가 北魏로 내속하였다.142) 庫傉官斌이 北魏에 항복했다가 416년 다
시 北燕에 항복하였다. 北魏의 延普가 濡水를 건너 庫傉官斌을 공격하여 참하고 北燕의 幽州
刺史 庫傉官昌과 庫辱官提 공격하여 살해하였다.143) 北魏 明元帝가 418년 東巡하며 濡源과
甘松에 이르러 長孫道生․李先․尉諾에게 北燕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長孫道生은 乙連城을
점령하고 和龍을 공격했으나, 北燕의 방어에 막혀 1萬餘 家를 약탈하여 회군하였다.144)
北魏의 北燕 공격은 그치고 이후 432년까지 평화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는 北魏 明元帝의
뒤를 이은 太武帝의 전략 수정 때문이다. 太武帝는 즉위 후에 신하들과 함께 공격의 우선 순
위를 의논하였다. 長孫嵩과 長孫翰, 奚斤 등은 먼저 柔然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
면 崔浩는 夏를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劉潔과 安遠은 北燕을 먼저 공격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夏에서 赫連勃勃이 죽기 직전 赫連璝와 赫連昌 사이의 계승분쟁이 발
興為輔國大將軍. 弘, 跋之弟也.”
138) 縣
資治通鑑郡卷114 ｢晉紀｣36 安帝義熙四年春正月條, 3605쪽, “北燕王雲立妻李氏為皇后, 子彭城為
太子.”
139) 縣
資治通鑑郡卷114 ｢晉紀｣36 安帝義熙四年三月條, 3606쪽, “高句麗遣使聘北燕, 且敘宗族, 北燕王
雲遣侍御史李拔報之.”
140) 縣
晉書郡 卷124 ｢慕容雲載記｣, 3109쪽, “雲臨東堂, 幸臣離班·桃仁懷劍執紙而入, 稱有所啟, 拔劍擊
雲, 雲以几距班, 桃仁進而弒之. 馮跋遷雲尸于東宮, 偽諡惠懿皇帝. 雲自以無功德而為豪桀所推, 常內
懷懼, 故寵養壯士以為腹心. 離班·桃仁等並專典禁衞, 委之以爪牙之任, 賞賜月至數千萬, 衣食臥起皆與
之同, 終以此致敗云.”; 縣
十六國春秋輯補郡卷47 ｢後燕錄｣6, 373쪽.
141) 縣
資治通鑑郡卷115 ｢晉紀｣37 安帝義熙五年冬十月條, 3621-3622쪽, “馮跋升洪光門以觀變, 帳下督
張泰·李桑言於跋曰: ‘此豎勢何所至, 請為公斬之!’ 乃奮劍而下, 桑斬班於西門, 泰殺仁於庭中. 眾推跋
為主, 跋以讓其弟范陽公素弗, 素弗不可. 跋乃即天王位於昌黎, 大赦, 詔曰: ‘陳氏代姜, 不改齊國. 宜
即國號曰燕.’ 改元太平, 謚雲曰惠懿皇帝. 跋尊母張氏為太后, 立妻孫氏為王后, 子永為太子, 以范陽公
素弗為車騎大將軍·錄尚書事, 孫護為尚書令, 張興為左僕射, 汲郡公弘為右僕射, 廣川公萬泥為幽·平二
州牧, 上谷公乳陳為並·青二州牧. 素弗少豪俠放蕩, 嘗請婚於尚書左丞韓業, 業拒之. 及為宰輔, 待業尤
厚. 好申拔舊門, 謙恭儉約, 以身帥下, 百僚憚之, 論者美其有宰相之度. 魏主珪將立齊王嗣為太子. 魏故
事, 凡立嗣子, 輒先殺其母, 乃賜嗣母劉貴人死. 珪召嗣諭之曰: ‘漢武帝殺鉤弋夫人, 以防母后預政, 外
家為亂也. 汝當繼統, 吾故遠跡古人, 為國家長久之計耳.’ 嗣性孝, 哀泣不自勝. 珪怒之. 嗣還捨, 日夜
號泣, 珪知而復召之. 左右曰: ‘上怒甚, 入將不測, 不如且避之, 俟上怒解而入.’ 嗣乃逃匿於外, 帷帳下
代人車路頭·京兆王洛兒二人隨之.”
142) 縣
魏書郡卷3 ｢太宗紀｣ 永興三年春正月己亥條, 51쪽, “昌黎·遼東民二千餘家內屬.”
143) 縣
魏書郡卷3 ｢太宗紀｣ 泰常元年條, 56-57쪽, “冬十月壬戌, 幸犲山宮. 徒何部落庫傉官斌先降, 後復
叛歸馮跋. 驍騎將軍延普渡濡 水討擊, 大破之, 斬斌及 馮跋幽州刺史·漁陽公庫傉官昌, 征北將軍·關內
侯庫傉官提等首, 生擒庫傉官女生, 縛送京師. 幽州平.”; 縣
資治通鑑郡卷116 ｢晉紀｣38 安帝義熙十二年
冬十月條, 3693쪽, “初, 燕將庫傉官斌降魏, 既而復叛歸燕. 魏主嗣遣驍騎將軍延普渡濡水擊斌, 斬之;
遂攻燕幽州刺史庫傉官昌·征北將軍庫辱官提, 皆斬之.”
144) 縣
魏書郡 卷97 ｢海夷馮跋傳｣, 2126쪽, “太宗詔征東大將軍長孫道生率眾二萬討之, 跋嬰城固守, 不克
而還.”; 縣
資治通鑑郡卷118 ｢晉紀｣40 安帝義熙十四年夏條, 3718쪽, “初, 和龍有赤氣四塞蔽日, 自寅至
申, 燕太史令張穆言於燕王跋曰: ‘此兵氣也. 今魏方強盛, 而執其使者, 好命不通, 臣竊懼焉.’ 跋曰: ‘吾
方思之.’ 五月, 魏主嗣東巡, 至濡源及甘松, 遣征東將軍長孫道生·安東將軍李先·給事黃門侍郎奚觀帥精
騎二萬襲燕, 又命驍騎將軍延普·幽州刺史尉諾自幽州引兵趨遼西, 為之聲勢, 嗣屯突門嶺以待之. 道生等
拔乙連城, 進攻和龍, 與燕單于右輔古泥戰, 破之, 殺其將皇甫軌. 燕王跋嬰城自守, 魏人攻之, 不克, 掠
其民萬餘家而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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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자 太武帝는 夏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145) 따라서 北魏는 夏 정복에 신경을 기울였으
므로 동쪽의 北燕 정복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덕분에 두 나라 사이에 17년 동안 전쟁이 없
었다. 그러나 北魏 太武帝는 432년 夏五月 南郊에서 군사훈련을 하면서 北燕 공격을 계획하
고,146) 六月 庚寅日에 北燕 공격을 시작하여147) 七月 己巳日에 北燕의 수도 和龍에 이르렀
다.148) 이때 石城太守 李崇 등이 10郡(혹은 10餘郡)을 가지고 北魏에 항복하였다.149) 이때 建
德令 高育도 500餘家를 거느리고 北魏에 항복하였다.150) 北燕이 八月에 수만 인 동원하여 北
魏軍과 싸웠으나 대패하였다. 尙書 高紹는 萬餘 家를 거느리고 羌胡固를 지켰다. 太武帝가
八月 辛巳日에 공격하여 高紹를 참하고 帶方․建德․冀陽 3郡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九月 乙卯
日에 營丘․成周․遼東․樂浪․帶方․玄菟 6郡民 3萬家를 幽州로 遷徙시켰다.151)
앞에서 後燕과 北燕의 영토 축소 과정을 살펴보았다. 北燕이 北魏에 빼앗긴 郡縣 가운데
建德․石城 2郡은 遼西 지역의 토착 지명을 딴 郡이었다. 2郡 이외에 冀陽․營丘․成周․遼東․樂
浪․帶方․玄菟 7郡은 본래 遼西 밖의 지역에 설치된 郡名이었다. 冀陽․營丘․成周 3郡은 314년
에 冀州․靑州․豫州 流民을 編制하기 위해 설치된 僑郡이었으나 347년 없어졌다. 432년 北魏
가 점령한 郡 명단에 이 3郡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347년 이후 어느 시점에 다시 설치되었
을 것이다. 遼東․樂浪․帶方․玄菟 4郡은 본래 前漢 이후 遼水 이동에 설치되었으나, 4郡의 땅은
高句麗가 이미 점령하였다. 樂浪郡은 313년 大凌河 유역에 僑置되었다. 帶方郡도 비슷한 시
기에 설치되었고 北燕 시대까지 지속되었을 것이다. 高然은 帶方郡이 高句麗에 점령되었지만,
咸和 8년(333) 慕容皝이 帶方太守 王誕을 右長史로 임명한 기사를 바탕으로 昌黎 境內에 僑
145) 縣
魏書郡卷25 ｢長孫嵩傳｣, 644쪽, “世祖即位, 進爵北平王, 司州中正. 詔問公卿, 赫連·蠕蠕征討何先.
嵩與平陽王長孫翰·司空奚斤等曰: ‘赫連居土, 未能為患, 蠕蠕世為邊害, 宜先討大檀. 及則收其畜產, 足
以富國; 不及則校獵陰山, 多殺禽獸, 皮肉筋角, 以充軍實, 亦愈於破一小國.’ 太常崔浩曰: ‘大檀遷徙鳥
逝, 疾追則不足經久, 大眾則不能及之. 赫連屈丐, 土宇不過千里, 其刑政殘虐, 人神所棄, 宜先討之.’
尚書劉潔·武京侯安原請先平馮跋. 帝默然, 遂西巡狩. 後聞屈丐死, 關中大亂, 議欲征之. 嵩等曰: ‘彼若
城守, 以逸代勞, 大檀聞之, 乘虛而寇, 危道也.’ 帝乃問幽微於天師寇謙之, 謙之勸行. 杜超之贊成之,
崔浩又言西伐利. 嵩等固諫不可. 帝大怒, 責嵩在官貪污, 使武士頓辱. 尋遷太尉. 久之, 加柱國大將軍.”
146) 縣
資治通鑑郡卷122 ｢宋紀｣4 文帝元嘉九年夏五月條, 3837쪽, “魏主治兵於南郊, 謀伐燕.”
147) 縣
資治通鑑郡卷122 ｢宋紀｣4 文帝元嘉九年夏六月條, 3837쪽, “庚寅, 魏主伐燕. 命太子晃錄尚書事,
時晃才五歲. 又遣左僕射安原·建寧王崇等屯漠南以備柔然.”
148) 縣
資治通鑑郡卷122 ｢宋紀｣4 文帝元嘉九年夏秋七月條, 3838쪽, “秋, 七月, 己未, 魏主至濡水. 庚申,
遣安東將軍奚斤發幽州民及密雲丁零萬餘人, 運攻具, 出南道, 會和龍. 魏主至遼西, 燕王遣其侍御史崔
聘奉牛酒犒師. 己巳, 魏主至和龍.”
149) 縣
魏書郡卷46 ｢李訢傳｣, 1039쪽, “李訢, 字元盛, 小名眞奴, 范陽人也. …… 父崇, 馮跋吏部尙書·石
城太守. 延和初, 車駕至和龍, 崇率十餘郡歸降. 世祖甚禮之, 呼曰 ‘李公’ 以崇爲平西將軍·北幽州刺史·
固安侯.”; 縣
資治通鑑郡 卷122 ｢宋紀｣4 文帝元嘉九年秋七月條, 3839쪽, “燕石城太守李崇等十郡降於
魏. 魏主發其民三萬穿圍塹以守和龍. 崇, 績之子也.”
150) 縣
魏書郡卷62 ｢高道悅傳｣, 1399쪽, “高道悅, 字文欣, 遼東新昌人也. 曾祖策, 馮跋散騎常侍·新昌侯.
祖育, 馮文通建德令. 值世祖東討, 率其所部五百餘家歸命軍門, 世祖授以建忠將軍, 齊郡·建德二郡太守,
賜爵肥如子.”
151) 縣
資治通鑑郡卷122 ｢宋紀｣4 文帝元嘉九年夏條, 3840쪽, “八月, 燕王使數萬人出戰, 魏昌黎公丘等擊
破之, 死者萬餘人. 燕尚書高紹帥萬餘家保羌胡固; 辛巳, 魏主攻紹, 斬之. 平東將軍賀多羅攻帶方, 撫軍
大將軍永昌王健攻建德, 驃騎大將軍樂平王丕攻冀陽, 皆拔之. 九月, 乙卯, 魏主引兵西還, 徙營丘·成周·
遼東·樂浪·帶方·玄菟六郡民三萬家於幽州.”; 縣
魏書郡卷4上 世祖紀上 延和元年九月乙卯條, 81쪽, “車駕
西還. 徙營丘·成周·遼東·樂浪·帶方·玄菟六郡民三萬家于幽州, 開倉以賑之.”; 縣
魏書郡卷97 ｢海夷馮跋傳
附文通傳｣, 2127쪽, “延和元年, 世祖親討之, 文通嬰城固守. 文通營丘·遼東·成周·樂浪·帶方·玄菟六郡
皆降, 世祖徙其三萬餘戶于幽州.” 縣
十六國春秋輯補郡
에서는 北魏는 石城․遼東․營丘․成周 4郡의 항복을
받고 4萬餘 戶를 北魏의 영토로 옮겼다고 기록하였다(縣
十六國春秋輯補郡 卷100 ｢北燕錄｣3, 677쪽,
“七月, 魏師來伐神高. 八月 石城遼東營丘成周四郡並降魏. 九月, 魏師引還, 徙民四萬餘戶而西.”). 縣
十
六國春秋輯補郡
의 기록을 縣
魏書郡
나 縣
資治通鑑郡
과 비교하면 郡의 수는 2개가 적고 戶數는 1萬戶가 많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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置되었을 것으로 보았다.152) 遼東․玄菟 2郡의 설치 연도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명칭을
보면 高句麗가 遼東 지역을 정복한 이후 밀려난 백성들을 편제하여 설치한 僑郡이었을 것이
다. 이밖에 後燕 혹은 北燕이 설치한 幽州․靑州․幷州․冀州 4州를 僑州로 보기도 한다.153) 그러
나 이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408년 馮萬泥를 幽冀二州牧, 馮乳陳을 幷州牧, 馮素佛을
司隸校尉에 임명하였는데, 幽州․冀州의 治所가 肥如, 幷州의 치소가 白狼이었다.154) 이 기사
에서 幽州․靑州․幷州․冀州 4州가 流民들을 편제하여 세운 州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僑郡이
라 보기 어렵다. 幽州와 冀州, 幷州는 본래 黃河 이북에 설치한 州였고, 당시 北燕의 영토가
아니었다. 司隸는 司州라고 하며 西晉時代에는 수도 洛陽 일대의 京畿 지역에 설치하였다. 따
라서 幽州와 冀州, 幷州, 司隸 4州(部)는 실제로 北燕이 지배하는 영토가 아니었고, 이 지역의
州牧과 司隸校尉를 임명한 것은 遙領이었다. 즉 北燕은 和龍(龍城)과 遼西 일부를 지배하는
小國임에도 마치 河北을 지배하는 것처럼 遙領을 통해 粉飾하였다.155)
요컨대 後燕․北燕의 僑州郡縣은 慕容部(前燕) 지배시기 설치되었다가 부활된 冀陽․營丘․成周
3郡은 해당 지역의 지명을 우회한 명칭인데 비해 遼東․樂浪․帶方․玄菟 4郡은 본래부터 존재하
던 郡名이었다. 후자의 4郡이 東晉南朝의 僑郡 명칭 명명과 같았다.

3. 後燕․北魏前期 黃河중하류 僑州郡縣
淝水의 전투 이후 前秦으로붙 독립한 慕容垂는 中山을 수도로 정한 후 수도를 강화하는 정
책(强幹弱枝)으로 中山이나 河北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徙民 정책을 취하였다. 예컨대 後燕은
387년 劉顯을 공격하여 격파하였다. 이때 慕容麟은 劉顯의 部衆과 말, 소, 양 천만 마리를 노
획하였다.156) 그리고 劉顯의 아우 劉可泥를 烏桓王에 봉하고 部衆 8萬餘落 혹은 8千餘落157)
을 中山으로 옮겼다.158) 慕容德과 慕容麟이 389년 賀訥 공격하였다. 賀訥이 항복하니 上谷으
로 이주시키고 賀染干은 인질로 中山으로 이주시켰다.159) 이밖에 史書에 명확한 기록은 없지
만, 後燕은 翟魏와 西燕의 지배층을 中山으로 遷徙했을 것이다. 後燕은 392년 霍魏를 정복하
고 7郡

38,000戶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徐州 流人 7千餘戶를 黎陽으로 遷徙하였다.160) 黎陽

152) 高然, ｢十六國前燕疆域․政區考｣, 72왼쪽-80왼쪽.
153) 陳學偉, 縣
十六國北朝僑州郡縣硏究郡
, 山西大學碩士學位論文, 2011.6, 50-52쪽, 表一 十六國時期僑
置州郡表.
154) 縣
資治通鑑郡卷114 ｢晉紀｣36 安帝義熙四年五月條, 3606쪽, “五月, 北燕以尚書令馮萬泥為幽·冀二州
牧, 鎮肥如; 中軍將軍馮乳陳為并州牧, 鎮白狼; 撫軍大將軍馮素弗為司隸校尉; 司隸校尉務銀提為尚書
令.”
155) 崔珍烈, ｢16국시대 요서(遼西)의 인구 증감과 전연(前燕)․후연(後燕)․북연(北燕)의 대응｣, 縣
백제와
요서지역郡
(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7), 한성백제박물관, 2015. 12, ???쪽.
156) 縣
資治通鑑郡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二年夏四月條, 3379쪽, “劉衛辰獻馬於燕, 劉顯掠之. 燕
主垂怒, 遣太原王楷將兵助趙王麟擊顯, 大破之. 顯奔馬邑西山, 魏王引兵會麟擊顯於彌澤, 又破之. 顯
奔西密, 麟悉收其部眾, 獲馬牛羊以千萬數.”
157) 縣
資治通鑑郡
에서는 8千餘落이라고 기록하였는데, 縣
十六國春秋輯補郡기록의 1/10에 해당한다(縣
資治
通鑑郡 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二年夏四月條, 3379쪽, “燕主垂立劉顯弟可泥為烏桓王, 以撫其
眾, 徙八千餘落于中山.”).
158) 縣
十六國春秋輯補郡卷44 ｢後燕錄｣3, 349쪽, “會柔然獻馬於燕而[劉]顯掠之, 垂怒, 遣兵會魏擊顯, 大
破之. 顯奔西燕. 垂立其弟爲烏桓王以撫其衆, 徙八萬餘落於中山.”
159) 縣
資治通鑑郡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四年五月條, 3388쪽, “燕范陽王德·趙王麟擊賀訥, 追奔至
勿根山, 訥窮迫請降, 徙之上谷, 質其弟染干於中山.”
160) 縣
晉書郡卷123 ｢慕容垂載記｣, p.3089, “翟遼死, 子釗代立, 攻逼鄴城, 慕容農擊走之. 垂引師伐釗于
滑臺, 次于黎陽津, 釗于南岸距守, 諸將惡其兵精, 咸諫不宜濟河. 垂笑曰: ‘豎子何能為, 吾今為卿等殺
之.’ 遂徙營就西津, 為牛皮船百餘艘, 載疑兵列杖, 溯流而上. 釗先以大眾備黎陽, 見垂向西津, 乃棄營
西距. 垂潛遣其桂林王慕容鎮·驃騎慕容國於黎陽津夜濟, 壁于河南. 釗聞而奔還, 士眾疲渴, 走歸滑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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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은 黃河 북쪽 연안에 위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黃河 이남 徐州의 流民을 黃河 이북의 黎
陽郡 일대로 遷徙한 것은 後燕의 핵심지역인 河北의 인구를 늘리고 徐州 流民이 남쪽으로 도
망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였다. 이때 前秦 내란을 틈타 河南으로 도망가서 翟魏에서 벼슬했
던 郝晷, 崔逞, 崔宏, 新興 張卓, 遼東 夔騰, 陽平 路纂은 翟魏가 망한 후 後燕에서 벼슬하였
다.161) 이들 가운데 일부는 중앙의 관리로 근무했을 것이므로,162) 中山으로 이주했을 것이다.
또 後燕은 394년 西燕(慕容永)을 정복하고 慕容永이 전후 거느린 8郡 戶 76,800과 乘輿 등
획득하였다.163) 이때 西燕의 尚書僕射 昌黎 屈遵, 尚書 陽平 王德, 祕書監 中山 李先, 太子
詹事 渤海 封則, 黃門郎 太山 胡母亮, 中書郎 張騰, 尚書郎 燕郡 公孫表 등이 後燕의 관리로
발탁되었다.164) 史書에는 기록이 없지만, 西燕의 부흥운동을 막기 위해 西燕의 皇室 慕容氏
(後燕과 同氏) 등 지배층을 수도 中山이나 배후의 河北지역으로 이주시켰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後燕은 西燕과 霍魏 등을 정복한 후 徙民 정책을 취하거나 流民을
安置하였다. 그러나 黃河 중하류 유역에 後燕시대 徙民 혹은 流民의 본적을 딴 僑州郡縣의
명칭은 등장하지 않았다.
397년 後燕의 수도 中山을 점령한 北魏는 天興元年(398) 正月과 十二月에 각각 山東六州
民吏․徒何․高麗․雜夷 三十六萬․百工伎巧 十萬餘口와 六州二十二郡守宰․豪傑․吏民 二千家를 遷
徙하였다.165) 이후 정복한 五胡諸國의 피정복민을 平城과 京畿 일대로 遷徙하였다.166)
이밖에 東晉의 後秦 정복, 夏의 關中 점령, 東晉․劉宋 교체 등 전쟁과 정쟁 때문에 발생한
流民이 北魏 境內로 流入되었다. 예컨대 寇讚은 後秦이 망한 뒤 秦州․雍州 백성 千餘家의 行
主가 되어 북위로 귀순하였다. 후에 河南․滎陽․河內에 流入된 秦州․雍州 백성들이 萬戶에 이
르자 寇讚은 南雍州刺史에 임명되어 洛陽을 치소로 삼고 雍州의 郡縣을 세워 秦州․雍州 백성

釗攜妻子率數百騎北趣白鹿山. 農追擊, 盡擒其眾, 釗單騎奔長子. 釗所統七郡戶三萬八千皆安堵如故.
徙徐州流人七千餘戶于黎陽.”; 縣
十六國春秋輯補郡卷44 ｢後燕錄｣3, 351쪽.
161) 縣
資治通鑑郡卷108 ｢晉紀｣30 孝武帝太元十七年六月條, 3406쪽, “初, 郝晷·崔逞及清河崔宏·新興張
卓·遼東夔騰·陽平路纂皆仕於秦, 避秦亂來奔, 詔以為冀州諸郡, 各將部曲營於河南. 既而受翟氏官爵, 翟
氏敗, 皆降於燕, 燕主垂各隨其材而用之.”
162) 翟魏의 中書令을 역임한 崔逞은 翟魏가 망한 후 後燕에 벼슬하여 祕書監에 임명되었다(縣
魏書郡卷
32 ｢崔逞傳｣, 757쪽, “堅敗, 司馬昌明以逞為清河·平原二郡太守. 為翟遼所虜, 授以中書令. 慕容垂滅
翟釗, 以為祕書監.”). 祕書監은 중앙의 관청이었으므로, 수도 中山에서 근무했을 것이다.
163) 縣
晉書郡卷123 ｢慕容垂載記｣, 3088-3089쪽, “於是議征長子. 諸將咸諫, 以慕容永未有釁, 連歲征役,
士卒疲怠, 請俟他年. 垂將從之, 及聞慕容德之策, 笑曰: ‘吾計決矣. 且吾投老, 扣囊底智, 足以克之, 不
復留逆賊以累 子孫也.’ 乃發步騎七萬, 遣其丹楊王慕容瓚·龍驤張崇攻永弟支于晉陽. 永遣其將刁 雲·慕
容鍾率眾五萬屯潞川. 垂遣慕容楷出自滏口, 慕容農入自壺關, 垂頓于鄴之西南, 月餘不進. 永謂垂詭道
伐之, 乃攝諸軍還杜太行軹關. 垂進師入自天井關, 至于壺壁. 永率精卒五萬來距, 阻河曲以自固, 馳使
請戰. 垂列陣于壺壁之南, 農·楷分為二翼, 慕容國伏千兵于深澗, 與永大戰. 垂引軍偽退, 永追奔數里,
國發伏兵馳斷其後, 楷·農夾擊之, 永師大敗, 斬首八千餘級, 永奔還長子. 慕容瓚攻克晉陽. 垂進圍長子,
永將賈韜等潛為內應. 垂進軍入城, 永奔北門, 為前驅所獲, 於是數而戮之, 并其所署公卿刁雲等三十餘
人. 永所統新舊八郡戶七萬六千八百及乘輿·服御·伎樂·珍寶悉獲之, 於是品物具矣.”; 縣
十六國春秋輯補郡
卷44 ｢後燕錄｣3, 351쪽.
164) 縣
資治通鑑郡 卷108 ｢晉紀｣30 孝武帝太元十九年八月條, 3417쪽, “永尚書僕射昌黎屈遵·尚書陽平王
德·秘書監中山李先·太子詹事渤海封則·黃門郎太山胡母亮·中書郎張騰·尚書郎燕郡公孫表皆隨才擢敘.”
165) 縣
魏書郡卷2 ｢太祖紀｣ 天興元年春正月辛酉條, 32쪽, “辛酉, 車駕發自中山, 至于望都堯山．徙山東六
州民吏及徒何·高麗雜夷三十六萬, 百工伎巧十萬餘口, 以充京師.”
166) 河地重造, ｢北魏王朝の成立とその性格について-徙民政策の展開から均田制へ-｣, 縣
東洋史研究郡
12-5, 1953; 古賀昭岑, ｢北魏における徙民と計口受田について｣, 縣
九州大學東洋史論集郡1, 1973; 前
田正名, ｢平城附近․桑乾河流域․隣接地域人口流動一覽表｣, 縣
平城の歷史地理學的硏究郡
, 東京: 風間書
房, 1979; 李凭, ｢道武帝時期的大移民與雁北的開發｣, 縣
北魏平城時代郡
,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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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編制하였다. 후에 南雍州에 洛州와 豫州 2州의 僑郡이 편입되었다.167) 전후 기사를 보
면 이는 419년 이후의 일이다. 이 기사에서 關隴의 秦․雍 2州 백성들이 黃河 중류의 河南․滎
陽․河內에 流入되자 이들을 編制하여 南雍州와 雍州의 郡縣명을 딴 僑郡縣을 설치하였다. 또
南雍州 인근의 洛州와 豫州에도 僑州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東晉의 宗室 司馬楚之는
北魏에 歸附한 후 데리고 온 人戶로 汝南․南陽․南頓․新蔡 4郡을 설치하였다.168) 司馬楚之를
따라 온 백성들은 流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4郡은 僑郡의 성질을 지녔을 것이다. 東晉에
서 北魏로 망명한 刁雍169)은 譙․梁․彭․沛民 5千餘家를 받아들여 27營으로 편제하고 濟陰에 주
둔하였다. 延和 2년(433) 外黃城에 徐州를 설치하고 譙․梁․彭․沛民 4郡 9縣을 설치하였다. 그
리고 刁雍이 徐州刺史에 임명되었다.170) 이 기사에서도 譙․梁․彭․沛民 4郡 9縣이 流民을 편제
한 僑郡縣임을 알 수 있다. 또 太武帝는 太延 5년 北涼을 멸한 후 涼州(北涼)民 3萬餘家를
京師로 遷徙하였다.171) 이 3萬餘家의 대부분은 京畿 平城 부근에 僑置된 平涼郡에 살았
다.172)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北魏는 北涼의 遺民을 平涼郡으로 편제하고, 關隴(雍․秦 2州)의 流民
은 南雍州와 소속 郡縣으로 편제하였다. 또 東晉․劉宋의 접경 지대 汝南․南陽․南頓․新蔡 4郡
流民들을 4郡 9縣으로 편제하고 徐州에 소속시켰다. 여기서 살펴본 平涼郡․南雍州․汝南․南陽․
南頓․新蔡 등 州郡縣은 해당 民의 본적 지명을 딴 僑州郡縣이었다. 그리고 명칭은 東晉南朝처
럼 西晉時代 설치된 州郡縣名이나 여기에 東西南北 방위를 붙인 州郡縣名을 취하였다.173)

결론
본문에서 十六國時代(華北統一 이전 北魏前期) 華北지역의 僑州郡縣을 검토하였다. 前秦 통
일 이전 黃河 중하류 지역과 변경인 河西回廊(前涼), 遼東․遼西(前燕)의 僑州郡縣 설치를 분석
하였다. 僑州郡縣 명명 방식은 ① 慕容部(前燕)의 遼東․樂浪․帶方․玄菟 4郡과 吳縣 1縣, 建康․
漢中 2郡과 晉興郡의 3縣(晉興․廣昌․遂興)174)처럼 본래의 郡縣名을 취한 경우, ② 漢(前趙)의
167) 縣
魏書郡 卷42 ｢寇讚傳｣, 946-947쪽, “姚泓滅, 秦雍人千有餘家推讚爲主, 歸順. 拜綏遠將軍·魏郡太
守. 其後, 秦雍之民來奔河南·滎陽·河內者戶至萬數, 拜讚安遠將軍,·南雍州刺史·軹縣侯, 治于洛陽, 立雍
州之郡縣以撫之. 由是流民繈負自遠而至, 參倍於前. 賜讚爵河南公, 加安南將軍, 領護南蠻校尉. 仍刺
史, 分洛豫二州之僑郡以益之.”
168) 縣
魏書郡卷37 ｢司馬楚之傳｣, 855쪽, “乃劉裕自立, 楚之規欲報復, 收衆據長社, 歸之者常萬餘人. …
於是假楚之使持節·征南將軍·荊州刺史. 奚斤旣平河南, 以楚之所率戶民分置汝南·南陽·南頓·新蔡四郡,
以益豫州.”
169) 縣
魏書郡卷38 ｢刁雍傳｣, 865쪽, “泰常二年, 姚泓滅, 與司馬休之等歸國. 上表陳誠, 於南境自效. 太
宗許之, 假雍建義將軍. 雍遂於河濟之間招集流散, 得五千餘人, 南阻大闕, 擾動徐兗, 建牙誓衆, 傳檄邊
境.”
170) 縣
魏書郡卷38 ｢刁雍傳｣, 866-867쪽, “雍遂鎭尹卯固. 又詔令南入, 以亂賊境. 雍攻克項城. 會有敕追
令隨機立效, 雍於是招集譙·梁·彭·沛民五千餘家, 置二十七營, 遷鎭濟陰. 延和二年, 立徐州於外黃城,
置譙·梁·彭·沛四郡九縣, 以雍爲平南將軍·徐州刺史, 賜爵東安侯. 在鎭七年, 太延四年, 徵還京師, 頻歲
爲邊民所請. 世祖嘉之, 眞君二年復授使持節·侍中·都督揚豫兗徐四州諸軍事·征南將軍·徐豫二州刺史.”
171) 縣
魏書郡卷4上 世祖紀上 太延五年冬十月條, 90쪽, “辛酉, 車駕東還, 徙涼州民三萬餘家于京師.”
172) 陳學偉, 縣
十六國北朝僑州郡縣硏究郡
, 山西大學碩士學位論文, 2011.6, 17쪽.
173) 물론 張幸이 招引한 河東 民 千餘家는 후에 冀州에 편입된 것처럼(縣
魏書郡卷64 ｢張彝傳｣, 1433쪽,
“初, 彝曾祖幸, 所招引河東民爲州裁千餘家, 後相依合, 至於罷入冀州, 積三十年, 析別有數萬戶, 故高
祖比校天下民戶, 最爲大州.”), 流民의 본적지명을 딴 僑州郡縣이 아니라 현지의 郡縣에 편입한 예도
보인다.
174) 본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建康郡과 晉興郡의 3縣은 僑郡縣의 명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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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梁州․西河陽州․北兗州처럼 원래 지명에 東西南北 방위를 붙인 僑州, ③ 漢(前趙)의 殷州․衛
州, 慕容部(前燕)의 冀陽․成周․營丘․唐國 4郡(313)처럼 해당 州郡縣의 別稱 혹은 우의정인 지
명, ④ 慕容部(前燕)의 和陽․武次․西樂(334)과 興集․寧集․興平․育黎(347) 7縣, 前涼의 武興郡처
럼 지명만으로 僑州郡縣임을 판별하기 어려운 명칭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前秦의 분열 이후 僑州郡縣의 명칭은 ① 北燕의 遼東․樂浪․帶方․玄菟 4郡과 北魏의 汝南․南
陽․南頓․新蔡 4郡 9縣처럼 원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② 北魏의 南雍州은 본래의 지
명에 방위를 붙인 지명, ③ 西涼의 會稽郡과 廣夏郡, 北燕의 冀陽․營丘․成周 3郡처럼 해당 지
역의 別稱 혹은 상징적인 지명, ④ 西涼의 武威․武興․張掖 3郡처럼 流民의 본적과 전혀 다른
郡名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十六國時代 僑州郡縣의 명칭 방식은 이처럼 모두 다섯 가지 유형이다. 東晉南朝의 경우 懷
德縣처럼 해당 流民의 본적과 전혀 상관없는 명명 방식도 있지만, 華北 지역 州郡縣의 명칭
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東西南北 방위를 지명에 붙이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175) 十六國時代
華北지역 僑州郡縣에 東晉처럼 원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방위를 붙이는 명칭이 적었던
점이 큰 특징이다. 東晉南朝 僑州郡縣의 원래 州郡縣이 五胡諸國이 지배한 華北 지역에 있었
기 때문일 것이다. 五胡諸國은 流民의 安置와 함께 피정복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徙民
정책을 병행하였다. 그러나 東晉南朝처럼 僑州郡縣을 세워 이들을 통치하는 대신, 현지 郡縣
의 戶籍에 편제하여 토착화하는 방법을 취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로 黃河 중하류를
지배한 漢(前趙), 後趙, 前燕, 前秦에 해당하고 변방인 河西回廊의 前涼과 西涼, 遼西․遼東의
慕容部(前燕)․後燕․北燕은 流民들을 위한 별도의 僑郡縣을 설치하였다. 十六國時代 각 국마다
流民을 安置하는 방법과 僑州郡縣 설치나 명명 방식이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華北統一
이후 北魏는 南朝의 劉宋․南齊․梁 등과 싸우며 영토를 淮水 연안까지 확장하였다. 北魏는 새
로 점령한 南朝의 郡縣 명칭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東晉南朝가 淮北 지역과
漢水 일대에 설치한 僑州郡縣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北魏가 僑州郡縣을 정리한 계기는
孝文帝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이었다. 州郡과 동시에 설치된 鎭은 太和 11년(487)부터 洛陽천도
(494년)까지 六鎭 등 北邊의 鎭과 서북의 薄骨律鎭․高平鎭을 제외하고 州郡으로 개칭되었
고,176) 韓顯宗의 건의대로 僑州郡縣이 대폭 정리되었다.177) 또 胡․漢分治의 상징인 北部尙書
와 南部尙書도 孝文帝 후기 폐지되었다.178) 다원적이며 胡漢分治의 지방행정체계가 일원적인
지방행정체계로 바꾼 孝文帝의 지방행정개혁179) 과정에서 僑州郡縣은 사라졌다.180)
十六國時代 僑州郡縣은 高句麗의 영토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313년 樂浪․帶方 2郡을 점거

175) 東晉南朝 僑州郡縣의 명칭과 실제 위치 비교는 胡阿祥, ｢東晉南朝僑州郡縣的地理分布｣, 縣
六朝政區
郡
, 南京: 南京出版社, 2008, 表20 東晉南朝境內僑州郡地理分布表, 328-334쪽.
176) 嚴耕望, 縣
中國地方行政制度史郡上編, 卷中下冊 北朝地方行政制度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63,
794쪽.
177) 縣
魏書郡卷60 ｢韓麒麟傳附顯宗傳｣, 1341쪽, “又曰: ｢自南僞相承, 竊有淮北, 欲擅中華之稱, 且以招
誘邊民, 故僑置中州郡縣. 自皇風南被, 仍而不改, 凡有重名, 其數甚衆. 疑惑書記, 錯亂區宇, 非所以疆
域物土, 必也正名之謂也. 愚以爲可依地理舊名, 一皆釐革. 小者幷合, 大者分置. 及中州郡縣 昔以戶少
倂省, 今人口旣多, 亦可復舊.｣”
178) 嚴耕望, ｢北魏尙書制度｣, 縣
嚴耕望史學論文選集郡
, 臺北, 聯經出版事業公司, 1991, 390-392쪽.
179) 崔珍烈, ｢北魏의 地域支配方式과 그 性格-華北지역을 중심으로-｣, 縣
東洋史學硏究郡 92, 2005,
128-129쪽.
180) 그러나 縣
魏書郡｢地形志｣를 보면 東魏初의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僑州郡縣이 靑齊지역과 淮北지
역에 남아 있었다. 이것이 北魏末 梁의 淮北 점령과 北魏의 회복 등 공방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지, 縣
魏書郡｢韓麒麟傳附顯宗傳｣의 기사와 달리 孝文帝의 정책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는지 현재로는 판단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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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張統이 1천여 家를 거느리고 慕容部에 항복하여 편제한 樂浪郡으로 편제하다.181)과 409년
北魏의 항복한 北燕의 遼東 民182), 432년 北魏로 遷徙된 遼東․樂浪․帶方․玄菟 4郡民의 존재
에서 본래 高句麗의 영토에 설치되었다는 遼東․樂浪․帶方․玄菟 4郡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313년 설치된 僑郡 樂浪郡의 위치에 따라 高句麗의 영토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
다. 후자의 4郡 지역은 高句麗의 영토였기 때문에 北燕의 遼東․樂浪․帶方․玄菟 4郡은 高句麗
의 정복 이후 쫓겨난 流民들을 安置한 僑郡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4郡이 史書에 등장한
409년과 432년은 高句麗 廣開土大王의 두 차례 後燕 征伐 이후의 시기이다. 僑郡 遼東郡의
존재에서 409년 무렵에 이미 遼東郡의 지역이 高句麗가 지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史書에 高句麗의 遼東 점령 기사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학계에서 高句麗의
遼東 점령 시기를 놓고 학설이 분분한 현실이다.
또 慕容部와의 전쟁에서 패해 高句麗로 도망친 冬壽의 무덤에서 발견된 安岳三號墳墨書銘
에 冬壽의 관명인 “使持節都督諸軍事平東將軍護撫夷校尉樂浪相昌黎玄菟帶方太守”이 주목된
다. 이 관명 앞에 東晉의 연호인 永和 13년(357)이 등장하기 때문에 高句麗의 지배를 받지 않
았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때가 故國原王 27년이고 발굴된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구 황해
도 안악군 용군면 유설리)의 위치를 보면 高句麗의 영토 안에 있던 지역이었으므로 高句麗의
지배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언급된 樂浪․昌黎․玄菟․帶方 4郡 가운데 昌黎郡은 확실
히 慕容部의 영토였고, 遼東郡에 僑置된 玄菟郡도 慕容部의 영토로 보는 견해가 있다. 樂浪
과 帶方은 한반도 안에 있던 郡이라고 하지만, 冬壽를 따라 高句麗로 망명한 漢人을 편제하
기 위해 설치된 僑郡일 가능성이 크다. 즉 高句麗에도 최소 한 개(昌黎郡) 혹은 두 개(昌黎․玄
菟 2郡)에서 최대 네 개(樂浪․昌黎․玄菟․帶方 4郡)의 僑郡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구 강서읍) 무학산 덕흥리고분 벽화에서 인
물 그림과 함께 燕郡太守, 范陽內史, 漁陽太守, 上谷太守, 廣寧太守, 代郡內史, 北平太守, 遼
西太守, 昌黎太守, 遼東太守, 玄菟太守, 樂浪太守 등의 관명이 기록되었다. 幽州의 治所인 廣
陽郡(國)을 포함하면 幽州 소속 13郡의 명칭이 보인다. 이 13郡 가운데 遼東․玄菟․樂浪이 당
시 高句麗가 지배한 지역에 설치되었던 과거의 郡名이고 나머지 10郡은 高句麗의 영토가 아
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13郡이 실제 高句麗가 지배한 지역, 혹은 高句麗에 망명한
혹은 포로가 된 漢人들을 編制한 郡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명칭만 보면 僑郡일 가능성
이 높지만, 幽州刺史 鎭의 본적이 冀州 長樂郡 信都縣183)이기 때문에 幽州와 관련이 없다.
181) 縣
資治通鑑郡 卷88 ｢晉紀｣10 愍帝建興元年四月條, 2798-2799쪽, “遼東張統據樂浪·帶方二郡, 與高
句麗王乙弗利相攻, 連年不解. 樂浪王遵說統帥其民千餘家歸廆, 廆為之置樂浪郡, 以統為太守, 遵參軍
事.”
182) 縣
魏書郡卷3 ｢太宗紀｣ 永興三年春正月己亥條, 51쪽, “昌黎·遼東民二千餘家內屬.”
183) 벽화에는 “▨▨郡信都縣都鄕中甘里”라고 기록되었다. 信都縣은 前漢時代에는 信都國, 後漢-西晉時
代 安平國에 속하였기 때문에(縣
漢書郡卷28下 ｢地理志｣8下 信都國條, 1633쪽; 縣
續漢書郡志第二十 ｢
郡國志｣2 冀州․安平國條細注, 3435쪽, “故信都, 高帝置. 明帝名樂成, 延光元年改.”; 縣
晉書郡卷14 ｢地
理志｣上 冀州․安平國條, 423쪽), “▨▨郡”의 ‘郡’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縣
魏書郡｢地形志｣에 따르
면 “晉改”라고 기록하여(縣
魏書郡卷106上 ｢地形志｣2上 冀州․長樂郡條細注, 2464쪽, “漢高帝置, 為信
都郡, 景帝二年為廣川國, 明帝更名樂成, 安帝改曰安平, 晉改.”) 西晉時代에 安平國에서 長樂郡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하였다. 縣
晉書郡｢地理志｣에는 安平國을 長樂郡으로 바꾸었다는 기록이 없으나, 縣
晉書
郡｢崔洪傳｣에 ‘長樂馮恢’(縣
晉書郡卷45 ｢崔洪傳｣, 1287쪽, “武帝世, 為御史治書. 時長樂馮恢父為弘農
太守, 愛少子淑, 欲以爵傳之.”), 縣
晉書郡｢顧榮傳｣에 ‘長樂馮熊’(縣
晉書郡卷68 ｢顧榮傳｣, 1812쪽, “齊王
冏召為大司馬主簿. 冏擅權驕恣, 榮懼及禍, 終日昏酣, 不綜府事, 以情告友人長樂馮熊.”)이 보인다. 당
시 사람 이름 앞에 本籍 郡名을 붙이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馮恢와 馮熊 앞에 붙은 ‘長樂’은 두 사
람의 本籍 郡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西晉時代에 安平國이 長樂郡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또
和頤가 長樂內史에 임명되었고(縣
晉書郡卷44 ｢華表傳附嶠傳｣, 1265쪽, “嶠有三子: 頤·徹·暢. 頤嗣, 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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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幽州刺史鎭이 幽州 및 屬郡 13郡과 지역적 연고가 없기 때문에 幽州 및 13郡을 僑州郡으
로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遼東郡 출신184) 冬壽는 遼東郡 이외의 幽州의 다른 郡인 樂浪․昌
黎․玄菟․帶方 4郡 太守를 역임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의 流民을 거느렸을 가능성이 있고,
僑郡일 가능성을 높인다.

至長樂內史. 暢有才思, 所著文章數萬言. 暢有才思, 所著文章數萬言. 遭寇亂, 避難荊州, 為賊所害, 時
年四十.”), 蔡宏이 長樂太守에 임명되었다(縣
晉書郡卷81 ｢蔡豹傳｣, 1812쪽, “父宏, 陰平太守. 豹有氣
幹, 歷河南丞, 長樂·清河太守.”). 여기에서 西晉時代 長樂國 혹은 長樂郡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西晉末 혹은 十六國時代 초기 石勒이 程遐와 裴憲을 長樂太守에 임명한 예가 보이며(縣
晉書郡卷35 ｢
裴秀傳附憲傳｣, 1051쪽, “署從事中郎, 出為長樂太守. 及勒僭號, 未遑制度, 與王波為之撰朝儀, 於是
憲章文物, 擬於王者.”; 縣
晉書郡卷104 ｢石勒載記｣上, 2724쪽, “章武人王眘起兵于科斗壘, 擾亂勒河間·
渤海諸郡. 勒以揚武張夷為河間太守, 參軍臨深為渤海太守, 各率步騎三千以鎮靜之, 使長樂太守程遐屯
于昌亭為之聲勢.”), 石勒이 趙王으로 즉위할 때 24郡을 趙國으로 편제했는데, 이 가운데 長樂郡의 명
칭이 보인다(縣
晉書郡 卷104 ｢石勒載記｣上, 2730쪽, “請依劉備在蜀·魏王在鄴故事, 以河內·魏·汲·頓丘·
平原·清河·鉅鹿·常山·中山·長樂·樂平十一郡, 并前趙國·廣平·陽平·章武·渤海·河間·上黨·定襄·范陽·漁陽·
武邑·燕國·樂陵十三郡, 合二十四郡·戶二十九萬為趙國.”). 따라서 西晉時代 어느 시점에 安平國이 長
樂郡으로 改名되었음을 알 수 있다. 前燕에도 冀州에 長樂郡이 있었다(高然, ｢十六國前燕疆域․政區
考｣, 縣
中國歷史地理論叢郡29-3, 2014, 81왼쪽-82왼쪽). 따라서 幽州刺史鎭 본적의 “▨▨郡”에 누락
된 두 글자는 ‘長樂’이었음이 분명하다.
184) 冬壽墨書銘에 “幽州遼東平郭都鄕敬上里冬壽”라고 하여 冬壽의 본적이 遼東郡 平郭縣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5

｢十六國時代 僑州郡縣 출현과 변화｣에 대한 토론
정원주(한림대)

東晉十六國과 南北朝時代에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한 流民 혹은 僑人들을 따로 編
制한 지방행정군현을 僑州郡縣이라고 한다. 이 논문은 중국의 십육국시대 각 국의 流民 정책
과 僑州郡縣 설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이 시기의 교주군현의 성격과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
였다.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1. 五胡諸國은 東晉南朝처럼 僑州郡縣을 세워 이들을 통치하는 대신, 현지 郡縣의 戶籍에
편제하여 토착화하는 방법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이처럼 十六國時代 각 국마다 流民을 安置하
는 데 그 방법을 달리하게 된 이유나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26쪽 “幽州刺史 鎭의 본적이 冀州 長樂郡 信都縣이기 때문에 幽州와 관련이 없다. 즉
幽州刺史鎭이 幽州 및 屬郡 13郡과 지역적 연고가 없기 때문에 幽州 및 13郡을 僑州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遼東郡 출신 冬壽는 遼東郡 이외의 幽州의 다른 郡인 樂浪․昌黎․玄菟․
帶方 4郡 太守를 역임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의 流民을 거느렸을 가능성이 있고, 僑郡일
가능성을 높인다.”
안악 3호분에서 묘주인 동수의 출신지를 “幽州 遼東(郡) 平郭(縣)都鄕 敬上里”라 하였는
데, 여기서 요동군은 서진 초인 276년에 幽州에서 平州가 분리된 이래로 평주 소속이 되었으
며 서진이나 동진대에 다시 유주로 환원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동수가 활동했던 선비 모용
씨 정권에서도 330년대 이래로 그가 사망했던 357년까지 유주와 더불어 평주가 유지되었습니
다. 따라서 요동군은 같은 시기 동수가 활동했던 선비 모용씨 정권에서도 유주가 아닌 평주
소속이었으며, 그가 사망할 때까지도 행정 편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동수의 묘지에 쓰인 출신지 기록은 당대의 공식 행정지명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
니다.[공석구(1998, 縣
高句麗 領域擴張史 연구郡
), 여호규(2009, ｢4세기 高句麗의 樂浪・帶方
경영과 中國系 亡命人의 정체성 인식｣), 안정준(2017, ｢4~5세기 樂浪・帶方郡 故地의 中國地
名 官號 출현 배경｣] 그러므로 동수도 엄밀한 의미에서 본적이 유주가 아니므로 유주자사 진
과 같이 유주의 다른 郡을 역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이 관칭
한 낙랑, 대방, 현토, 창려 太守號들은 해당 지역의 유민들의 대표로서, 그들 간의 결속을 유
지하고자 했던 이주민들의 의향을 일정하게 반영한 정치적 位號 형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이 교군이었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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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수의 위치 연구
장우순(홍익인간재단)

1. 머리말
遼水1)는 碣石山, 浿水와 더불어 한국 고대사의 영역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특
히 갈석산과 함께 우리 역사의 시원인 고조선의 세력권과 중원국가의 세력권을 가르는 경계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간 끊임없이 주목을 받아왔다. 일제 강점기 이후 오랫동안 遼寧省 遼
河2)가 요수라는 주장을 거의 의심 없이 정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근래에 들어서 중국으
로부터 많은 양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들어오고, 새로운 과학적 연구기법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주장들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반박하는 새로운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요수의 위치와 관련하여 제법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요수를 독립적, 전문적
인 주제로 다룬 연구는 드물고, 주로 古朝鮮의 영역, 漢四郡의 위치, 高·唐戰爭 등을 다루는
연구에 부가되거나 종속된 주제로 다룬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내용 역시 2000년대 이전에는
일제 식민사학이 주장하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병도는 요동군을 遼陽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보고, 지금의 요하를 요수로, 燕都 龍城을
요녕성의 金州라 주장하였다.3) 노태돈은 현도군의 고구려현에서 요수가 발원하여 서남으로 흘
러 대요수로 들어갔으므로 대요수는 지금의 요하라고 주장하였다.4)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원
전문헌에 해당하는 『서경』, 『산해경』, 『회남자』, 『사기』, 『염철론』 등이 묘사하는 요수의 내용
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이들의 연구는 낙랑군의 위치를 지금의 평양으로 전제하고 논
의를 진행하였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권오중은 전한의 요동군은 하북성 무종이며,5) 후한
의 요동은 현재의 요양인 양평이라고 주장하였다. 요동군이 옮겨진 시기는 한 무제 때이므로
요수는 지금의 요하가 된다는 것이다.6) 권오중은 지명이 이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지
만 한무제 때 요동군이 이동되었다는 주장은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윤내현은 원전문헌을 근거로 요수가 갈석산에서 발원하므로 난하가 요수이고, 난하의 지류
중 하나가 패수라고 주장하였다.7) 그의 연구는 고조선 연구에서 요서와 갈석산 등의 위치 문
제를 중심 의제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난하는 윤내현이 고대의 갈석산으로 판
1) 요수는 말 그대로 먼 곳에 있는 하천을 얘기한다. 먼 곳의 기준은 중원이다.
2) 『바이두백과』 「요하」, “辽河，中国东北地区南部河流。汉代以前称句骊河，汉代称大辽河，五代以后称
辽河(요하는 중국 동북지구의 남부를 흐르는 하천이다. 한대 이전에는 구려하였고, 한대에는 대요하였
으며, 오대 이후에 요하라고 불렀다)”. 요수는 한 이전의 문헌인 『산해경』에 이미 등장한다. 따라서
한나라 이전에 ‘구려하’였던 요하는 요수일 수 없다. 한나라 때 쓰여진 『염철론』이나 『회남자』에도
‘대요하’가 아닌 요수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요하는 요수일 수 없다. 요하는 거란이 요나라를 세운
이후에 요나라가 붙인 이름이다.
3) 이병도, 「현도군고」, 『한국고대사연구』, 1976. 이병도가 금주로 비정한 연도 용성은 『중국고금지명대
사전』(臧勵龢 等, 『中國古今地名大辭典』, ‘龍城’, 上海商務印書館, 1931. 126쪽)에 따르면 현재의 하
남성 장원현으로 옛날 하의 신하 용봉이 거주하여 유래된 이름이라 하였다.
4) 노태돈, 「고조선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 23, 1990
5) 권오중, 「전한시대의 요동군」, 『인문연구』 17, 1995
6) 권오중, 「후한 광무제기의 요동군-군체제의 허와 실」, 『인문학연구』 15, 1993
7) 윤내현,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고대사신론』,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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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창려현 갈석산에서 발원하지 않고, 그 결론도 그가 해석한 원전문헌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확한 분석이라 말하기 어렵다. 김진경은 비교적 최근에 전문적으로 ‘요수’
와 ‘갈석산’의 위치를 연구하였다. 그는 선행연구들이 사서의 조작 가능성을 감안하지 못한 점
을 비판하고, 『후한서』와 『구당서』에 기록된 각 지역과의 거리를 굴곡지수를 감안하여 km로
환산, 비교하여 두 책이 모두 조작되었음을 밝혀냈다. 그는 문헌과 굴곡지수상의 거리를 근거
로 계현을 산서성 둔유현으로 요수를 둔유현 동북쪽의 청장하와 탁장하로 보았다.8) 하지만 그
는 계현이 여러 차례 이동하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았고, 그가 요수로 비정한 청
장하와 탁장하의 발원과 흐름이 원전문헌의 내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시 정확
한 결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북한에서 초기 고조선 연구를 주도한 리지린은 『신당서』 「지리지」를 근거로 갈석산이 영주
유성군의 동쪽에 있어야 하므로 현재의 난하가 요수일 것으로 추정하였다.9) 그는 조선 성리학
과 일제 식민사학의 전횡으로 인한 학문적 공백을 감안할 때 당시로서는 독보적이라 할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조작의 가능성이 높은 후대의 중국문헌을 주요 근거로 삼았으며, 원
전문헌을 그 중요성에 비해 심도 있게 분석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 연구의 시행착오가 하나같이 원전의 내용을 중시하지 않아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최종 검증을 원전문헌으로 하였다면 훨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이처럼 원전문헌을 경시하는 풍
조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아마도 대다수 연구자가 사전에 전제를 가지고, 그 전제에 부합하
는 문헌을 취사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원전에 부합하
지 않는 미진한 결론은 새로운 연구와 도전을 촉발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선행연구들의 시행착오는 고대 지명의 연구에서 원전문헌이 갖는 중요성을 정확하게 보여준
다. 원전의 분석 없이 고대지명의 위치가 정확하게 추적될 수 없으며, 아무리 뛰어난 기법을
이용한 연구도 결국 원전의 검증을 거쳐야만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처럼 고대지명 비정의 핵심 근거인 원전문헌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려
한다. 한 이전에 생산된 요수와 관련된 문헌들을 주 텍스트로 분석하고, 후대의 문헌은 제한
적인 경우에 한해 참고할 것이다. 본고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한이나 이전에 이미 요수로 불리
던 하천이므로 한 이전의 원전문헌에 대한 중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산해경』, 『회남자』, 『염철론』, 『여씨춘추』 「有始覽」의 ‘高誘註’ 등은 요수와 갈석산, 요
새10), 계현 등의 긴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다. 때문에 갈석산, 계현, 장성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요수를 찾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된다. 이들과의 관계는 본고가 비정한 요수가 합리적인
비정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설득력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글의 전개는 우선 계현과 갈석산을 확인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요수의 위치를 찾
아보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요수의 위치가 확인되면 장성의 동단인 요동군의 치소 양평현
과 요수의 하류에 있었다는 요택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해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한편 이글에서 고증하고자 하는 요수는 요나라 때문에 명칭을 얻은 요하가 아닌 전국시대와
한대에 요수라 불린 하천이다. 당태종이 건넌 요수도 바로 이 요수이다. 요수가 요수라 불린
시대에 요하는 구려하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불린 기록이 명확히 남아있으므로11) 이들 두 하천
8) 김진경, 「고대 요수 위치의 비정에 관한 연구-한에서 요까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박사
학위논문, 2012
9) 리지린, 『고조선연구』,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10) 태항산맥에 설치된 장성을 의미한다.
11) 『바이두백과』 「辽河」, “辽河……汉代以前称句骊河, 汉代称大辽河, 五代以后称辽河(요하는 한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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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로 다른 지명이고, 따라서 요하는 절대로 요수일 수 없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요수의 위치를 고증하는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고대에 활동하였던 영역과 범위를 알아보는
데 그 1차적인 목적이 있다. 고대사의 영역과 범위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종족적 갈래와 문
화적 기원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요건이다. 고대사의 영역과 범위에 대한 확인은 마
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채워야만 하는 것처럼 역사를 연구할 때 가장 먼저 채워야 할 첫
장의 기록일 수밖에 없다. 자신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한 집단이 쓰는 역사는 누구의 역사인
지 알 길이 없는 무주체, 무존재의 역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고대사의 영역이나 고대 중국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근거를 제공하여 우리의
종족적 갈래와 문화적 기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되는 고지명 요수는 문헌
에 기록된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할 때 위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순서와 원칙들을 가
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순서상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요수나 갈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록된 연의
도읍 계현을 찾는 것이다. 계현을 찾았다면 다음에는 그 위치로부터 요수가 발원한다는 갈석
산을 찾아야 한다. 계현과 갈석산의 위치가 확인되면 문헌에 기록된 이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
함으로써 요수의 위치를 비교적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요수의 위치가 확인되면 요
택. 요동, 요서 등 요수를 기준으로 정의된 많은 지명도 어렵지 않게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요수는 역사적으로 연, 진, 한과 고조선이 경계를 이루던 시기와 수·당과 고구려가 전쟁을
하던 두 시기에 중원의 국가와 동이의 국가들 사이의 영역을 가르는 기준으로 등장한다. 우리
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이 두 시기에 요수로 불렸던 하천이다. 한대와 당대 모두 요수라는 지
명이 문헌에 존재하므로 적어도 한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지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 이전에 만들어진 지명 요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이나 그 이전에 작성된 문헌
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이나 그 이전의 문헌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최대한 한과 가까운
시기의 문헌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 본고는 요수가 기록된 초기의 문헌들인
동시에 원전에 해당하는 『산해경』, 『회남자』, 『염철론』, 『여씨춘추』, 『수경』 등 조작의 가능성
이 낮은 문헌들을 주 텍스트로 삼아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수·당대의 요수 및 요택에 대해서는 기록의 제한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당대 이후의 기록
인 『자치통감』이나 『삼국사기』 등을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왜곡과 조작의 가능성이 높은 이
들 당 이후의 문헌들이지만 비판적인 사료해독과 원전문헌과의 비교검증을 통해 ‘일정’이나
‘지명’ 등의 단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학적인 접근과 추론이 가능하였다. 상기한
문헌들 이외의 사료들은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참고사항으로만 이용하였다.
원전문헌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후대의 사서들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오염된 내용
을 담고 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당전쟁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퇴각하고, 죽을
때 고구려 정벌을 멈추라는 유언을 남겼던 당태종이나 그 후손들이 국가적으로 적대시하던 고
구려나 고조선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기록하였기를 기대한다면 그야말로 상식적이지 못한 희망
이다. 적어도 고구려와 중원의 국가들이 대립하던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의 문헌들에 나오는
고구려나 고조선에 대한 기록은 그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하고,

에는 구려하라 불렀고, 한대에는 대요하라 불렀으며, 오대 이후에는 요하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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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주요 지명을 비정하는 연구에 주요 텍스트로 활용해서는 곤란하다.
원전 문헌들 외에 계현, 갈석산, 요수 등과 관련된 중국의 고고학적 성과 역시 연구의 과정
에서 충분하게 활용할 것이다. 특히 연하도, 황금대, 수성, 장성유적 등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성과들은 이 글의 논지를 전개하는 중요한 논거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형도, 지질도, 각
종 인터넷 지도, 현장 사진 등과 같은 시청각 자료나 중국의 고지명을 근대나 현대의 지명으
로 풀어놓은 『중국고금지명대사전』, 일반적 상식을 수록한 중국의 백과사전 등의 사전류도 충
분히 참고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자칫 문구에 매몰되어 평면화 되고 박제화 되기 쉬운
역사적 지식과 사고에 사실적, 입체적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 요수의 위치
1) 계현과 갈석산의 위치
① 계현은 중국 하북성 보정시
『한서』 「지리지」는 “薊縣은 남으로 제·조와 통하고 발해와 갈석산 사이의 하나의 도회이
다.”12)라고 하였고, 『사기』는 “대개 연은 발해와 갈석산 사이의 하나의 도회이다. 남으로 제·
조와 통하고 동북으로 호와 인접하고 있다.”13)고 하였다. 종합하여 이해한다면 연의 도읍 계
현은 발해와 갈석산 사이에 있고, 남으로 제와 조가 가까운 곳에 있으며, 동과 북으로는 호가
인접해 있다는 것이다.
연의 도읍 계현이 하북성 보정시 역현 경내의 연하도라는 사실은 중국당국에 의해 오래전에
밝혀졌다. 국민당 정부 시절인 1930년대부터 발굴이 시작된 연하도는 燕刀, 燕瓦 등의 유물이
다수 발굴되어 중국의 학계에서는 연나라 전성기인 소왕 때의 도읍으로 인정되고 있다.14)
역현의 연하도가 계현이라는 사실은 중국에서는 상식이다. 중국의 백과사전도 연하도가 연
의 전성기 도읍이라고 기록하고 있다.15) 역현이 계현이라는 사실은 비교적 후대의 중국문헌에
서도 확인된다. 송대의 지리지인 『태평환우기』는 “진시황이 연을 멸하고 36군을 설치하였는데
연 도읍과 그 서쪽에 설치한 것이 상곡군이다.”16)라고 하였다. 당시 상곡군은 지금의 보정시
이므로17) 보정시에 속한 역현 등의 지역이 연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보정시에는 연하도 외에도 연장성, 수성, 황금대 유적 등이 있는데 특히 황금대는 연소왕이
12) 『한서』 「지리지」, “薊南通齊趙, 渤碣之間一都會也”
13) 『사기』 「화식열전」, “夫燕亦渤碣之間一都會也. 南通齊趙東北邊胡”
14) 北京市西周燕都遺蹟博物館, 『河北易縣燕下都遺蹟』 2013. 李冬云, 「揭秘“燕下都”：原来“燕赵”的
“燕”来源于这儿」, 『河北日報數字報』, 2016, 12, 15. 연하도는 성의 서쪽에 방어시설이 있고, 역수 북
안에 위치하여 동북의 고조선, 동호 보다는 중원국가들을 막기에 적합한 위치이다. 또 국력이 가장
약한 나라의 도성으로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도 연의 도읍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큰 유적이다.
15) 『百度百科』 「燕下都遗址」, “战国时期燕国的都城遗址(전국시기 연국의 도성유적이다.)”, “在河北省易
县境内。燕下都遗址是已知已发现的战国都城中最大的一座, 建于战国末期燕昭王时代(公元前311年)(하
북성 역현 경내에 있다. 연하도유적은 이미 알려지고, 발견된 전국시대 도성 유적 중 가장 큰 것의
하나다. 전국말기인 연 소왕 시대(서기전 311년)에 지었다.)”
16) 『태평환우기』 「하북도」 ‘유주’, “始皇滅燕置三十六郡以燕都及燕之西陲爲上谷郡”
17) 진이 설치한 상곡군이 보정시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百度百科』 「保定市」는 “保定, 古称上
谷…”이라 하여 보정의 옛 이름이 상곡이었음을 말하고 있고, 臧勵龢 등이 펴낸 『中國古今地名大辭
典』 ‘上谷郡’에서도 “秦滅代. 置上谷郡, 舊保定, 易州, 宣化, 及順天, 河間之一部…”라 하여 보정, 역
주, 선화, 순천 등 보정시 역현 일대가 진이 설치한 상곡군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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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사를 모시기 위해 갈석산이 마주 보이는 곳에 지은 것으로 도읍인 계현 인근에 위치하였을
것이 당연하다. 다음 글은 『수경주소』 「권 11」 ‘역수’편에 기재된 황금대에 대한 기록이다.

燕昭王曰安得賢士以報齊讐□郭隗曰王能築臺于碣石山前尊隗為師天下賢士必自至如其言作臺以金玉崇
之號黃金臺18)
연 소왕이 “어찌하면 현사를 얻어 제나라에 원수를 갚을 수 있겠소”라고 물었다. 곽외가 답하기를
“왕께서 갈석산 앞에 대를 짓고 저(곽외)를 높여 스승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천하의 현사들이 스스로
찾아 올 것 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말대로 대를 지어 금옥으로 장식하여 황금대라 불렀다.
다음은 薛国屏이 편찬한 『中国古今地名对照表(續)』의 황금대 관련 기록이다. 이 글은 역현
의 황금대가 진짜 황금대며 나머지 황금대는 후대에 세워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도를 검색
해보면 황금대는 역현의 서쪽 백석산이 마주보이는 곳에서 발견된다.

燕昭王招賢所筑在今河北易縣東南的北易水南. 今北京市徐水滿城定興均有黃金台, 乃后人依托19)
연 소왕이 현사를 모시기 위해 세웠다. 지금의 하북성 역현의 동남에 있는 북역수의 남쪽에 있다.
지금의 북경시, 서수, 만성, 정흥에도 모두 황금대가 있는데 이는 후대의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기록을 통해 갈석산, 계현, 황금대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위치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비교적 오래된 근대시기의 중국의 지명대사전의 다음 문장도 계현의 위치를 북경의 서남
쪽 역현으로 지목하고 있다.

秦置. 故城在今河北省大興縣西南20)
진이 설치하였다. (계현의)고성은 오늘의 하북성 대흥현의 서남에 있다.
대흥현은 현재 북경의 서남쪽에 위치한 대흥구로, 대흥구 서남으로 30∼40km를 가면 역현
이 나온다. 사전의 기록은 역현 인근에 진이 설치한 계현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② 갈석산은 보정시 내원현의 백석산
갈석산의 위치에 대해 최근 한국의 학계에는 하북성 진황도시 창려현 갈석산, 하북성 석가
장시 구문현 무차산, 산동성 빈주현 갈석산, 하북성 보정시 내원현 백석산 등의 네 가지 설이
제기되어 있다.
앞에서 이미 계현이 연하도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현은 『사기』나 『한서』 등의 기록대로
발해와 갈석산 사이에 있어야 하므로 연하도의 동쪽에 있는 발해의 반대편인 연하도의 서쪽에
서 찾아야 한다. 마침 연하도 서쪽에는 태항산맥의 줄기가 길고 높게 펼쳐져 있다. 이 산맥의
산들 중 하나, 혹은 일부가 갈석산일 것이다.
『서경』 「하서」 ‘우공’ 11장은 “도이는 가죽옷을 입고, 오른쪽으로 갈석을 끼고 황하로 들어
온다.21)”고 하였고, ‘우공’ 84장은 황하가 “태항산에서 갈석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

18)
19)
20)
21)

『수경주소』 「권 11」 ‘역수’.
薛国屏, 『中国古今地名对照表(續)』, ‘黃金臺’, 上海辞书出版社, 2014.
臧勵龢 等, 『中國古今地名大辭典』, ‘薊’, ‘薊縣’, 上海商務印書館, 1931.
『서경』 「하서」, ‘우공’, 11장, “島夷皮服, 夾右碣石入於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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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22) 『산해경』 「북산경」은 “繩水가 발원하여 동으로 흘러 황하로 들어간다.”고 하였다.23)
『회남자』 「지형훈」은 “요수가 갈석산에서 나와 요새로부터 북쪽과 동쪽으로 흐르다가 바로 요
동의 서남을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24)”고 하였으며, 『염철론』 「험고」는 “연은 갈석산으로 막
혔으며, 사곡에 의해 끊어지고 요수로 둘러싸였다.25)”고 하였다. 또한 『사기』는 “대개 연은
발해와 갈석산 사이의 하나의 도회이다. 남으로 제조와 통하고 동북으로 호와 인접하고 있
다.”고 하였고,26) 『한서』 「지리지」는 “계현은 남으로 제·조와 통하고 발해와 갈석산 사이의
하나의 도회이다.”라고 하였다.27)
갈석산을 기록한 상기 문헌들을 토대로 갈석산의 조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황하와 인접하고, 황하가 바다로 들어가는 곳에 있어야 한다. 발해에서 황하에 들어갈 때 오른쪽
에 위치하여야 한다.(『서경』)
나) 갈석산과 발해 사이에 연의 도회(계현)가 존재하여야 한다.(『사기』, 『한서』)
다) 남으로 제·조와 통해야 한다. 즉, 남쪽이 제·조의 국경과 가까워야 한다. (『사기』, 『한서』)
라) 요수(승수)가 발원하고, 요수가 연(계현)을 둘러싸고 있어야 한다. 요수(승수)가 동으로 흘러 황하
로 유입되어야 한다.(『산해경』, 『회남자』, 『염철론』)
이들 조건을 기준으로 기존 주장들을 살펴보자.
윤내현은 북위·북제 때의 장성과 연·진의 장성을 혼동하여 진황도시 창려현 갈석산을 계현
옆의 갈석산으로 오해하였다. 만약 갈석산이 창려현 갈석산이라면28) 나)의 조건인 연나라 도
읍 계현은 존재할 수 없다. 〈그림 1〉과 같이 창려현 갈석산은 발해와 붙어있어서 그 사이에
도회가 될 만한 땅이 없다. 제·조와도 1000리 이상 떨어져 있어 남으로 이들 나라와 통해야
하는 다)의 조건도 충족할 수 없다. 창려현 갈석산 인근에 있어서 요수라고 주장하는 난하도
이 산에서 발원하지 않으며, 난하가 둘러싸고 있는 도회 역시 찾을 수 없으므로 라)의 조건에
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창려현의 갈석산은 연의 도읍인 계현과는 무관하다.
산동성 빈주시 무체현 갈석산은 예부터 항해의 지표가 되었던 산이다. 산과 발해 사이에 적
당한 공간이 있어서 도회가 들어서기에 적당하지만 지금의 땅은 한나라 이후에 퇴적되어 생긴
것으로 당시에는 바다와 접해 있었다. 즉 나)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또 남으로 제와 가깝
지만 조와 통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29) 다)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평야여서 하천
이 발원해야 하는 라)의 조건에 맞지 않고, 당시의 황하로 들어갈 때도 왼쪽에 위치하게 되어
가)의 조건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무체현의 갈석산도 계현과는 관련이 없다.
석가장시 구문현 무차산이 갈석산이라는 주장은 『사기』의 ‘정의’에서 『전국책』을 인용해
“갈석은 구문현에 있다. 지금의 상산군에 속한다. 대개 따로 있는 갈석과 이름이 같다. 지금의
구문의 무차산이다.30)”라고 한 기록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석가장시 구문현은 평야로 요수가
발원할 수 없어 라)의 조건에 부합할 수 없고, 당시의 황하 하구와도 수 백리 떨어져 있어서

22)
23)
24)
25)
26)
27)
28)
29)
30)

『서경』 「하서」, ‘우공’, 84장, “太行恒山至于碣石入于海”
『산해경』 「북산경」, “碣石之山繩水出焉而東流注於河”
『회남자』 「지형훈」, “遼水出碣石山自塞北東流直遼東之西南入海”
『염철론』 「험고」, “燕塞碣石絶邪谷繞援遼水”
『사기』 「화식열전」, “夫燕亦渤碣之間一都會也. 南通齊趙東北邊胡”
『한서』 「지리지」, “薊南通齊趙, 渤碣之間一都會也”
윤내현, 『사료로 보는 우리 고대사』, 서울, 만권당, 2017.
당시 제나라는 산동성 대부분 지역, 조나라는 산서성과 섬서성 일부에 걸쳐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기』 ‘정의 주’, “戰國策曰碣石在九門縣今屬常山郡蓋別有碣石與此名同今驗九門無此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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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조건과도 맞지 않는다. 오직 남으로 제·조와 통한다는 다)의 조건에만 부합한다. 따라서
이 주장 역시 타당한 해석이라 볼 수 없다. 하지만 구문현 서쪽의 오대산을 그 북동쪽으로 붙
어있는 백석산까지 연결하여 갈석산이라고 불렀다면, 무차산은 백석산 혹은 오대산을 표현하
는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일 수 있고, 이 모두가 갈석산의 범위에 속할 가능성도 있다.31)
『서경』 「하서」 ‘우공’편이나 『산해경』, 『회남자』, 『사기』, 『한서』, 『염철론』 등이 말한 갈석
산은 바로 연나라의 도성 유적으로 알려진 연하도 유적이 발굴된 하북성 보정시 역현 인근의
백석산32)이다. 현재 역현 동쪽에 위치한 천진이 당시에는 바다와 황하의 하구였으며, 해안선
도 지금보다 100킬로미터 이상 내륙으로 들어와 있었다. 당시 보정시와 역현의 동쪽으로는 황
하 하류의 북안과 발해를 따라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따라서 나)의 조건인 발해와 갈석
사이에 연의 도회가 있어야 하는 조건에 부합한다. 또 발해에서 황하로 들어가다 보면 백석산
이 오른쪽에 있으므로 가)의 조건에도 부합한다. 백석산은 서남으로 조와 동남으로 제와 가까
운 거리에 있으므로 다)의 조건도 충족한다. 한편 『회남자』에서는 요수가 ‘갈석에서 발원하여
요새로부터 동북으로 흐르다가 요동의 서남을 지나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였고, 『염철론』에서
는 ‘연은 갈석산으로 막혔으며, 사곡에 의해 끊어지고 요수로 둘러싸였다’고 하였는데 백석산
에서 발원한 拒馬河가 그렇게 흐른다. 백석산 인근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다가 동쪽으로
흘러 평야로 내려오고, 역현을 감싸고 흐른 뒤 다시 동남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이 거마
하가 바로 고대의 요수이며, 따라서 백석산은 라)의 기준에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다음의 〈그
림 1〉은 창려현 갈석산, 무체현 갈석산, 보정시 내원현 백석산 및 요수를 나타낸 지도이다.

〈그림 1〉 창려현 갈석산, 무체현 갈석산 및 백석산과 요수
살펴본 것처럼 고고학적으로 증명 되었고, 대부분의 문헌기록과 일치하는 하북성 보정시의
역현 일대와 백석산이 연의 도읍인 계현과 그 인근에 있어야 하는 갈석산이다. 뒤에 다시 언
급하겠지만 『진서』, 『통전』 등의 기록을 따른다면 갈석산은 장성이 시작되는 곳이므로 장성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만 하는데 바로 이 백석산에 장성의 유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다.33)
한편 『중국고금지명대사전』의 다음 문장도 갈석산이 역현 서남쪽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碣石, 在幽州薊縣西三十五里」, 薊縣故城在今京兆大興縣西南.34)
갈석은 유주 계현의 서남 삼십오리에 있다. 계현 고성은 지금의 경조 대흥현의 서남쪽에 있다.
31)
32)
33)
34)

백석산과 오대산은 태향산맥의 가장 북단에 해당하는 산들로 각각 북동과 남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정시 내원현(涞源县)에 있다. 태항산맥의 최북단 위치하며 면적은 54㎢, 최고높이는 2096m이다.
백석산의 장성은 연나라 때에 축성한 후 명대에 다시 보수한 것이다.
臧勵龢 等, 앞의 책, ‘碣’, ‘碣石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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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은 북경의 서남에 경조 대흥현35)이 있고, 대흥의 서남에 계현이 있으며, 계현인 역현의
서남쪽 35리, 약 20km 지점에 갈석산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역현의 서남쪽 18km
지점에 위치한 산은 백석산이 유일하다. 따라서 백석산이 갈석산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음의 〈그림 2〉는 북경 대흥구와 역현, 백석산의 위치도이다.

〈그림 2〉 북경, 대흥, 역현, 갈석산의 위치

3) 요수의 위치와 요동·요서 그리고 진장성
① 문헌에 기록된 요수
요수가 기록된 가장 오래된 문헌인 『山海經』 「海內東經」은 “요수는 위고(衛皋)의 동쪽에서
발원하고 동남으로 흘러 요양에서 발해로 들어간다.36)”고 하였다. 『회남자』 「지형훈」은 “요수
가 갈석산에서 나와 요새로부터 북과 동으로 흐르다가 곧바로 요동의 서남을 흘러 바다로 들
어간다.37)”고 하였다. 『염철론』 「험고」는 “연의 요새 갈석산은 사곡에 의해 끊어지고 요수로
둘러싸여있다.38)”고 하였고, 『여씨춘추』 「유시람」의 ‘고유 註’는“요수는 지석산에 발원하여 요
새로부터 북과 동으로 흐르고 곧바로 요동의 서남을 지나 바다로 들어간다.”39)고 하였다. 『水
經』은 “대요수는 요새의 바깥에서 출원하여 백평산을 막고 있는데, 동남으로 요새로 들어가
요동 양평현 서쪽을 지난다.……동쪽으로 안시현 서남을 지나 바다로 들어간다.40)”고 하였다.
『요수』는 어느 시기부터 중원의 화인들과 동북의 이인들을 가르는 경계로 작용하였다. 따라
서 요수를 기록한 문헌 중 화인들과 이인들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된 이후에 생산된 문헌
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록의 객관성을 의심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산해경』은 동이에 의해 편찬되었다는 것이 중국 및 한국 연구자들 다수의 견해다. 게다가
『산해경』이 기록된 전국시대에는 화족과 이족 간에 커다란 충돌의 계기나 양상이 발견되지 않
는다는 점에서도 비교적 객관적인 사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회남자』를 쓴 유안은 한조를 창시한 유방의 손자이지만 할머니가 옥에서 죽고, 아버지가
자살하는 등 불우한 성장기를 보내며 도가적이며, 반 패권적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그 성향
상 비교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과거의 문헌을 참고하여 기록을 생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염철론』은 『사기』와 비슷한 시기에 환관에 의해 집필되었다. 한 관료들의 관점을 보여주는
35)
36)
37)
38)
39)
40)

지금의 북경 대흥구로 북경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산해경』 「해내동경」, “遼水出衛皋東東南注渤海入遼陽”
『회남자』 「지형훈」, “遼水出碣石山自塞北東流直遼東之西南入海”
『염철론』 「험고」, “燕塞碣石絶邪谷繞援遼”
『여씨춘추』 「유시람」 ‘高誘註’, “遼水出砥石山自塞北東流直至遼東之西南入海”
『수경』, “東南入塞過遼東襄平縣西, 東南入塞過遼東襄平縣西…東過安市縣西南入于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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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일정하게 한 조정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화족과 이족이 본격적으로 충돌하
는 시작점이 진의 중원통일인데, 이는 목적이 사라진 거대한 정치체 내부에서 반드시 발생하
는 갈등의 해결과정이다. 진에 이어 중원의 제국이 된 한 역시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결속력
을 강화하기 위한 통치이데로기로 외부의 적이 필요하였고, 그 적으로 지목된 것은 수천 년간
중국의 문명을 주도한 동이족이었다.41) 『사기』나 『염철론』 등에서 시작되는 동이나 고조선에
대한 폄하나 공격적인 사고는 이러한 한의 정치적 전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동
이나 고조선 관련 기록을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한 초기에는 왜곡의 범위와 정도가
훗날의 사서들에 비해서 상당히 제한적이다. 주로 혈통을 속이거나 동이의 문명을 화족의 것
으로 바꿔치기하는 정도이고, 지명같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조작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지
명인 요수에 대한 『염철론』의 기재 내용 역시 비교적 신뢰할 만한 기록으로 판단된다.
『수경』은 삼국시대에 편찬되었다고 전하지만 작자를 알 수 없다.42) 중원과 고구려의 갈등이
증폭되던 시기의 기록이며, 한의 『사기』나 『한서』 등에서 시작된 동이에 대한 왜곡과 조작이
일정하게 한족의 문화경향으로 자리 잡은 시기의 기록이다. 다소 기록의 객관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지만 『수경주』, 『진서』, 『구당서』와 같은 노골적인 조작이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요수
관련 내용은 이전 문헌들과 큰 차이가 없어서 조작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당, 송, 요, 명 등의 시기에 기록된 문헌들은 이미 삼국시대나 당의 조작된 기록들을
근거로 하였고, 후대로 올수록 전 시기의 기록들과 다른 황당한 내용들이 많아지므로43) 특히
영토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할 가치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이들 시기는 고구
려와의 갈등 당시나 이후로 정치적으로 오염된 내용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헌들의 시기별 특징을 감안하면서 각 문헌에 수록된 요수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하
면 요수는 대개 다음과 같은 기준들로 정리될 수 있다.

가) 요수가 발원하는 곳은 위고의 동쪽, 갈석산(백석산), 지석산, 혹은 요새의 바깥이다. (『산해경』,
『회남자』, 『수경』, 『여씨춘추』 「유시람」 ‘高誘註’)
나) 요수의 흐름은 요새의 북쪽과 동쪽으로 흐른다. 요새로 들어갈 때 동남으로 흐른다. (『회남
자』, 『수경』, 『여씨춘추』 「유시람」 ‘高誘註’)
다) 요수는 요동의 서남쪽, 혹은 요동 양평현의 서쪽을 지난다. (『회남자』, 『여씨춘추』 「고유
注」)
라) 요수는 연의 요새인 갈석산을 둘러싸고 있다. (『염철론』)
마) 요수는 백평산을 막고 있다. (『수경』)
바) 요양44)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안시성의 서남을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산해경』, 『수경』)
41) 장우순·문치웅, 「고대사에 대한 중국문헌의 역사 인식 변화」, 『고조선단군학』 제 37호, 2017, 12,
213∼217쪽.
42) 두우는 후한 순제 이후의 기록이라 단정하였고, 청의 양수경은 삼국시대 이후의 책이라고 하였다.
『구당서』·『신당서』는 晉의 곽박이 지었다고 하였다. 전한시기의 기록이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43) 중국문헌은 진개의 고조선 침략에 대해서는 『위략』, 낙랑군과 관련해서는 『한서』, 하천의 흐름에 대
해서는 『수경주』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내용이 달라지거나 혹은 없던 기록이 생겨난다. 진개의 고조
선 침략은 고조선을 다룬 『염철론』, 『사기』, 『전국책』 등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단지 진개가 동호를
공격한 사실만이 발견된다. 이들 책에서는 동호와 고조선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다. 낙랑군 등 사군
에 대해서는 당시에 쓰인 『사기』에 단지 한사군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언급되어 있지만 『한서』는 구체
적으로 사군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서』의 한사군 기록은 「무제기」, 「지리지」, 「오행지」의 내용
이 각각 다르다. 후대의 가필이 의심 된다. 『수경주』는 특히 패수와 관련해서 그 이전의 기록들이 한
결같이 ‘동남류’라고 기록한 것을 정확한 근거 없이 서북류로 바꾸었다. 요수, 패수 등 중국과 고조
선·고구려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던 이들 하천이 동남류에서 일시에 모두 서남류, 서북류 등으로 바뀐
것은 조작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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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의 조건은 요수가 발원하는 곳으로, 위고의 동쪽, 갈석산, 혹은 지석산이며, 동시에
요새의 바깥이어야 한다. 요새의 바깥에서 발원한다는 것은 요새인 장성을 경계로 중원 쪽이
아닌 그 반대쪽에서 발원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태항산맥에 조성된 연 장성의 동쪽이나 북
쪽에서 발원한다는 것이다. 본고가 요수로 추정하는 거마하는 장성의 바깥인 백석산의 북쪽에
서 발원한다. 한편 지석산은 갈석산이나 백석산의 다른 이름일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유시
람」 ‘高誘註’가 『회남자』의 내용과 ‘지석산’ 하나만 제외하면 완전히 같기 때문이다. 아마도
갈석산이 후한대에 지석산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이다.45)
위고는 요수가 발원하는 백석산의 서쪽에 있는 지역의 지명으로 고구려의 중심부를 둘러싸
고 있는 태항산맥의 일부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衛皐’의 위는 지킨다는 의미이
고, 皐는 고구려의 高자와 어의와 음이 같다. 더군다나 백석산에서 시작되는 거마하의 물줄기
가 지나는 보정시 역현의 인근에서 西皐村, 南皐村 등 皐字를 사용하는 지명들이 발견되고,
인근에서는 고구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高, 皐, 藁 등으로 시작되는 수많은 지명이 존
재한다. 衛皋가 「해내동경」에 수록된 것으로 보아 발해만 북쪽이 아닌 산동성이나 하북성 남
부지역을 가리키며, 높은 곳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추정할 수 있다. 산동성과 하북성 남부는
대부분 평야지대로 고지대는 태항산맥에서 주로 발견되므로 위고는 아마 태항산맥의 어느 지
역을 의미할 것이다. 갈마하가 발원지 역시 태항산맥에 위치하므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
나)항의 조건은 요수가 흐르는 방향이다. 앞에서 이미 백석산에서 흘러나온 거마하가 북쪽
과 동쪽으로 흐르다가 역현을 감싸고 산을 내려오면서 동남쪽으로 향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徐水縣 일대가 연장성 동단과 북단인데, 요새 밖에서 출원한 거마하는 백석산을 돌아 평
지로 내려오면서 동남으로 흘러 서수현 일대로 들어온다. 서수현 장성으로 들어오는 거마하의
흐름이 동남향이므로 요새로 들어올 때 동남쪽으로 흐른다는 기록에도 정학하게 부합한다.
다)의 조건은 요수가 요동의 서남쪽을 지나며, 동시에 양평현의 서쪽을 지난다는 것으로, 요
동과 양평현의 지리적 관계를 요동군의 남쪽에 그 치소 양평현이 있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요동군과 양평현의 위치는 문헌상으로는 대략적인 위치 외에는 파악이 어려우므
로 먼저 요수를 확정하고 난 뒤, 그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상 보다 정확할 것이다.
라)의 조건은 연의 요새인 갈석산을 둘러싸고 있는 하천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백석산에서
발원한 거마하는 갈석산인 백석산을 굽이굽이 돌면서 흐르고 있다.
마)의 조건인 백평산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먼저 백평산의 위치가 확인되어야 한
다. 백평산은 지도나 문헌에서 현재의 지명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어느 시기 백석산이
백평산으로도 불렸다면 이 경우 거마하가 백석산을 북서쪽에서 가로막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의 조건은 요수가 요양에서 동남방향으로 바다로 들어가고, 안시현46)의 서남쪽을 지나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거마하는 지금의 천진 및 창주의 경계 지역에서 동남방향으로 발
해로 들어간다. 역현과 천진의 중간지점, 즉, 천진이 바다이던 시절 거마하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요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시현은 요양의 동북에 있던 것으로 이해된다. 계현
이나 갈석산의 위치를 감안하면 요녕성 요양이 당시 요양이라는 말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살펴본 것처럼 문헌의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하천은 백석산에서 발원하여 역현을 싸고 흐른

44) 이 요양은 지금의 요양이 아니다. 지금의 요양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요수와 관계가 없다.
45) 갈석을 하기 위해서는 지석이 필요하다. 즉, 비를 새기기 위해서는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갈석
산과 지석산은 같은 산을 지칭하는 명사일 가능성이 높다.
46) 삼국시대인 魏나 晉대의 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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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동쪽으로 흘러 안신현의 요택으로 모였다가 천진쪽으로 흘러 발해로 유입되는 거마하이다.
② 장성의 동단 양평
거마하가 요수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제 문헌에 요수나 갈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요동군의 양평현을 추적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요수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사기』 「흉노열전」은 동호에 인질로 잡혀있다 신임을 얻어 풀려난 진개가 동호를 습격하여
1000여 리를 쫓아내고 장성을 쌓았는데, 조양에서 양평에 이르며,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의 다섯 군을 그 안에 설치하였다고 기록하였다.47) 기록대로라면 장성의 동쪽 끝은 양평
으로, 요동군도 역시 같은 곳에 있어야 한다.48) 양평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면,
요동, 요수의 위치와 함께 장성의 동쪽 끝이 어디인지도 찾을 수 있다.
『통전』은 당의 재상 두우49)가 중국의 제도사를 기록한 사서이다. 고·당전쟁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의 저작으로 당이 국가적으로 고구려를 적대시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
서 고구려나 고조선에 대한 편견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통전』의 기록은 역으
로 고조선이나 고구려의 영토를 과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통전』의 기록을 근거로 위치를
파악한다면 적어도 과장의 우려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 시기의 지명에 대해서는 가
장 정통한 문헌이므로 당나라 때를 기준으로는 가장 정확하게 고대의 지명을 고증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통전』은 고대와 현대의 지명을 연결하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이 기
대되는 문헌이다. 당나라 이전과 이후의 지명이 대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더욱 고대의
지명을 당나라의 지명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통전』의 기록은 가치가 있다
『통전』 「변방」 ‘흉노上’에서는 “그 후 연장 진개가 동호를 습파하여 천 여리를 몰아내고,
장성을 쌓아 조양에서 양평에 이르렀는데, 조양은 오늘의 규천군 북쪽이고, 양평은 요동의 치
소로 오늘의 안동부이다.50)”라고 하였다. 앞은 『사기』를 인용한 것이고 뒤는 연과 진 당시의
지명이 당대에 어떻게 불렸는지를 설명한 내용으로 조작과 과장이 필요 없는 문장이다. 두우
가 장성의 동단 양평이 당의 안동부라고 지목하였으니 당의 안동부를 찾아 지금의 어디인지
확인하면 당시 장성의 동단과 요동, 요수를 찾을 수 있다.
『통전』 「주군」의 ‘연주(兗州)上’은 “옛 청주에 오늘날 군과 부를 7개 설치하였는데 북해군,
제남군, 지천군, 고밀군, 동래군, 동모군, 안동부이다.51)”라고 하였다. 이 문장 역시 과거의 지
명이 당대에 어떻게 불렸는지를 설명한 것으로 조작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두 문장을 통해
진의 양평은 당나라의 안동부이며, 안동부가 옛 청주지역에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주는 전국시대 제나라에 속한 지역으로 중국의 고지도와 여러 문헌에 산동성의 중북부 지역
으로 나온다.52) 어떻게 보아도 황하를 북으로 넘거나 지금의 요녕성에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

47) 『사기』 「흉노열전」, “燕有賢將秦開…歸而襲破走東胡, 東胡卻千餘里. 與荊軻刺秦王秦舞陽者, 開之孫
也,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48) 연장성은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거의 없지만 진장성과 동단이 같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49) 杜佑(735년∼812년)는 당의 정치가·역사가로 덕종 ·순종 ·헌종 대에 재상을 지냈다. 사마천 이후 제
일의 역사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가 지은 『통전(通典)』은 제도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50) 『통전』 「변방」 ‘흉노’, “其後燕將秦開襲破東胡卻千餘里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造陽在今媯川郡之北
襄平即遼東所理今安東府”
51) 『통전』 「주군」 ‘연주(兗州)上’, “古青州今置郡府七北海青濟南齊淄川淄高密密東萊萊東牟登安東府”
52) 『서경』 「우공」, “海岱惟青州爲古九州之一上古爲東夷之地至夏商間先後爲爽鳩氏季則氏逄伯陵氏所據
周初封呂尚爲齊侯地始歸於齊曆春秋戰國之世均爲齊屬”라 하여 청주가 동이의 땅으로 주초 이래로 계
속 제나라에 속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청주는 산동성 일대를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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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의 백과사전에도 양평이 전국말기 연에 의해 설치되고, 404년 고구려가 점령하여 요
동성으로 이름을 바꾸고, 668년 당이 고구려를 물리친 후 안동도호부를 설치한 것으로 기록되
어 있다.53) 아마 중국 학계의 통설일 것이다. 양평이 있던 곳에 요동성이 설치되었으며, 뒤이
어 안동도호부, 안동부가 차례로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장성의 동단에 해당하는 양평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이 요하 동쪽에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산동성 북부나 하북성 남부에 있어야 합당하다는 것을 원전문헌인
사기나 이를 인용하여 지명을 설명한 통전 역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장성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이 가지는 일상적인 오해가 하나 있다. 이는 중국의 일반 상
식을 몰라서 생기는 해프닝이다. 다음은 중국의 상식을 전하는 『바이두백과』에 수록된 「팔달
령장성」 본문이다. 팔달령은 북경 북서쪽의 고개로 우리가 연장성이나 진장성의 북단으로 착
각하는 곳이다.

一千五百年前的北魏，曾在八达岭一带修筑长城。据《魏书世祖本纪》记载，北魏拓跋氏太平真君七年
（446年），在国都平城（今大同）以北，修筑长城，名叫“畿上塞围”，东起上谷军都山（即八达岭一
带），西至黄河岸。后来到北齐王朝天保六年（555年），又修筑长城，西起大同，经军都山东去，把
长城延长到了海边。
1500년 전의 북위가 이미 팔달령 일대에 장성을 쌓았다. 『위서』 「세조본기」에 따르면 북위 척
발씨 태평진군 7년(서기 446년)에 국도 평성(지금의 대동)의 북쪽에 장성을 쌓고, ‘기상새위’라 하였
다. 동으로 상곡 군도산(팔달령 일대)에서 서쪽으로 황하 연안에 도달하였다. 후에 북제의 천보 6년
(서기 555년)에 다시 장성을 쌓아 서쪽의 대동에서 시작하여 군도산의 동쪽을 지나 장성을 해변까지
연장하였다.
기록대로 현재의 장성 최북단인 팔달령장성은 진장성과 연장성의 북단이 아니며, 진황도에
있는 산해관 역시 그 동단이 아니다. 진장성과 연장성의 북단 및 동단이 있는 곳은 바로 백석
산이 있는 역현 인근의 서수현으로 한대에는 양평이며, 당대에는 안동도호부, 안동부였다.
실제로 연장성이 정확한 증거로 발견되는 곳은 하북성 보정시 서수현의 수성진이다. 이 곳
이외에서 발견되는 연장성은 실제로 연의 것이었는지 의견이 분분하고, 지금까지 동단과 북단
으로 정확하게 입증된 곳이 한 곳도 발견되지 않았다. 연과 같은 소국이 장성을 몇 겹으로 쌓
을 국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적봉이나 지금의 요하 인근에서 발견되는 성의 흔적
들은 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기』 및 『통전』의 내용에도 정확하
게 부합하는 하북성 보정시 서수현의 수성진이 정확한 장성의 북단 및 동단이다. 공교롭게도
서수현은 역현의 남쪽에 붙어있는 지역이다. 다음의 〈그림 3〉은 하북성 보정시 서수현 수성진
의 연장성 유적에 중국의 문물당국이 붙여놓은 표지판이다.

53) 『바이두백과』 「襄平」, ‘歷史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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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성진의 연장성 유적
중국의 문물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연장성이 보정시 서수현 수성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북공정과 중국의 학자들은 최근 내성과 외성을 주장하면서 연장성의 위치를 북과 동으로 확
장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한국의 일부 학자들도 중국학자들의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
고 있다. 다음의 〈그림 4〉 고조선 당시의 장성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북위나 북제
때 말들어진 팔달령에서 대동에 이르는 장성과 명대에 만들어진 팔달령에서 산해관에 이르는
장성54)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 장성들이 근대시기나 최근 들어 연장성이나 진장성으로 둔갑
하고 있는 사정은 서구제국주의의 침탈 시기 중국학계의 민족주의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동
북공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림 4〉 진과 연장성의 위치 및 동단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장성은 장성으로 둘러싸인 안쪽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그 바깥을
지키기 위한 구조물이 아니다. 때문에 장성의 바깥에 위치한 동북의 북경이나 천진, 혹은 지
금의 산해관은 연, 진, 한 대에 그들의 영역이 아닌 그들과 대립하던 적들의 영역으로 바로
이들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장성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림 4〉에서는 지금의 섬서
성, 하남성, 산서성 중부 이남 등이 장성이 보호하고자 하였던 지역이었음을 볼 수 있다.
연, 진, 한대를 기준으로 장성이 시작된 양평의 조건을 갖춘 곳은 백석산이 있는 역현 일대
외에는 찾기 어렵다. 마침 역현의 남쪽 徐水縣 遂城鎭에는 연장성의 유적이 남아있고, 또 인
근 백석산에도 장성의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서수현은 역현과 남북으로 붙어있으며, 연의
전성기 도읍인 연하도가 그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수성진에 존재하는 연장성의 흔적 역
시 요동군의 치소 양평이 지금의 보정시 역현과 서수현 일대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54) 『백도백과』, 「산해관」, “山海关, 又称榆关, 渝关, 临闾关, 位于河北省秦皇岛市东北15千米处, 是明长
城的东北关隘之一, 在1990年以前被认为是明长城东端起点(산해관은 유관, 투관, 임려관이라고도 불린
다. 하북성 진황도시 동북 15km에 위치하고 있으며 명장성의 동북 요충지의 하나이다. 1990년 이전
에 명장성의 동단의 기점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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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요수는 지금의 거마하
갈석산에서 흘러나와 북과 동으로 갈석산을 에워싸고 흐르다가 요동의 서남, 양평의 서쪽을
흘러 요양에서 동남으로 바다로 들어가는 하천 요수는 바로 거마하이다. 갈석산은 백석산이
고, 양평은 역현 일대이므로 요수는 거마하일 수밖에 없다.
요수가 요동의 서남,55) 혹은 양평의 서쪽을 흐른다56)는 기록을 참고한다면 역현과 서수현의
서쪽으로 거마하가 흐르므로 양평은 역현이나 서수현이어야 한다. 또 요동은 역현과 서수현을
포함하여 그 북쪽의 일정지역까지 포함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원래 고구려의 영
역으로, 《통전》은 고구려의 영역을 “그 땅이 후한대에 사방 2천리였으나 위 때에 남북으로 협
소해져 1000여리가 되었고, 수대에 이르러서 점점 커져서 동서 6000리에 달했다.”57)고 설명
하였다. 동서 6000리가 되려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하북성,
산서성, 섬서성과 감숙성을 지나 신장성의 일부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두우는 고구려와 사투
를 벌인 당의 재상으로 고구려를 절대로 과장하였을 리 없다는 점에서 앞의 분석들, 즉 하북
성 보정일대에 갈석산, 요수, 양평 등이 있다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주는 기록이라 할 것이다.
보정시의 역현 및 서수현 일대가 양평이라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보정시 서수
현에는 수성진이 존재한다. 이름만 수성현과 같은 수성진이 아니라, 실제로 수성의 유적이 남
아 있고, 연장성의 유적 또한 남아있다. 수성현의 흔적이 분명하다. 『진서』와 『통전』에서 낙랑
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고, 이곳이 장성이 시작된 곳이라고 하였는데, 장성이 시작된 곳, 즉
장성의 동단이 양평58)이므로 보정시의 수성진과 양평은 같은 곳을 가리킨다. 둘째, 낙랑군 수
성현, 즉 양평에는 갈석산이 있어야 하는데 앞에서 이미 갈석산으로 고증한 백석산이 보정시
서수현 수성진 인근에 있다. 셋째, 보정시의 백석산에는 낙랑군 수성현과 양평이 장성의 동단
이라는 명확한 증거인 장성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 넷째, 요수로 추정되는 거마하가 백석
산에서 발원하여 보정시 서수현 및 역현의 서쪽에서 흐르고 있어서 『수경』이 말한 요수의 조
건인 ‘양평의 서쪽을 흐른다’는 조건에도 역시 부합한다. 따라서 양평은 보정시의 역현 및 서
수현 일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 증거들은 보정시 역현과 서수현 일대가 양평이며, 안
동부이고, 수성현이었으며, 요동과 낙랑군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요수가 요동군의 서남쪽, 양평현의 서쪽을 지나야하므로 당연히 요수의 동쪽에 요동과 양평
현이 인접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지역, 즉 요수인 지금의 거마하의 동쪽에 인접
한 지역을 찾는다면 바로 이곳이 바로 요동과 양평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지역
도 여전히 보정시 역현 및 서수현 일대밖에 없다.
살펴본 것처럼 양평과 요동으로부터 추정되는 요수의 위치나 갈석산과의 관계에서 짐작되는
요수의 위치, 또 갈석산에서 출원하여 동쪽과 북쪽으로 흐르다가 계현을 둘러싸고 흐른 뒤 곧
장 발해를 향하는 요수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요수는 백석산에서 발원하여 동북
으로 흐르다가 역현을 감싸고 흐른 뒤 한대 이전에는 황하로, 지금은 발해로 곧장 흘러 들어
가는 거마하이다. 거마하는 문헌에 등장하는 요수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다.
한편 거마하의 하류는 대청하로, 북경 풍태구의 천령산에서 발원하는 소청하와 탁주에서 만나
대청하가 되며, 태항산맥에서 발원하는 자하, 저롱하, 당하, 역수 등과 보정시 안신현 인근의

55)
56)
57)
58)

『회남자』 「지형훈」, “遼水出碣石山自塞北東流直遼東之西南入海”
『수경주』, “동남쪽으로 요새로 들어와서 요동 양평현의 서쪽을 지난다(東南入塞, 過遼東襄平縣西).”
『통전』 「변방전」 ‘동이’ “基地後漢時方二千里 至魏南北漸狹, 纔千餘里 至隋漸大東西六千里”
『사기』 「흉노열전」, “연은 또한 장성을 쌓아 조양에서 양평에 이르렸다(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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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택에서 하나가 되어 천진쪽으로 흘러 발해로 들어간다.
거마하가 요수라는 것은 조작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구당서』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구당서』에는 “왕이 이미 요수의 좌측을 통섭하여, 대대로 번으로써 기거하면서 복종하였
고, 정삭(책력)을 사모하였으니…”59)라고 하여 고구려가 대대로 요수의 왼쪽을 영역으로 하였
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고구려의 영역 관련 기록 중 가장 보수적이고, 축소왜곡의 가능성
이 높은 『구당서』도 그 영역이 동서로 3100리에 달한다고 하였다.60) 이는 두만강을 동쪽 경
계라 하여도 서쪽 경계가 적어도 북경을 넘어 산서성까지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 요수
의 왼쪽에 대대로 고구려가 거주하였다는 말은 당과 고구려 사이에 요수가 있었음을 암시한
다. 외교적인 문서에서 요수를 언급한 것은 적어도 고구려와 당나라 모두 요수에 인접하였거
나 요수가 두 나라 모두 이해를 갖는 어떠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요수의 왼쪽이라는 의미는 당나라의 시각인 장안을 기준으로 고구려의 영역이 요수의
왼쪽이라는 뜻이다. 즉 하천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 남·북을 가르는 형태가 될 때 그 북쪽에
고구려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요수는 북에서 남으로 흘러 동·서를 가르는 하천인 난하나
요하일 수 없다. 〈그림 4〉는 요수, 난하, 요하를 장안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
는 것처럼 남북으로 흐르는 난하나 요하는 당나라 장안의 관점에서 좌우로 영역을 구분할 수
없고, 앞과 뒤로만 구분할 수 있다. 만약 난하나 요하를 요수라고 하고 왼쪽을 서쪽으로 이해
하면 고구려의 영역은 이들 강의 왼쪽, 즉 서쪽인 중국의 어디까지인지 그 끝을 헤아릴 방도
가 없다. 『구당서』의 기록대로 동서 3100리를 기준으로 하면 요하일 경우 하북성, 산서성, 감
숙성을 지나 청해성 일부까지, 난하일 경우 신장성 일부까지도 고구려의 영토가 된다.

〈그림 4〉 당의 도읍 장안을 기준으로 본 요수
『구당서』의 언급을 요수의 왼쪽 즉 요수의 북쪽이 고구려의 영역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다른 역사적 사실들과 상식에 부합한다. 동으로 흘러서 남북으로 영역을 가를 수 있는 중국의
하천은 대부분 중국의 동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동으로 흐르면서 가장 북쪽에 있
는 하천이 바로 거마하이다. 만약 그 아래에 있는 역수나 당하, 저롱하, 자하, 호타하, 황하,
제수 등이 요수라면 고구려의 영역은 더욱 넓어지게 된다. 『구당서』의 기록은 요수가 적어도
난하, 요하, 영정하 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요수가 거마하라는 사실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태항산맥은
진장성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었고, 진의 통일 이전에도 고조선 계열의 여러 국가를 방어하
는 경계가 되었던 곳이다.61) 따라서 태항산맥 속에서 동북으로 흐르며 양쪽을 구분하였던 거
59) 『구당서』 「동이」 ‘고려’, :王旣統攝遼左世居藩服思稟正朔…“
60) 『구당서』 「동이」 ‘고려’, “高麗者…… 東西三千一百里, 南北二千里”
61) 『관자』 「匡君小匡」, “태항산과 비이의 맥을 넘어 진하를 억제하였다(踰太行與卑耳之貉拘秦夏).”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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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는 태항산맥과 함께 중원세력과 고조선세력을 갈라놓는 매우 중요한 자연 경계가 되었다
는 점이다. 즉 요수 및 태항산맥의 서쪽은 중원에, 요수와 태항산맥의 동쪽은 고조선에 속하
였던 것이다. 요수의 위치와 그에 따르는 전략적 가치 때문에 중원세력과 고조선 및 그 후예
인 고구려의 역대 전쟁사에서 어김없이 요수가 중요한 경계로 등장하며, 그 위치의 비정을 놓
고도 후세의 많은 학자들이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던 것이다.
〈그림 5〉는 요수와 소요수, 요택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이다. 소요수는 북경의 豊台區 千靈
山에서 발원하여 보정시 산하의 涿州市 小柳村에서 거마하와 합류하는 小淸河이다. 소요수는
『수경』에 따르면 현도군 고구려현 요산에서 발원하여 서남으로 요대현에 이르러 대요수와 합
류하는데,62) 북새, 즉 장성의 북단 바깥에서 발원한다고 하였다.63) 이를 다시 풀어보면 현도
군 및 고구려현의 위치가 북경인근 및 북경의 서쪽이고, 요산은 지금의 천령산이며, 요대현은
지금의 보정시 탁주시가 된다. 또 천령산이 장성의 북단인 역현·서수현의 북쪽에 있으므로 당
연히 북새의 바깥에서 발원한다는 명제도 참이 된다. 탁주에서 소청하는 거마하와 만나 대청
하가 되는데. 마치 소요수와 대요수가 만나는 것과 같은 지명체계를 가진다. 하북성에서 이러
한 지명체계를 가진 비교적 규모가 큰 하천은 거마하, 즉 소청하와 대청하가 유일하다.

〈그림 5〉 요수와 요택, 이세민이 도주로
④ 요택
요택은 한과 위만이 대립할 당시 혹은 고·수전쟁이나 고·당전쟁 당시 요수의 하류지점에 위
치하였던 거대한 진흙탕 및 늪지대를 말한다. 당시에는 황하가 지금보다 훨씬 북쪽으로 흘렀
으므로, 하북성의 태항산맥에서 발원하는 대부분의 하천이 직접 바다로 흐르지 못하고, 황하
에 합류하여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강폭 역시 지금보다 훨씬 넓었으므로 요택은 요수와 황하
가 만나면서 유속이 급속히 줄어드는 곳에 매우 넓게 생성되었을 것이다. 요택은 단지 요수와
황하의 합류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호타하, 자하, 저롱하, 당하, 역수, 요수, 영정하 등
이 황하와 만나 조성된 매우 거대한 진흙 및 갯벌지대였다.
당시의 요수는 지금의 거마하이므로 거마하를 따라 하류로 가다보면 당연히 요택과 같은 진
흙지대 및 늪지대가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또 이 늪지대는 과거에 황하가 지나던 하도나 그
서쪽 혹은 북쪽에 있어야 한다.64)
하’를 진한(고조선)으로 해석한 이는 신채호로, ‘비이’를 동이족의 나라로 보았다.(신채호, 「조선상고문
화사」, 『丹齋 申采浩 全集』 上,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編, 1995, pp.375-376). 《관자》의 기록은
태항산을 경계로 고조선과 그 복속 세력들이 태항산맥의 동쪽에 존재하였음을 말해준다.
62) 『수경』 「소요수」, “又玄菟高句麗縣有遼山小遼水所出西南至遼隊縣入于大遼水也”
63) 『수경』 「소요수」, “水出北塞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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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요수인 거마하와 소요수인 지금의 소청하가 만나 흘러가는 곳을 따라가다 보면 천진에서
랑방과 보정시의 동쪽, 석가장시의 동쪽 및 경대시에 이르는 길이 300에서 400km 이상 폭
100km를 넘는 거대한 퇴적지대를 만나게 된다. 지금은 황하와 요수에 의해 퇴적된 지층 대부
분이 오랜 시간동안 다져져 농경지와 저수지 등으로 변하였지만 지금도 곳곳에 연못이나 저수
지 등의 습지와 진흙탕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러한 지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은 보정
시 안신현 일대로 지금도 사방 수십 킬로미터가 습지이다.
『자치통감』에는 당태종이 고구려를 원정 공격하였다가 패배하여 철군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그 퇴각의 행로는 안시성→요동→요택의 순서이며, 그 이동 시간은 안시성에서 요동까
지 이틀, 요동에서 요택까지 하루가 결렸음을 알 수 있다.65)
즉, 북경의 창평구과 연경구를 연결하는 계곡의 입구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안시성에서
철군하여 이틀을 남으로 행군하여 거마하인 대요수와 역수 사이에 있는 요동성66)에 도달하고,
다음날 요택을 건넜다는 말이다. 고대에 행군을 할 때는 하루에 1舍인 30리, 즉 20km, 이틀
에는 2舍인 40km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목숨을 걸고 도망을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보다는 훨씬 빠르게 이동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대군을 이끌고 있었으므로 이틀 동안 평상
시의 두 배인 4舍, 즉 80km를 넘게 이동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거마하와 역수로 둘
러싸인 계현 일대를 요동의 중심지인 요동성으로 판단할 때 안시성은 아무리 멀어도 북경의
창평구를 넘어가는 곳에는 위치할 수 없다. 〈그림 6〉에는 안시성→요동성→요택으로 이어지는
이세민의 퇴각로를 표시해 놓았다. 그림을 보면 이세민이 육로가 아닌 요택을 건너는 길을 선
택해야만 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이세민은 아마도 태항산맥과 요택 사이로 난 길고 좁은 육
로를 통해 도주하다가 기마술에 능한 고구려군에게 따라잡히거나 태항산맥에 매복한 고구려군
에게 기습을 당하는 상황이 두려웠을 것이다. 만약 이세민이 요택을 건너지 않고 육로를 통해
안시성→역현→보정→석가장→호타하의 순서로 도주하였다면 거마하, 역수, 당하, 저롱하, 자
하, 호타하 등 여섯 개의 하천을 차례로 건너야만 하고, 이들 하천을 건널 때마다 대군의 퇴
각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어서 고구려군에게 덜미를 잡힐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
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도주로의 서쪽으로 길게 뻗은 태항산맥에서는 고구려군이 언제 튀어나
와 기습공격을 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따라서 육로로 퇴각하는 것은 대군의 안전을 보
장할 수 없는 모험일 수박에 없었다. 더군다나 패전하여 전투에 대한 사기를 모두 상실하고
목숨을 부지하려는 의욕 하나만으로 버티고 있는 정신상태에서 고구려군을 다시 마주하는 것
은 그야말로 전멸이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지만
고구려군을 피할 가능성이 높은 ‘요택’을 도주로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요택은 한나라 이전에 황하의 하도가 하북성의 한단, 성대, 석가장, 보정의 동쪽으로 바짝
붙어서 흐르다가 랑방 및 천진으로 들어가던 시절 황하의 하도에 해당하던 곳이었다. 이 곳은
황하가 호타하, 자하, 저롱하, 당하, 역수, 거마하 등과 합류하는 곳인 황하의 서쪽과 북안으
로 유속이 급속하게 느려지면서 상류에서 운반된 거대한 양의 토사가 쌓이면서 진흙지대와 습
지가 만들어진 곳이다. 이후 당대에는 하도가 지금과 비슷하게 흐르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하,
64) 요수 등 황하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황하로 합류하는 하천과 황하가 만나 거대한 퇴적지대가 생
긴 거라면 당연히 다른 하천과 만나는 황하의 서쪽 혹은 북쪽에 퇴적층이 생길 수밖에 없다.
65) 『자치통감』 권 198, 「唐紀十四」, “癸未, 敕班師先拔遼蓋二州戶口渡遼乃耀兵於安市城下而旋城中皆
屏跡不出城主登城拜辭上嘉其固守賜縑百匹以勵事君命李世勣江夏王道宗將步騎四萬爲殿. 乙酉, 至遼
東. 丙戌, 渡遼水遼澤泥潦車馬不通命長孫無忌將萬人剪草填道水深處以車爲梁上自系薪於馬鞘以助役”
66) 요동성은 당이 고구려에 승리하고 안동도호부를 설치한 곳으로 연의 계현이고, 진과 한의 양평현이
다. 또한 낙랑군 수성현이자 평양이었던 곳으로 지금의 하북성 보정시 역현 및 서수현 일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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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롱하, 당하, 역수, 거마하 등의 하천이 과거 황하의 하도로 물을 공급하였고, 이들 하천이
보정시 안신현 인근에서 요수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거대한 습지를 조성하게 되었던 것
이다. 마침 이 습지로 흐르는 하천 중 가장 큰 하천이 요수여서 요택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는 당시의 하도를 분석해보면 요택이 지금의 하북성 한단
이나 경대(邢臺)에서 시작하여 랑방과 천진지역까지 이어지는 서남에서 동북으로 대각선 방향
으로 조성된 길이가 대략 300km에서 400km, 폭이 약 100km 내외에 달하는 거대한 퇴적지
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7〉의 1번 하도와 2번 하도 사이 대부분 지역이 해당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넓은 범위의 요택 중에서 당태종 이시민이 고구려 군대에 쫓겨 퇴각을 하며
건너야 했던 요택의 위치는 자치통감에 기록된 이시민의 이동경로를 참고한다면 아마도 요동
성이 있던 보정시의 서쪽, 요수의 하류에 생성되어있던 요택으로 오늘날 보정시 安新縣 일대
에 형성되어 있는 습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곳은 지금도 거대한 습지가 조성되어 있는
데, 요수인 거마하 뿐 아니라 磁河, 瀦瀧河, 唐河, 역수 등의 주변의 모든 하천이 빠짐없이 이
습지로 모여든다. 다음의 〈그림 6〉은 황화의 하도변화를 나타낸 지도이다.

〈그림 6〉 황하의 하도 변천도

4. 맺는말
요수는 갈석산, 계현, 패수 등과 더불어 우리 고대사의 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하천
이다. 요수를 비정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계현과 갈석산의 위치를 고증하였으며, 요수의 위
치를 확인하고 요동과 요서, 장성의 동단인 양평의 위치 역시 확인하였다.
중국의 고대문헌과 현대의 고고학적 성과, 그리고 일반적인 사전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계현은 하북성 보정시 일대였으며, 갈석산은 보정시 내원현에 위치한 백석산이었다. 요
수는 백석산에서 발원하여 내원현을 지나 동북으로 흐르다가 서쪽과 북쪽, 동족으로 역현을
감싸고 흐르는 거마하로 추정하였다. 황하가 천진 지역으로 흐르던 과거에는 거마하가 지금처
럼 발해로 흘러들지 않고 황하로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황하의 하도변화도를 통해서 파악
할 수 있었다. 거마하는 『회남자』, 『염철론』, 『산해경』, 『수경』, 『여씨춘추』 등의 고문에 기재
된 요수의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유일한 하천이었으며, 계현인 연하도와의 관계, 황금대 유적,
수성 유적, 연장성 유적 등의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요수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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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요서는 요수 및 백석산을 포함한 태항산맥 서쪽의 산서성 지역으로 지금의 산서성 삭
주나 흔주 등이 해당되며, 요동은 하북성 북경 서남쪽의 보정일대로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장성의 동단은 전국시대에는 연나라의 계현, 진과 한대에는 요동군 양평, 당대에는 兗
州의 안동부, 혹은 안동도호부라는 지명으로 불린 곳으로 지금의 하북성 보정시 역현 및 서수
현 일대였다.
갈석산과 요수, 양평 등을 확인해본 결과 그 위치가 그 동안 한국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통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곳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에서
이미 고고학적으로 결론이 나서 백과사전류에도 등장하는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버린 장성, 계
현, 황금대 등의 위치를 찾는 것은 중국에서는 글자만 읽을 수 있다면 유치원생도 찾을 수 있
는 쉬운 문제였다. 이들의 위치를 근거로 갈석산, 요수, 양평 등의 위치를 찾는 것 역시 그다
지 난이도 있는 문제였다고는 할 수 없다. 단지 상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해당지명이 기록된
원전을 기재된 내용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이들 지명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원전보다 조작된 후대의 사서에 각광한다
면 갈석산과 요수는 발견될 수 없는 이상향 ‘샹그릴라’와 같은 존재가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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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수의 위치 연구>에 대한 토론
전홍석(원광대)
토론자는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며 관심 분야도 근현대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최근
동아시아 고대사 상 한중일 간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쟁점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다. 다
만 본 토론자가 근자에 베이징대학 한국학연구센터의 기념비적인 연구 성과물인 『중한관계사
(근대편)』(일조각, 2009), 『중한관계사(현대편)』(일조각, 2012) 두 책을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
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이 발표문(요수의 위치 연구)에 대한 토론을 요청했을 것이라 추정해
볼 뿐이다.
이러한 토론자의 사전지식 부재로 인해 이 “요수의 위치 연구”와 관련해서 다양한 학술적
이론을 통해 토론할 수 있는 여건에 미달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토론자가 과거
재야 민족사학에 다소 관심을 갖고 활동한 적도 있고, 또한 현재 근대 국가(민족)주의를 넘어
서는 동아시아학, 동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시민주의 정립에 매진하고 있는 터라 이러한 방향
에서 몇 가지 의론하고자 한다.
토론자가 이 발표문을 받아들고 장점으로 꼽는 것은 遼水의 위치 고증을 식민사학자나 현대
남북한 사학자들의 선행연구와 그 문제점을 잘 분석해내어 고대지명 비정의 핵심 근거인 원전
문헌의 내용을 중심으로 단계적이고도 비교적 정치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표자에 따
르면 “선행연구들의 시행착오는 고대 지명의 연구에서 원전문헌이 갖는 중요성을 정확하게 보
여준다. 원전의 분석 없이 고대지명의 위치가 정확하게 추적될 수 없으며, 아무리 뛰어난 기
법을 이용한 연구도 결국 원전의 검증을 거쳐야만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
이다.”(발표문, 2쪽)
현행 재야 민족사학계의 연구가 일정부분 논거가 결핍되고 허황된 주장으로 이어진다는 사
실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논점과 방법론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발표자가 견지한 “고대
지명의 연구에서 원전문헌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정작 발표자 자신은
본문이나 각주에서 『서경』, 『산해경』, 『회남자』, 『사기』, 『염철론』 등의 원전자료를 한자 표기
나 병기 없이 한글로만 노출시킨 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중국 지명을 우리의 한
자 발음으로 읽을 것인지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해야 될지에 대한 규칙이나 사전 합의가 없어
산만하고 학술적 엄밀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여하튼 모르기는 해도 발표자가 이 논문의 연구방법과 이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 말에 압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고대문헌과 현대의 고고학적 성과, 그리고
일반적인 사전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계현은 하북성 보정시 일대였으며, 갈석산은
보정시 내원현에 위치한 백석산이었다. 요수는 백석산에서 발원하여 내원현을 지나 동북으로
흐르다가 서쪽과 북쪽, 동족으로 역현을 감싸고 흐르는 거마하로 추정하였다. 황하가 천진 지
역으로 흐르던 과거에는 거마하가 지금처럼 발해로 흘러들지 않고 황하로 유입되었을 것이라
는 점도 황하의 하도변화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거마하는 『회남자』, 『염철론』, 『산해
경』, 『수경』, 『여씨춘추』 등의 고문에 기재된 요수의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유일한 하천이었
으며, 계현인 연하도와의 관계, 황금대 유적, 수성 유적, 연장성 유적 등의 고고학적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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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요수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었다.”(발표문 17-18쪽)

<질의 사항>
1. 발표자는 遼水가 碣石山, 浿水와 더불어 한국 고대사의 영역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기
준이라고 말한다. 특히 갈석산과 함께 우리 역사의 시원인 고조선의 세력권과 중원국가의 세
력권을 가르는 경계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간 끊임없이 주목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그리
고 일제 강점기 이후 오랫동안 遼寧省 遼河가 요수라는 주장을 거의 의심 없이 정설처럼 받
아들이고 있었지만 근래에 들어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들어오고,
새로운 과학적 연구기법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주장들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반박하는
새로운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술한다. 여기서 발표자가 거론하고 있는 ‘새로운 과학적
연구기법’이 무엇이며 본 논문에 어떻게 도입,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2. 발표자는 이 논문에서 “요서는 요수 및 백석산을 포함한 태항산맥 서쪽의 산서성 지역으
로 지금의 산서성 삭주나 흔주 등이 해당되며, 요동은 하북성 북경 서남쪽의 보정일대로 추정
할 수 있었다. 또한 장성의 동단은 전국시대에는 연나라의 계현, 진과 한대에는 요동군 양평,
당대에는 兗州의 안동부, 혹은 안동도호부라는 지명으로 불린 곳으로 지금의 하북성 보정시
역현 및 서수현 일대였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를 통
해 발표자가 의도하는 현재적 역사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3. 현 동아시아 다극화체제의 핵심인 근대국가 범주는 본질적으로 근대적 ‘국민(민족)국가
(nation-state) 시스템’과 겹친다. 민족국가의 존재 이유는 영토의 독점지배,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통한 영토장악, 국가에 충성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을 국경 내에 격리하는 데 기초한
다. 현금 동아시아의 극심한 분열상은 이러한 국가주의(nationalism)에서 연원함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 김한규는 최근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의 역사전쟁, 즉 티베트 귀속문제와 고구려
사 귀속에 관한 논쟁은 쌍방 모두가 ‘국가’와 ‘역사공동체’ 개념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무의
미한 혼돈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즉 이 제반논쟁에서 발견되는 국가 간의 관계와 역사공동
체 사이의 관계를 일치시키려는 태도는 동아시아세계의 역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저
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김한규는 역사상의 동아시아세계는 일반적으로 한 국
가가 한 역사공동체를 지배하거나 한 역사공동체가 한 국가를 건립한 것이 아니라, 복수의 국
가가 한 역사공동체를 분점하거나 복수의 역사공동체를 한 국가가 통합 지배하는 양상으로 전
개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근거하여 그는 중국인들이 邊疆이라 부르는 것의 역사적 실
체가 복수의 독립적 역사공동체였음을 통찰하고, 현재의 ‘중국’이 역사상의 여러 역사공동체
위에 구축된 역사적 허상임을 간파하여 하나의 ‘중국’을 여러 역사공동체로 해체, 분석하지 않
는 한 전통시대 동아시아세계의 구조적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변한
다.67) 이러한 관점과 연계해서 현재 발표자가 수행하고 있는 역사연구의 현주소와 지향점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
감사합니다.
67) 김한규, 縣
천하국가: 전통 시대 동아시아 세계 질서郡
, 소나무, 2005, 5～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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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족원류와 족보를 활용한 과거 급제기록 복원 방안
-사마시 ․ 무과 급제자 복원을 중심으로양창진(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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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통시대 인물 관계정보가 중요한 연구 영역이 되고 있다. 특정 인물의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역사적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는 해당 인물의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대의 인물 관계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알려지는 자료 중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족보(族譜)와 방목(榜目)이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은 여러 곳에 귀중본 문헌 형태로 분산 소장되어 있어서 활용이 어려웠
었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다. 최근에 주요 한국학 연구 기관들이 대량으로 디지털화 하여 인터
넷으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물관계망이 학문적 분석으로 의미 있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관계
망이어야 한다. 그런데 족보는 특정 집안 인물들의 사회적 지위나 지명도에 관계없이 전체를
수록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인물 관계망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이에 비해 방목은 과거에 급제하여 국가 경영에 참여한 인물들의 관계망이라는 점에
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체 방목이 현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방목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의 인물 관계망을 복원하는데 다른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족보류를 시범적으로 선택하였다.
한국의 족보는 한 집안의 유물이면서 국가적인 인물정보의 보고이다. 근대 이후 편찬된 족
보들이 진위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면서 그동안 편찬된 족보의 내용 전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기도 하곤 하지만, 근대 이전 족보의 내용에는 관찬 사서가 제공하지 못하는 신뢰할 만한
인물 관계정보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족보도 학술 연구
용 인물관계망 구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신뢰성이 있다.
족보 중에서도 縣
씨족원류(氏族源流)郡
, 縣
만가보(萬家譜)郡
. 縣
청구씨보(靑邱氏譜)郡
와 같은 종합
보(綜合譜)에 인물 관계망이 가장 광범위하게 수록되어 있다. 인물 관계망이 혈연관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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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성관(姓貫)까지 연결된 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종합보는 말 그대
로 여러 성씨를 하나의 족보에 기록해 놓은 족보의 한 종류이다.
이 논문은 인물관계망 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縣
씨족원류郡
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거
급제자 정보를 복원의 가능성과 그 방법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Ⅱ. 과거 급제자 정리 현황
과거 급제자 정리 방안을 논하기 전에 우선 조선시대 과거급제자 정리 현황을 살펴보자. 조
선조 문과 급제자는 15,151명 전체가 정리되었다. 조선이 문치주의 전통이 강해서 국가적으로
정리를 잘 해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급제자 정리를 위해서는 무과 및 사마시 급제자
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 할 수 있다. 과거 급제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적
으로 사마방목(司馬榜目) 정리 현황을 살펴보자. 사마방목은 최진옥 등에 의해 현존 사마방목
이 거의 조사되었고,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를 구축하면서 추가로 발견하여 정리되었다.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
중종
인종
명종
선조
광해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계

사마시 회수
식년시 증광시
2
1
6
1
9
1
1
1
1
1
5
1
8
4
1
13
1
7
12
4
8
3
5
15
2
17
8
12
5
4
11
163

1
5
5
3
2
2
12
2
8
3
6
3
2
6
67

현전방목수
식년시 증광시

1
1

99
198

1
3
3
11
7
11
4
8
3
5
15
2
16
8
12
5
4
11
130

급제자수(명)
계

1

4
3
3
2
2
12
2
8
3
6
3
2
6
58

<사마방목 현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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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470
780
2,200
1,396
2,999
1,390
2,189
1,000
1,392
5,399
788
4,797
2,262
3,600
1,600
1,262
7,028
41,049

위 표를 보면 음영으로 표시된 성종(成宗, 1457~1494) 및 연산군(燕山君, 1476~1506) 이전
시기의 사마시 급제자가 확인된 수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표의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사
례를 보면, 인조때는 총 11회의 사마시가 실시되었고

확인된 급제자는 2천여 명이지만, 세종

때 실시된 10회의 사마시 급제자 중 확인된 급제자는 2백여 명 정도이다. 조선 전기의 확인된
급제자의 수가 확연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사마시 급제자가 복원이 필요한 부분이
다.
무과 급제자의 상황도 사마시 급제자와 비슷하다. 심승구의 연구2)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졌듯
이 조선 전기의 무과 방목은 매우 희귀하다. 이후에 정해은 등이 무과 방목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시행하여 새로 발견된 방목을 추가 정리하였다.3) 현재 무과 급제자가 가장 방대하게
정리된 ‘한국역대인물정보’의 무과 급제자 정보를 검토해 보면, 무과 급제자의 상황도 정해은
의 연구 당시보다 새로 발견된 방목이 약간 추가되었지만, 시기적인 분포에서는 사마시와 비
슷하다. 즉 임진왜란과 정묘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상당수의 문헌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기록과 비교하여 현전하는 조선 전기의 방목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왕조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명종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계

무과 회수
11
21
2
3
23
1
29
13
57
26
61
28
52
15
24
78
9
126
41
51
23
26
80
800

현전 방목수(%)
·
·
·
1 (33.3)
·
·
1 (3.5)
·
6 (10.5)
3 (11.5)
14 (23.0)
3 (10.7)
17 (32.7)
4 (26.7)
7 (29.2)
36 (46.2)
2 (22.2)
20 (15.9)
9 (22.0)
8 (15.7)
3 (13.0)
1 (3.8)
3 (3.8)
138 (17.3)

<정해은이 조사한 현전 무과방목 현황>4)

1) 최진옥, ｢사마방목 해제｣, 縣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郡
.
2) 심승구, ｢朝鮮 端宗代 武科及第者의 身分과 그 政治的 性格 : 1453년(단종1)의 式年武科榜目을 중심
으로｣, 縣
진단학보郡88, 1999, 149~179쪽.
3) 정해은, ｢조선시대 武科榜目의 현황과 사료적 특성｣, 縣
군사郡47, 2002. , 263~296쪽.
4) 정해은, ｢조선시대 武科榜目의 현황과 사료적 특성｣, 縣
군사郡47, 2002. , 263~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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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살피고자 하는 縣
씨족원류郡
는 17세기 중반에 쓰여 졌기 때문에 17세기까지의
기록 즉 조선 전기의 기록을 담고 있다. 현재 무과 및 사마시 급제자 정보가 누락된 시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이 부족한 부분은 縣
씨족원류郡등의 종합보에 수록된 급제자 정보
를 추출하고 이를 정리하면 17세기 이전의 급제자 정보를 복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縣
씨족원류郡
가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Ⅲ. 인물관계 정보로서의 縣
씨족원류郡
의 가치
1. 縣
씨족원류郡
의 내용과 체제
縣
씨족원류郡
는 17세기 중반 조종운(趙從耘, 1607∼1683)이 편찬한 통합보(統合譜)로서 필사
본 7책의 형태로 전해지던 것을 1985년에 풍양조씨화수회(豊壤趙氏花樹會)에서 1책의 영인본
으로 출판하였고, 이를 그대로 복사하여 보경문화사에서 영인 출판하였다. 오늘날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자료는 주로 보경문화사에서 출판한 자료이다. 조종운의 자는 백농(伯農), 호는 송창
(松窓), 본관은 풍양이다. 縣
씨족원류郡
를 저술하게 된 동기와 경위는 縣
씨족원류郡
에 붙여진 서문
이나 발문이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실전한 선대의 세계를 회복하는데 있었다고 알려진
다.5) 그런데 풍양조씨 선대를 정리하다 보니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성관의 계보에까지 포
괄하는 통합보로 확대되었다.
縣
씨족원류郡
는 다른 족보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첫째, 縣
씨족원류郡
는 17세기 중반까지 조
선에 존재하던 거의 모든 성씨 즉, 전주이씨를 위시한 538개 성관과 해당 성관이 배출한 인물
들을 계대별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인물들을 기술할 때는 과거 급제 또는 관직
경력을 주로 기술하였다. 이 점으로 인해 縣
씨족원류郡
가 조선 전기 과거 급제자 복원에 활용할
수 있는 비교적 좋은 조건의 자료가 된다. 그런데 이 수치에는 백제왕 계보 등도 하나의 성관
으로 포함되어 있고, 본관 없이 김씨(金氏) 같은 식으로 표기된 것도 포함된 수치이다. 저술
당시에는 가장 많은 성씨와 해당 인물들을 수록한 문헌이었다.
둘째, 남성 위주로 기록하던 조선 후기 이후의 족보와 달리, 자녀는 남녀 구분 없이 출생
순서에 따라 수록되어 있다. 남녀 또는 적통 구분 의식보다는 가계를 정확히 기록하고자 했던
조선 전기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특정 성씨만 정리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결혼
을 통해 형성된 다른 성씨의 기록도 동시에 상당 부분 수록하였다. 이것은 다른 종합보에서도
보기 힘든 경우이다. 이런 이유로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에 기록되기도 한다.

5) ｢縣
씨족원류郡해제｣, 縣
씨족원류郡
, 보경문화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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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이씨 이덕근의 사위 김사순(좌)과 영광김씨의 김사순(우)>
각 성관의 세계를 기록함에 있어 우측 상단에 큰 글씨로 성관의 명칭을 표기한 다음 그 아
래에 세주(細註) 형태로 관향의 별칭 또는 이칭을 기록하였다. 대략 한 면에 6~7대가 수록되
어 있지만, 가계의 흐름은 선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지는 않다. 이는 가계가 정연하게 구
획된 후기의 《만가보(萬家譜)》, 《청구씨보(靑邱氏譜)》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종합보가 아닌
후대의 일반 족보는 거의 선과 구역으로 계보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그리고 군데군데 빈 공간
에 불규칙적으로 추가 내용들이 기입되어 있어서 필사 형태로 집필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이것은 통합 정리된

‘만성보’ 편찬을 위한 초본 성격으로 저술하였을 수도 있다.

한편 제한된 지면에 많은 가계를 수록하느라 체제가 정연하지 못하고 각 인물의 주기가 지나
치게 세필(細筆)로 쓰여진 단점은 있지만 파악이 가능한 가계를 최대한 수렴하려 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매우 크다.6)

2. 인물관계 정보로서의 縣
씨족원류郡
의 가치
과거 급제정보가 집중적으로 정리된 방목 이외의 자료를 활용하여 과거 급제 정보를 복원하
기 위해 활용하는 자료는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자료의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과거 급제자 정보는 인물정보이기 때문에 정확성
과 신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 목표로 하는 縣
씨족원류郡
는 앞서 살핀 바와 같
이 자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다수의 성씨를 포괄하는 내용을 지
니고 있어야 한다. 원하는 내용일 너무 많은 개별 자료에 분산되어 있으면 자료를 일일이 수
집하고 또 내용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원하는 정보가 하나의 자료에 모
여 있을수록 대량의 정보 복원에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급제자를 중심으로 윗대의 가계를 확
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급제자 정보를 복원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 엘리트의 관계망을 연
구하기 위함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급제자 본인을 중심으로 한 가계 및 혼인 관계 등도
같이 확인할 수 있으면 더욱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넷째, 무엇보다도 전란 등으로 소실
6) 씨족원류(氏族源流), 縣
한국민족문화대백과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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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료를 복원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검토한 과거 급제자 정리가 누락된 시기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 자료는 몇 가지 있지만 이 논문에서 목표로 하는 縣
씨족원류郡
도 이러
한 조건을 갖춘 자료에 속한다. 위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자료의 신뢰성 측면을 縣
씨족원류郡
에
수록된 전의이씨 문과 급제 기록들을 중심으로 검증해 보자. 문과 급제자 기록은 국조방목에
‘전 인원’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縣
씨족원류郡
의 기록과 대조하면 그 정확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縣
씨족원류郡이사관(李士寬)家 문무과 급제 기록>
이 그림은 縣
씨족원류郡82쪽에 수록된 전의이씨 이사관(李士寬) 가계의 급제기록이다. 이 내
용을 자세히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그리고 그 내용을

縣
국조문과방목郡
의 기록과 비교하

여 보았는데 표에서 보듯이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급제자

국조문과방목

씨족원류

이지장(李智長)

세종 16년(1434) 갑인(甲寅)

世宗甲寅文

이효장(李孝長)

세종 29년(1447) 정묘(丁卯)

世宗丁卯文科

이함장(李諴長)

세종 20년(1438) 무오(戊午)

世宗戊午文

이서장(李恕長)

세조 3년(1457) 정축(丁丑)

世祖丁丑文

『국조문과방목』[奎 106]의 이사관 자 급제기록

추가적으로

縣
씨족원류郡81쪽에 기록된 이신효(李愼孝)와 그 아들들의 문과 기록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여 보았다. 표의 내용 중 이덕숭과 이녹숭이 문과에 급제한 사실은 급제시기
를 포함하여 縣
국조문과방목郡
과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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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자

이신효(李愼孝)

이복숭(李福崇)
이덕숭(李德崇)

국조문과방목

씨족원류

세조(世祖) 8년(1462) 임오(壬午)

世祖壬午文科

성종(成宗) 3년(1472) 임진(壬辰)

成宗壬辰文科

이녹숭(李祿崇)
이명숭(李命崇)

縣
국조문과방목郡
의 이덕숭 급제 기록
이상에서 보듯이 縣
국조문과방목郡
의 기록과 縣
씨족원류郡
의 문과 급제 기록은 거의 정확히 일
치한다. 차이가 있다면 방목에서는 시험 등수와 급제 동기생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정도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해 보면 縣
씨족원류郡
의 과거 급제 기록은 비교적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縣
씨족원류郡
의 기록은 사마시와 무과 급제기록을 복원하는 중요한 보
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조선 후기에 편찬된 縣
청구씨보郡
나 縣
만가보郡
와 달리 縣
씨족원류郡
는 조선전기에 편찬되었
다는 점에서도 내용이 비교적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권기석이 “초기 족보 편찬자들은 최대

한 근거 자료를 모아 선대의 내력을 복원하되 의심나는 것은 의문점 그대로 전하였지만, 조선
후기에 선대 계보를 과도하게 소급”7)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듯이 전기의 족보는 비교적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縣
씨족원류郡
의 기록을 활용하는데도 한계는 있다. 한 인물의 과거급제 기록 복원에

7) 권기석, ｢한국의 족보 연구 현황과 과제｣, 縣
한국학논집郡44, 2011, 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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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전체 세트 중 일부만 있다는 점이다. 무과 또는 생원 진사에 급제했다는 기록은 있지
만 급제한 연도나 급제 등위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씨의 개별
족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8)

<청구씨보(좌)와 만가보(우)>

Ⅳ. 縣
씨족원류郡
를 활용한 과거급제 기록 복원
1. 縣
씨족원류郡
의 과거 급제기록 유형
縣
씨족원류郡
는 족보이지만 가계 이외에 관직, 시호, 과거급제 기록 등 다양한 정보들이 부수
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이 논문에서 살피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우서 과거급제 사실이
기록된 유형을 살펴보자. 과거 급제 기록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문과(文科)
문과 기록은 대체로 시험년, 시험명, 급제자 이름의 형식으로 다른 과거 급제 사실 보다 비
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다른 기록 없이 ‘문과(文科)’라고만 표시되기도 한다. 급제 연도
와 급제 등수는 모르지만 부친과 형제 및 최종 관직 등에 대한 정보는 파악할 수 있다.

8)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여러 개별 가문의 족보들은 FamilySearch(http://www.familysearch.org)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몰몬교에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계보 정보 사이트로
알려진다. 이 단체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계보와 역사 기록을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해 100여 년 동
안 전 세계의 계보 기록을 모아 공유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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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문과(좌) 및 고려 문과(우) 기록

때로는 ‘과(科)’로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고려시대 과거 급제자의 경우 간단히 “과
(科)” 만 표시하기도 한다. 아마도

조선시대의 문과를 중시하고 고려시대의 급제 기록은 상대

적으로 덜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2) 무과(武科)
무과 급제자는 급제 연도나 시험명이 없이 단순히 이름 밑이나 옆에 무과(武科)라고만 기록
하고 있다. 그래서 정확히 몇 년도에 무과에 급제하였는지는 파악하기 힘들다. 정확한 연도를
알기 위해서는 무과 방목 등 구체적인 급제 사실이 기록된 자료와 비교해 봐야 한다. 이렇게
간단히 기록한 이유는 문과 급제를 중시하던 조선 전기 사대부의 의식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
고 좁은 지면에 많은 정보를 기록하려고 한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문과의 기록에 비
추어 볼 때 이 기록도 사실일 것이라고 추측되나, 정확한 기록 복원을 위해서는 무과 방목 등
기타 자료들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무과 기록(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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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마시(司馬試)
사마시 급제자는 이름 밑에 ‘생원(生員)’ 또는 ‘진사(進士)’라고 기록하여 사마시에 급제하였
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혼인으로 맺어진 다른 가문의 사람 이름 밑에도

“女○○○ 生

員”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처를 표시할 때는 “후실 생원 ○○○女”식으로 이름의 앞
에 표시하기도 한다. 간혹 사마시 ‘급제 연도’도 표시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급제 연도
없이 급제 사실만 기록되어 있다.

사마시 진사(좌) 생원(우) 기록

4) 縣
씨족원류郡과거급제 기록의 특징
이상에서 縣
씨족원류郡
를 활용한 과거 급제자 기록 복원 방안에 대하여 살폈지만 縣
씨족원류郡
에도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첫째, 과거 급제 사실은 기록되어 있으나 급제한 연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간혹 급제 연
도까지 기록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드물다. 둘째, 급제 당시의 전력(前歷)과 급제 등위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런 한계로 인해 다른 기록을 활용하여 縣
씨족원류郡
의 부족한 기록
을 보충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개별 가문의 족보, 홍패 및 백패 등의 문서를 활용한
급제자 정보 보완 방안을 살펴보겠다.

2. 縣
씨족원류郡과거 급제기록의 복원
이하에서는 縣
씨족원류郡
의 기록을 바탕으로 무과와 사마시 급제 기록을 찾아 복원하는 사례
를 제시해 보겠다.
1) 무과 기록의 복원
앞서 언급했듯이 무과 급제자는 이름 뒤에 ‘무과(武科)’라고 기록되어 있다. 복원 사례 작성
을 위해 전의이씨 부분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다음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급제자
이상(李相)

부
이웅(李雄)

조
이사례(李思禮)

증조
이광익(李光翊)

형제
이해(李楷)…

이덕량(李德良)
이공우(李公遇)
이병정(李秉正)

이지장(李智長)
이시보(李時珤)
이사민(李士敏)

이사관(李士寬)
이예장(李禮長)
이정간(李貞幹)

이정간(李貞幹)
이사관(李士寬)
이병진(李丘直)

이공달(李公達)…
이병덕(李秉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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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마시 기록의 복원
縣
씨족원류郡
에 있는 사마시 기록은 확인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유심히 살펴야만 확인할 수
도 있는 부분이 많다. 진사는 비교적 정자에 가깝게 표시되어 있지만 생원은 상당수가 초서와
비슷하게 표기되어 있어서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생원(生員)이라 흘려 쓴 필체
이러한 조사를 통해 전의이씨를 확인한 결과 다음 사례가 정리되었다.
구분
진사

급제자
이신겸(李愼謙)

진사
생원
진사
생원
진사
진사
진사
생원
진사
생원
생원
진사
생원
생원
생원
생원
진사
진사

이신의(李愼意)
이심(李深)
이윤정(李允正)
이응두(李應斗)
이정윤(李貞胤)
이형윤(李亨胤)
이회(李檜)
이창수(李昌壽)
이사검(李思儉)
박위(朴葳)
우부(禹傅)
진복담(陳福聃)
최덕손(崔德孫)
하우석(河禹錫)
허유(許瑠)
정길상(鄭吉祥)
박학령(朴鶴齡)
신제담(辛悌聃)

본관

부
이연(李涓)

조
이장득(李長得)

창원
단양

이연(李涓)
이맹문(李孟文)
이서장(李恕長)
이극문(李克文)
이건(李楗)
이건(李楗)
이공전(李恭全)
이중희(李仲禧)
이양성(李養性)
朴弘幹
우홍도(禹弘道)

이장득(李長得)
이재(李榟)
이사관(李士寬)
이병정(李秉正_
이순전(李純全)
이순전(李純全)
이승간(李承幹)
이굉식(李宏植)
이선경(李先慶)
이령(朴齡)

진주

하유(河鮪)

하기룡(河起龍)

동래
밀양
영산

정규(鄭䂓)

정양생(鄭良生)

신경조(辛敬祖)

신인손(辛仁孫)

처부

방목
사마

사마

사마
이겸인(李兼仁)
이의영(李宜泳)
김사준(金思順)
이시보(李時珤)
이장득(李長得)
이맹명(李孟明)
이퇴(李槌)
이윤(李贇)
이겸인(李兼仁)
이겸인(李兼仁)

이 내용은 縣
씨족원류郡
의 전의이씨 편에서 정리한 기록이다. 글씨가 흐려 판독이 애매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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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제외하고 확실한 부분만 정리한 것이 이 정도이다. 그리고 표에 정리된 자료를 보면 급
제자의 성씨가 이씨가 아닌 것은 전의이씨 가문과 혼맥으로 이어진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급제자의 처부가 이씨가 된다. 예를 들어 위 표에 있는 정길상(鄭吉祥)은 그림에
서 보듯이 縣
씨족원류郡
의 전의이씨편에 이윤(李贇)의 사위라고만 소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같
은 책의 동래정씨편에는 부친과 조부의 이름이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둘을 조합하면
보다 상세한 개인정보와 관련 인물 정보를 정리할 수 있다. 위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
은 다 이와 같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씨족원류 전의이씨편 정상길(좌) 및 동래정씨편 정상길(우)

이를 통해 급제자 이름, 본관, 부친, 조부 등이 복원될 수 있었다. 위 표에 있는 급제자 중
전의이씨를 제외한 다른 성씨의 급제자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복원된 것이다. 현재 학계
에 공개된 縣
씨족원류郡영인본은 인쇄 상태가 좋지 않다. 따라서 보다 화질이 좋은 원본을 분
석하면 생원이나 진사로 판단되는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 급제기록의 보완
1) 족보를 활용한 縣
씨족원류郡
의 보완
縣
씨족원류郡
에는 무과와 사마시의 급제 사실만 나와 있을 경우 이 부족한 부분의 보완을 위
해 보다 정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개별 가문의 족보를 활용할 수도 있다. 개별 가문의
족보에는 시험일시가 나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제 및 상하대 가계 관계가 보다
상세하다. 그런데 족보의 기록과 관련해서는 정확성을 두고 논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근
대 이후의 기록은 문제가 많지만 조선 전기의 기록은 비교적 오류가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
해이다.9) 따라서 본 논문에서 목표로 하는 조선 전기의 기록 복원에 족보를 활용하는 것은 큰
9) 일본 도호쿠(東北)대 문화인류학연구실 시마 무스히코 교수(嶋陸奧彦)는 일제 식민지 직전까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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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2) 홍패 ․ 백패를 활용한 縣
씨족원류郡
의 보완
홍패와 백패도 縣
씨족원류郡
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홍패는 문무과 급제자에게 주
는 급제 증서이고 백패는 사마시 급제자에게 주는 증서이다. 여기에는 급제자의 이름 외에
‘전력’, ‘급제 등위’ 및 ‘급제 일시’ 등이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급제 기록만 있는 縣
씨족
원류郡
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보충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縣
씨족원류郡
의 황준량

황준량 백패(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한편 문과 급제한 사람은 사마시도 급제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에 백패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부, 조부, 증보, 시험년, 급제 등의, 전력, 최종 관직 등을 복원할 수 있다. 위
의 그림은 평해황씨 황준량의 문과기록과 그의 가계이다. 황준량의 관직, 부명, 조부명, 형제,
외조부 등을 알 수 있고 오른쪽의 백패에서는 전력, 시험일, 급제 등수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황준량의 사마시 급제 정보10)가 복원되었다.
황준량(黃俊良)
중종(中宗) 32년(1537) 정유(丁酉) 식년시 [생원] 3등 67위
도 비교적 정확하다고 본다. ｢한국인 족보 신뢰성 높다｣, 縣
주간경향郡
, 2004년 9월 24일.
10) 생몰년, 자, 호 등은 縣
평해황씨세보(平海黃氏世譜)郡
(1934) 및 縣
퇴계집(退溪集)郡등을 참고하여 정리
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의 황준량 생원시 급제기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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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중거(仲擧)
호 : 금계(錦溪)
생년 : 정축(丁丑) 1517년(중종 12)
졸년 : 계해(癸亥) 1563년(명종 18)
본관 : 평해(平海)
거주지 :

풍기(豊基)

전력 : 유학(幼學)
부 : 황치(黃觶)
한편 개별 족보를 보면 과거급제 연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는 전
의이씨 족보에 기록된 이사검의 사마시 진사 급제 기록이다. 족보에는 신유(辛酉)년에 진사 급
제했다고 되어 있으니 1501년 사마시에 급제한 것이다. 한국역대인물정보에서 이사검(李思儉)
을 검색하니 1501(연산군 7)년 식년시에 진사 3등으로 급제했다고 정리되어 있었다.

<전의이씨족보의 이사검 급제기록>
3) 집단 지성에 의한 보완
인터넷은 정보의 생산과 확산에 혁명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집단지
성’(collective Intelligence, 集團知性)이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 내었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소수의 천재들이 사회를 움직이는 지식을 생산해 왔는데 인터넷시대에 이르러서는, “가
상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나아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
내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생산 메카니즘으로서의 집단지성”11)이 등장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논문에서 활용된 縣
씨족원류郡
나 족보의 기록은 인물관계정보 정리를
위한 훌륭한 자료이지만 완전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런데 보완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문집, 묘지명, 홍‧백패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
수의 연구자가 일일이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물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
들의 단합된 노력 즉 집단지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 DB’의

11) 홍태영, ｢지식과 권력 그리고 지식인 : 집단지성 시대 지식인의 새로운 상을 위하여｣, 縣
현대정치연구
郡6(1), 2013, 205~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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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武科) 급제자(及第者) 정보 수집, 정리 및 복원 과정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상호작용 사례
분석을 통해 집단지성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12)
따라서 족보 등에 수록된 불완전한 정보일지라도 정리하여 인물정보 사이트에 게시하면 인
물정보에 관심 많은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들이 자료 보완에 참여하는 사례 화면
4) 불완전한 방목 정보의 보완
때로는 방목 자체도 그 형태에 따라 수록 정보가 불완전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현존 무과
방목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지는 1453년 식년 무과방목을 보면, 급제자의 직역과 이름,
부친의 직역과 이름만 있고, 본관, 나이, 자, 거주지 등이 누락되어 있어 급제자의 신분과 가
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13) 심지어 1414년 縣
갑오식년사마방목郡
처럼 시험명과 급제자 이름 및
급제 등위만 있는 경우도 있다.14)

12) 양창진, ｢조선시대 무과 급제자 정보화 사례 연구-집단지성에 의한 사료의 복원｣, 縣
동양고전연구郡
56, 2014, 117~146쪽.
13) 심승구, ｢朝鮮 端宗代 武科及第者의 身分과 그 政治的 性格 : 1453년(단종1)의 式年武科榜目을 중
심으로｣, 縣
진단학보郡88, 1999, 149~179쪽.
14) 縣
갑오식년사마방목(甲午式年司馬榜目)郡
, 江湖先生實記師友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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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식년사마방목(甲午式年司馬榜目)
縣
씨족원류郡전의 이씨편에 수록된 조문웅(趙文䧺)의 경우도 하버드예칭 도서관에 있는 『가
정1년임오식년사마방목(嘉靖元年壬午式年司馬榜目)』에는 급제자의 이름만 있다. 그런데 縣
씨족
원류郡
에 풍양조씨편에는 부, 조부, 처부 등이 기록되어 있어15) 이를 조합하면 다음과 조문웅
의 가계 정보를 복원할 수 있다.
구분

급제자

본관

부

조

처부

방목

진사

조문웅(趙文䧺)

풍양

조정림(趙禎琳)

조신충(趙信忠)

이공수(李公遂)

사마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과거 급제자 정보는 당대를 살았던 관료 엘리트의 실상과 이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 관계망
을 연구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이들이 사회를 움직이
는 중추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면모를 파악하는 것은 역사 연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조 과거급제자 중에서 문과 급제자는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
있지만 과거의 또 다른 축인 무과와 사마시는 전체적인 급제자 정보가 정리되지 않았다. 따라
서 무과와 사마시 급제자 현황을 최대한 정리하는 것은 한국사 연구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토
대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과거 급제자 특히 조선 초기의 무과와 사마시 급제자 복원
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살펴보았다. 즉, 과거 급제자 자료가 여러 요인으로 많이 소실된 조선
전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縣
씨족원류郡및 기타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하지

15)

『가정1년임오식년사마방목(嘉靖元年壬午式年司馬榜目)』(하버드옌칭도서관)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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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위의 과정을 실천한다고 하여도 활용되는 자료 자체가 지니는 한계로 인해 과거 급제자의
전모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일부를 복원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과거급제자 복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또한 절실하다.
이상에서 논의한 부분은 ‘복원 가능성’과 ‘복원 방법’을 검토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은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에 축적된 과거 급제자 정보 정리를 위해 부분적으로 적용해 보
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며 이러한 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방목
이 더 이상 수집되지 않는 한 이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으로라도 과거 급제자 정보의 복원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덧붙여 이러한 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병행
하여 추진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해 본다.
첫째, 현재 영인되어 판매되고 있는 縣
씨족원류郡
는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고 게다가 원본보다
크기가 작은 축쇄판으로 편집한 관계로 인쇄 상태가 좋지 않아 전체적인 내용을 해독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縣
씨족원류郡
를 보관하고 있는 풍양조씨 집안과 협의하여 고해상도로 디지
털 촬영하여 학계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큰 비용을 들
이지 않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縣
씨족원류郡
를 포함하여 조선 전기 및 고려시대의 인적 관계를 연구하는데 사료적 가
치가 높은 주요 족보 자료의 전체 입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縣
안동권씨 성화보
(成化譜)郡
, 縣
문화유씨 가정보(嘉靖譜)郡등은 한 가문의 족보이기는 하지만 고려말과 조선전기
를 연구하기 위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학계에서 인정하는 자료들이다. 이 자료에 수록된 텍
스트를 입력하고 공개하면 각종 통계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16)
마지막으로 과거급제 증서인 홍패(紅牌) 및 백패(白牌)의 전체적인 DB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의 과거급제자 정보 복원을 추진하자 여러 곳에 산재한 홍패와 백
패 정보들이 입수되었고, 또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자료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입수
된 수량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수량(개)

문과 홍패
무과 홍패
사마시 백패
계

비고
182
295
285
762

지속적으로 이 자료들을 디지털 이미지 파일로 보관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공식적인 자료 정
리 사업으로 아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더욱 확장
하여 누구나 홍패․백패를 검색하고 또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급제자 정보를 종합
하기 위한 또 다른 자료원이 될 것이다. 체계적인 수집 정리 사업을 통해 전국에 산재한 홍패
와 백패를 종합적으로 수집하면 그 수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축적되는 자료들은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과거 급제자 정보의 복원 외에도 온라인 인물 자료관 구축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상당부분 입력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자유로이 활용되도록 원시 데이
터 형태로 공개된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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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7

｢씨족원류와 족보를 활용한 과거 급제기록 복원 방안
-사마시 ․ 무과 급제자 복원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홍성화 (건국대)

본 발표문은 전체적으로는 조선 전기에 누락된 사마시, 무과 급제자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
으로 17세기 중반에 작성된 『씨족원류(氏族源流)』의 인물 분석을 통해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
는 내용의 논고이다.
일단은 발표자도 언급했듯이 縣
씨족원류郡
와 같은 종합보(綜合譜)는 여러 성씨를 하나의 족보
에 기록해놓은 족보의 한 종류로서 인물 관계망이 혈연관계를 넘어 타 성관(姓貫)까지 연결된
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를 바탕으로 과거 급제자 정보에 대한 복원
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문헌 사료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및 기존 논고의 검증 등 세밀한
분석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토론자가 발표문의 주제에 대하여 문외한인 만큼 궁금한 점이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우선 조선중기의 종합보인 縣
씨족원류郡
의 기록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발표자는 ‘근대 이후의 기록은 문제가 많지만 조선 전기의 기록은 비교적
오류가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라고 적고 있다.
하지만, 실제 縣
씨족원류郡이전에도 성씨에 대한 위조 흔적이 나타난다고 한다.
예를 들면 고려 후기 문벌 세력으로 성장한 기계 노씨는 그 계보를 이어가기는커녕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그 인물들이 교하 노씨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縣
씨족원류郡
에
교하 노씨로 나오는 노안맹, 노영순, 노탁유 등은 縣
고려사郡
와 縣
노탁유 묘지명郡등을 통해 보
면 기계 노씨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縣
씨족원류郡
에 시조인 노강필이 삼한공신으로 적혀있어 이것이 맞다면 그는 태조 재위
기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노강필의 손자로 기록된 노영순은 의종, 명종 재위기인 12세기
에 활동한 인물이 되어 계보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縣
노탁유 묘지명郡과 縣
씨족원류郡계보가 맞지 않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조선전기의 족보 내용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
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2. 발표자는 縣
씨족원류郡
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전의 이씨의

縣
국조문과방목郡
의 기

록과 縣
씨족원류郡
의 문과 급제 기록을 사례로 들고 있다. 발표문의 경우 ‘縣
국조문과방목郡
의 기
록과 縣
씨족원류郡
의 문과 급제 기록은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이를 근거로 판단해 보면 縣
씨족원류郡
의 과거 급제 기록은 비교적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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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의 이씨와 관련해서는 縣
국조문과방목郡
에 전 인원이 정리되어 있다고 하면서 전의
이씨 이사관(李士寬) 가계의 급제기록과 이신효(李愼孝)와 그 아들들의 문과 기록만을 예로 들
고 있다.
만약 縣
국조문과방목郡
에 전 인원이 정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본 논고를 통해서는 일부 샘플만
확인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기록을 대조, 조사해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전체
를 조사해보아도 縣
국조문과방목郡
의 기록과 縣
씨족원류郡
의 문과 급제 기록은 일치하는 것인지?
3. 발표자는 縣
씨족원류郡
의 과거 급제 기록과 관련하여 고려시대 과거 급제자의 경우 간단히
‘과(科)’로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아마도 조선시대에 문과를 중시하고 고려
시대의 급제 기록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
고 있다.
하지만 고려시대도 1109년(예종 4)부터 1133년(인종 11)까지 24년 간 무과가 실시된 적이
있으나 문관들의 반발로 없어져 고려시대는 무과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혹
시 이 때문은 아닌지?,
4. 발표 내용 중 縣
씨족원류郡
에는 백제왕 계보 등도 하나의 성관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적고
있는데, 백제왕 계보뿐만 아니라 고대왕조의 성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

239

일제강점기 지역축제로서의 단오(端午)의 지속과 변화
- 서울[京城]을 중심으로 안주영(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목 차
Ⅰ. 서론
Ⅱ. 일제강점기 의례와 놀이로서의 단오 세시(1910년-1919년)
Ⅲ. 일제강점기 지역축제로서의 단오의 활성화(1920년-193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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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Ⅰ. 서론
단오는 음력 5월 5일의 명절로, 단오의 단(端)은 첫 번째의 의미이고, 오(午)는 다섯의 오
(五)와 뜻이 통하여 초닷새라는 의미를 지닌다. 단오는 기수가 겹쳐 생기(生氣)가 배가(倍加)되
는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중에서도 양기(陽氣)가 가장 왕성한 날로서 조선시대
에는 설날·한식·추석과 함께 단오를 4대 명절로 삼아왔다1). 『동국세시기』 「한식(寒食)」 조에
“도시 풍속에 산소에 올라가 차례를 올리는 명절은 설날·한식·단오·추석의 네 명절이다. 술,
과일, 포, 식혜, 떡, 국수, 탕, 적 등의 음식으로 제사를 드린다. 이것을 절사(節祀)라 한다.”
(洪錫謨 1987:69)라고 명시되어 설날과 추석 뿐만 아니라 한식과 단오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
은 명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옷날을 수릿날2)이라고도 하고, 단오를 중오절(重五節),
천중절(天中節), 단양(端陽)이라고도 한다. 단오의 계절은 여름으로 태양 축제라 할 수 있다.
정월대보름 축제가 달의 축제였다면 단오 축제는 태양의 축제라 할 수 있으며, 한국 민족뿐만
아니라 고래(古來)로 북방 민족들도 연중 최대 명절로 삼아왔다3).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 「단오(端午)」 조에는 조선시대의 단오의 대표적인 풍속인 단
오선, 제호탕, 창포탕, 단오장, 그네뛰기, 씨름, 석전 등에 대해 열거되어 있으며4), 유득공의
『경도잡지』에서도 단오에 대해 비슷한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5). 이러한 조선시대의 단오 의
례와 놀이는 개항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속히 변화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일제강

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사전: 여름편』, 2005, 130쪽.
2) 수리란 신(神)이라는 뜻과 ‘높다’는 뜻으로 이것을 합치면 ‘높은 신이 오시는 날[지고(至高)한 신이 하
강(下降)하는 날]’이란 뜻이 된다(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사전: 여름편』, 2005, 130쪽).
3) 국립민속박물관, 위의 책, 130-131쪽.
4) 홍석모(洪錫謨), 「동국세시기」, 『(原文譯註)東國歲時記 外』, 韓國學硏究院 編, 서울:大提閣, 1987,
84-90쪽.
5) 유득공, 「京都雜誌」, 『(原文譯註)東國歲時記 外』, 韓國學硏究院 編, 서울:大提閣, 1987, 217-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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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기가 되면 조선시대의 단오에 행해졌던 세시풍속은 지속과 소멸, 변화의 기로에 놓이게 되
었으며,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역은 근대도시화가 가장 먼저 진행된 수도 도시인 서울(京
城)이었다.
4대 명절의 하나인 단오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세시로서 연구된 것
은 소수에 불과하다. 강정원은 일제강점기 서울의 단오를 시기별로 구분하였는데, 1920년대의
단오는 서울 시민들의 축제로서 보통 사람들, 여성들을 위한 축제였던 반면, 1930년대에 들어
서면서 점차 규모가 축소되다가 1930년대 후반에는 축제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6)고 논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이같은 논의에서는 1930년대의 단오에 관련된 자료들의 한계로 당시의
단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단오와 관련된 일제강점
기의 개별 연구는 없으며, 단오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단오제’와 연관된 축제 연구들이 대부분
이었다. 황루시는 공동체 안에서 도시축제로서의 강릉단오제가 갖는 기능에 대해 서술하였
고7), 박진태(2008)는 한국과 중국의 단오제를 비교연구하였다8). 또한 일제강점기의 향토오락
과 민속놀이에 대한 연구들에 단오에 대한 연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김난주·송재용은
“일제강점기 민속놀이는 본래의 전승 공간인 ‘향토’를 떠나 수백 수천의 관중을 동원하는 ‘민
속놀이대회’로 성행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민속놀이 전승 방식의 근대적 변모 양상”9)이라고
논하였으나 연구자가 밝힌 것처럼 “각 개별 민속놀이에 대한 세밀하고 풍부한 각론 연구”10)로
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편무영은 “해방 전의 단오는 조선의 거의 모든 전역에서 제각기
성황이었다는 점, 강릉단오제는 관동 제일의 축제이기는 해도 전국에서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
는 축제는 아니었다는 점, 경성, 지금의 서울사람들에게 단오를 맞이하여 제일의 관심은 평양
단오였고 둘째는 개성단오였다는 사실”11)을 밝히면서 일제하의 단오가 조선의 전국에서 성행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전국적인 관심거리는 평양단오였다는 점”12)을 강조하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 평양, 개성은 단오 세시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였고, 이에 대해 각 신문사
에서는 일제히 단오날의 세시 축제와 행사를 위한 준비에서부터 단오날의 현황까지 자세히 보
도하였다. 편무영은 평양의 단오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개성이나 경성의 단오에 대해서는 아
직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당시의 신문, 잡지들 중 세시풍속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게재되었던 『매일신보』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경성(서울)의 단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수집하여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단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단오의 축제성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은 단오의 세시풍속
중 근대도시화과정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전승되어온 의례와 놀이들이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
동체성, 축제성이 내재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오에 행해졌던 의례와 놀이는 개인적
인 행위라기보다는 축제적 의례, 공동체적 의례와 놀이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단오

6) 강정원, 「일제 강점기 단오의 변화: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47, 한국민속학회, 2008,
169-202쪽.
7) 황루시, 「현대의 공동체와 축제의 기능-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2집, 2006,
205-230쪽.
8) 박진태, 「한ㆍ중 단오제의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 37, 비교민속학회, 2008.12, 77-106쪽.
박진태, 「한․중 단오제의 비교를 통해 본 법성포 단오제의 정체성」, 『비교민속학』 49, 비교민속학회,
2012.12, 131-150쪽.
9) 김난주·송재용, 「일제강점기 향토오락 진흥정책과 민속놀이의 전개 양상」, 『비교민속학』 제44집,
2011. 4, 422쪽.
10) 김난주·송재용, 앞의 논문, 421쪽.
11) 편무영, 「5. 해방 전 평양의 단오」, 『아시아의 단오민속』, 국학자료원, 2002, 84쪽.
12) 편무영, 위의 책,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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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의 변화는 농업 기술의 변화, 여가시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김택규는
단오에 “파종의례, 이앙의례, 성장의례”가 복합되어 있다고 지적한다13). 여름세시인 단오의 시
기는 농업에 있어 조선 중기까지는 파종과 관련이 있고, 모내기가 실시된 이후에는 이앙과 성
장이 관련이 있는데14), 작은 명절인 단오는 원래 3일씩 놀면서15) 의례를 행하였으나 조선 후
기에 이앙법이 도입된 남부와 중부지방에서는 바쁜 모내기철인 단오에 하루를 쉬거나 거의 쉬
지 않게 되었으며, 이후 모내기와 김매기가 끝나고 7월 백중에 쉬었다고 한다16).
세시를 행위 주체 및 향유 집단에 따라 분류해보면, 유교적 차례를 지내는 설날과 추석은
전통적으로 혈연 공동체 세시인 반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정월
대보름, 백중, 단오 등은 지연 공동체 세시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연 공동체 세시는 한국의 지
역축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17).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서울(京城)에서 행해졌던 단오의 세시
풍속에 대해 『매일신보』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자세히 조사해보고, 지연 공동체 세시로서
의 단오가 지역축제로서 서울 시민들에게 어떻게 활성화되었고, 이는 일제강점기(1910년
-1945년) 동안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일제강점기 의례와 놀이로서의 단오 세시(1910년-1919년)
전통적으로 단오에 행해지는 의례들은 한국의 근대화과정, 국가의 공휴일 정책의 변화로 인
해 대부분 변화되거나 소멸되었다. 특히, 농업의 세시주기에 의존하는 농촌의 농민들과는 달
리 다양한 생업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도시민들에게 일상의 세시주기는 국가의 시간정책에 크
게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전통적으로 단오에는 많은 의례가 행해졌다고 기록되는데, 궁중에
서는 신하들이 단오첩을 궁중에 올리고, 공조와 지방에서 부채를 만들어 임금에게 진상하면
임금이 이것을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는 단오선(端午扇), 단오를 맞아 새로 수확한 앵두를 천신
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단오절사(端午節祀), 집안의 평안과 오곡의 풍년, 자손의 번창
을 비는 단오고사(端午告祀)18) 등은 조선 왕조의 몰락과 일제 강점기 시대의 도래로 인해 그
의미가 상실되거나 축소되어버렸다. 음력설이나 추석의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조상차
례는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반면, 단오에 행해졌던 단오절사나 단오고사, 마을의 수호신을 향
한 공동체 제의는 일제강점기 이후 강릉단오제와 같은 특정 지역의 축제 외에는 지속되어 전
승되지 못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군현 단위의 큰 단오제가 지역마다 행해졌는데19), 조선왕조의
몰락 이후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단오축제의 제의적 특성은 점차 사라지고 단오축제의 놀
이·유희적 특성은 지속되었다.
일제강점기 이전의 단오(端午) 관련 신문기사는 『황성신문』 15건(1901년~1909년), 『대한매
일신보』 6건(1906년~1909년)으로 검색된다.20) 대부분 단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거나 단옷날
13)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91.
14) 강정원, 앞의 논문, 172쪽.
15) 임재해, 「설과 보름 민속의 대립적 성격과 유기적 관련성」, 『한국 민속과 전통의 세계』, 지식산업사,
1994, 216쪽.
16) 장주근, 「한국의 농경과 세시풍속」,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446-449쪽.
17) 임재해, 앞의 논문, 191-220쪽.
강정원, 앞의 논문, 174쪽.
18) 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131쪽.
19) 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131쪽.
20)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디지털화한 고신문 “공공누리”에서 자료를 검색하였다.
공공누리: BIG Kinds>뉴스라이브러리>고신문에서 『한성순보』, 『한성주보』, 『독립신문』, 『독립신문_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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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사건, 행사에 대해 소개하는 기사였는데, 이 중 경성의 단오날 풍경을 엿볼 수 있
는 대표적인 기사 하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端午觀俗
昨日은 陰曆五月五日이니 俗所謂天中之佳節이라 我邦의從前俗尙을 槪見 건 每於是日에都城士
女兒童들이 皆盛粧袨服으로菖蒲湯에 浴髮 며 又蒲根芎葉으로簪頭 고 遊蕩遨嬉
或綠楊高槐
邊에 雙索을 嵬係 고 三三五五秋千戱도 며 或南大門이나 東大門外로 出去 야 關廟에 瞻拜
故로是日은 廟直도 廟門을 洞開 고 婦女의 瞻拜를 放許 近年은 士人의 奔彼가 愈愈沓至 고
觀光 年少도電車에 搭坐 者와 人力車에 嵬占者와 油油히 曳塵步往 者│傾城擁出 며
各部府院에셔도 名節의 遊賞 을 爲 야 一日은 停務 얏더라(『皇城新聞』, 1902년 6월 11일)
위의 기사를 보면, 1902년의 음력 5월 5일 단오에 한성부(서울) 시민들이 행한 여러 의례와
놀이를 소개하였다. 도성의 선비, 여자, 아동들이 모두 고운 옷을 입고 단장하여 창포물에 머
리 감고 삼삼오오 버드나무에 걸은 그네를 타며 동대문이나 남대문밖으로 나가서 관묘(關廟)
에 첨배(瞻拜)하고 부녀자들도 첨배(瞻拜)가 허락되었으며, 전차 타는 사람, 인력거 타는 사람
들로 붐비고 각부에서도 명절을 위해 하루를 쉬었다고 한다. 당시의 단오는 의례와 놀이를 모
두 담지하고 있는 세시명절로서 생업을 하루 쉬고 명절을 지낼만큼 중요한 날로 인식되었으
며, 단오의 주요한 세시로 언급되는 창포물에 머리 감기, 그네뛰기가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단오에는 그네뛰기와 씨름대회를 중심으로 거의 매년 각종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일제강점기의 단오축제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제강점
기의 단오는 음력설과는 달리 조선총독부의 엄격한 규제와 통제의 대상은 아니었다. 조선총독
부의 기관지 일어판 『조선』지에 게재된 오청의 「조선의 연중행사(4)」(1929)21)를 보면, 조선의
年中四大名節(정월, 한식, 단오, 추석) 중의 하나로서 단오를 소개하고 있다. 오청은 이날의
세시풍속으로 “단오차례(端午茶禮), 창포탕(菖蒲湯) 및 창포비녀(菖蒲簪), 추천놀이(鞦韆戱), 각
희(角戱), 단오부채(端午扇), 천중적부(天中赤符), 술의일(戌衣日), 쑥 또는 익모초 채취, 대추나
무 시집보내기, 제호탕(醍醐湯)과 옥추단(玉樞丹), 오금잠제(烏金簪祭), 삼장군제사, 선위대왕
제, 성황신제, 대관령산신제(오청, 『조선』 170(1929.7)”22)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오청은 “추
천(鞦韆)은 ‘부란꼬’라고 하는 것인데 조선어로는 ‘그네’라고 한다.”23)라고 서술하였고, “각희
는 소위 일본의 ‘스모[相撲]’에 해당하여, 조선 도처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예부터
매년 단오절이 되면 힘있는 청소년들이 남산의 왜장과 북산의 신무문 뒤에 모여 각희대회를
개최하여, 소년들은 소년과, 장년들은 장년과 각각 승부를 겨룬다. 시골에서는 지금도 왕성하
게 행해지고 있는 반면, 서울에서는 근래 들어 거의 쇠퇴하였다.”24)라고 서술함으로써 일본의
세시풍속과 비교하여 조선의 단오를 설명하고자 했다.

문』, 『협셩회회보』, 『매일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_영문』, 『대한매일신보_
국한문』, 『매일신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의 단오(端午)관련 기사를
검색한 결과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서만 단오와 관련된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https://www.bigkinds.or.kr/news/libraryNews.do)
21) 오청(吳晴), 「조선의 연중행사(1)-(7)」, 『조선총독부 기관지 일어판 『조선』지의 민속·국문학 자료』,
이복규·김기서 편역, 민속원, 2004, 142-220쪽.
22) 오청(吳晴), 위의 글, 180-192쪽.
23) 오청(吳晴), 위의 글, 181쪽.
24) 오청(吳晴), 위의 글, 181-182쪽.

243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발간한 일제강점기의 세시풍속과 관련된 자료로는 「제35과 朝鮮
의

年中行事」,(1917),

『朝鮮の年中行事』(1937)를

들

수

있다.

「제35과

朝鮮의

年中行

事」,(1917)에서는 “五月五日은 端午이니, 處處에 鞦韆을 만히 하오.”25)라고 단오에 대해 간단
히 언급되어 있다. 이는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 3』에 실린 글로 보통학교 학생을 대상으
로 조선의 세시풍속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의 글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朝鮮の年中行事』(1937)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일어판 『조선』지에 게재된 오청의 「조
선의 연중행사」(1929-1930)를 집성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이다.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
서 발간한 기록에는 단오의 대표적인 세시풍속으로 그네뛰기와 씨름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당시 그네뛰기와 씨름은 지역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적 놀이이자 행사였다는 것이 당시의 신문·잡지의 기사들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일제강점기의 단오는 국가 지정 휴일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그네뛰기와 씨름대회를 중심으로
하여 경성의 지역축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경성의 단오에서 행해졌던 의례
와 놀이는 어떻게 변화해갔는지 당시의 주요한 신문·잡지의 기사들을 통해 시기별로 살펴보고
자 한다. 당시의 단오(端午)와 관련된 주요 신문·잡지 기사의 건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1910년-1945년 주요 신문·잡지별 단오(端午) 관련 기사 건수27)
연

신문·잡지명

번

출간연도

건수
65026)

1

동아일보

1920.4.1.-1940.8.10.

[ 3 3 7 ( 端 午) , 3 1 3 ( 단
오)]
456

2

매일신보

1910.8.30.-1945.8.14.

[442(端午),

3
4
5
6

조선중앙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조선일보
잡지(신여성, 신가

1933.3.7.-1937.11.5.
1924-1926
1927-1930
1920.3.5.-1940.8.10.

節), 8(단오날)]
79(端午)
36(端午)
33(端午)
11(端午)

7

정, 조광, 혜성, 농
민, 별건곤, 조선급

1910.-1945. 사이 출간

6(天中

8(端午)

된 잡지류

만주)

25)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제35과 조선의 연중행사」,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 3』, 朝鮮總督府,
1917, 113쪽.
26) 네이버뉴스 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에서 일제시기(1920-1940) ‘단오’ 관련 『동
아일보』 기사를 검색하면 총 1,467건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사들까지
포함되었으므로
더욱
정확한
건수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에서 ‘단오’와 ‘端午’로 구분지어서 검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7)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화한 고신문 “공공누리”사이트의 아카이브 자료,
(https://www.bigkinds.or.kr/news/libraryNews.do)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아카이브 자료
(http://www.koreanhistory.or.kr/)를 통해 “단오(端午)”와 연관된 신문·잡지의 기사를 더욱 정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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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일제강점기의 신문·잡지의 기사 건수를 보면, 『매일신보』와 『동아일보』에 실린 기
사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신문·잡지편(1876-1945)』(국립
민속박물관, 2003)의 연도별 기사 건수를 보면, 단오와 관련된 기사가 109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설날과 관련된 기사가 98개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세 번째는 추석으로 70건이었
고, 네 번째는 보름으로 37건이었다.28) 또한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한국문화자료총서세시풍속 관련 자료집_신문편』(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4)에서는 일제강점기의 단오 관련
기사를 『동아일보』에서는 25건, 『매일신보』에서는 23건으로 기록하였는데, 주로 단오의 놀이
에만 국한하여 관련 기사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수의 기사가 수집되었다. 본고에
서 조사된 단오 관련 기사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데, 이중 『동아일보』가 650건으로 가장
많고, 『매일신보』가 456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신문·잡지편
(1876-1945)』(국립민속박물관, 2003)에서 설날의 기사보다 단오와 연관된 기사의 수가 더 많
다는 것, 실제 아카이브 자료에서는 훨씬 더 많은 수의 단오 연관 기사들이 수집되었다는 것
은 그만큼 단오의 세시풍속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전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더
욱 다채로운 행사와 놀이가 더해져서 대외적으로 소개할 내용이 더욱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
다. 특히, 당시의 단오와 관련된 신문기사들 중의 상당수는 그네뛰기와 씨름대회를 비롯한 각
종 행사와 연관된 기사들이었다.
먼저, 1910년대의 단오 관련 기사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단오와 관련된 기사가 가장 많았던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출간연도가 1920년-1940년까지이므로 1910년대의 자료가 없다. 1910
년대의 자료는 『매일신보』(1910-1945)와 잡지
『소년』(1908-1911)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매일신보』의 기사들 중 1910년대에 단오와 관
련된 신문기사는 1914년부터 찾을 수 있는데,
“端午佳節과 平壤, 오월단오날의 평양의 장관,
사흘동안은 막 놀고 보아(1914년 5월 30일)”,
“端午日의 關王廟, 단오날남관왕묘의 상황, 에그
사람도 끔찍끔찍해(1914년 5월 31일)”의 기사에
서 단오날의 활기찬 도시적 풍경을 엿볼 수 있
다.
<사진 57> 남묘안의 추천
(『매일신보』, 1916년 6월 6일.)

당시 『매일신보』의 기사에서 단오날의 남관왕
묘에 “수삼천명이 산과 바다같이 모였다.”고 표

현한 것을 보면 남관왕묘 일대가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축제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고 자세하게 수집할 수 있었다. “(端午)”로 표기된 것은 “端午”를 검색어로 하여 수집한 기사의 건수
이고, “(단오)”로 표기된 것은 “단오”를 검색어로 하여 수집한 기사의 건수이다. 서로 중복되는 기사
의 건수는 제외하고 표기하였다. 다만, 『조선일보』의 경우, 아직 아카이브화가 되어있지 않아서 필자
가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해서 발간한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신문·잡지편(1876-1945)』(국립민속박
물관, 2003)의 『조선일보』 단오 관련 기사 건수를 조사하여 기재하였으므로 당시의 신문기사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기사만 조사될 수밖에 없었다. 향후 『조선
일보』의 아카이브화가 진행되면 이 부분의 조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28)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신문·잡지편(1876-1945)』, 국립민속박물관, 2003, 628쪽.
필자가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해서 발간한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신문·잡지편(1876-1945)』(국립민
속박물관, 2003)에는 단오와 관련된 신문·잡지의 기사 건수가 109건으로 되어 있으나 필자가 다시 단
오와 관련된 신문·잡지의 기사를 여러 아카이브에서 검색해보니 훨씬 더 많은 기사가 검색되었다.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신문·잡지편(1876-1945)』이 발간된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의 신문과 잡지의
기사가 데이터로 정리되어 아카이브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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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당시 경성에서는 단오날의 대표적
인 세시풍속인 창포물에 머리 감기, 그네뛰기
(추천)가 행해졌으며, 남묘에 참배하러 온 사람
들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다.
경성의 단오날 행사는 주로 동묘와 남묘 부
근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단오의 가장
중요한 세시 놀이인 그네뛰기와 씨름대회는 경
성의 대표적인 축제 장소인 동묘와 남묘 부근에
서 행해졌다. 1910년대의 경성의 단오와 관련
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동묘와 남묘 부근의 시
<사진 58> 端午日 關王廟의 상황

황, 당일의 행사 내용, 당일의 일기 등에 대해

(『매일신보』, 1914년 5월 31일)

소개하는 내용이 많다. 『매일신보』의 1915년
기사에는 “밤새이도록 그쳤다 왔다하던 궂은 비

는 아침부터 그쳤고 검은 구름은 종일 중천에 배회하였으나 다행히 저녁때까지는 비가 오지
아니하여 … 남묘 동묘에는 구경가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면 밤비에 무거워진 그네줄도 공중으
로 자주 올라갔다 내려왔다 음산한 일기나마 비지땀을 흘리지않고 간신-히 단오 하루는 새옷
을 적시지 않고 잘지내였다더라.”29)라고 단오날의 서울 풍경을 보도하였는데, 다행히 단오날
당일에 비가 오지 않아서 서울 시민들이 새옷으로 단오빔을 차려 입고 남묘와 동묘에 구경을
갔다는 내용이다. 경성의 남묘와 동묘에서 단오날 축제가 행해졌고 거기에 구경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내용은 이후의 기사에서도 종종 찾을 수 있다. 1917년의 기사에서도 “창포국에 세
수하고 머리 감으며 창포뿌리를 깍아 머리에 꽂으며 준치 생선을 먹고 … 추천줄을 매고 추천
하는 것은 일반의 유희라.”30)고 하며 단오에 행하는 세시에 대해 소개하였고, “이날 시중에는
머리에 창포를 꽂고 새옷을 입은 아이들이 많이 보이며 남묘를 위하야 각 묘에는 참배하러 가
는 사람이 많고 또 삼천동 청량리같은 추천줄이 설비된 곳에는 사방에서 모여드는 남녀가 구
름같이 추천도 할겸 소창도 할겸 서늘한 나무그늘에 모여 노는 광경은 참 가절인듯 하더라
.”31)라고 보도하며 남묘에 참배하러 가는 사람들, 삼천동과 청량리에서 그네뛰기를 하는 남녀
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916년의 기사에서는 음력 단오가절의 경성시황에 대해 보도하였는데, 단오날 “경성시중은
평일보다 성황을 이루어 곳곳에서 새옷 입고 창포 꽂은 도련님, 아기네들도 보겠고, 평일에는
별로 바깥 출입이 없던 부인들도 이날의 이때를 환락하기 위하여 걸 구경하러 나온 보인도 비
상히 많아서 시황이 자못 번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경성에서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
는 곳은 문밖 각 처이라 첫째로는 동대문 밖 동묘(東廟) 앞에는 높다랗게 그네를 매고 옥가는
사람이 모여 그네를 뛰는 가운데 일반 부인네들의 추천하는 광경도 더욱 볼만하고 또한 동묘
에 참배하는 사람도 어떻게 많던지 능히 부비고 들어가서 절 한번 못하게 된 성황이였고”32)
라고 하며 경성의 단오날 중요한 장소들을 사대문 밖의 장소들인 동묘앞, 광무대, 삼청동, 남
묘앞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단오날 당일의 일기에 대해 보도하였는데, 단오날과 관련된 많은
기사들에서 당일의 일기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단오는 다른 명절에 비해 외부의 특정 공간에

29)
30)
31)
32)

「端午의 市中, 오후부터 단오노리 다히 일긔 무」, 『매일신보』, 1915년 6월 18일.
「端午의 市中, 사만흔 츄쳔터」, 『매일신보』, 1917년 6월 24일.
「端午의 市中, 사만흔 츄쳔터」, 『매일신보』, 1917년 6월 24일.
「端午佳節」, 『매일신보』, 1916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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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행하는 축제적 성격의 명절이었으므로 당일의 외부 날씨는 행사의 성패여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였기 때문이다.
1917년에는 『매일신보』 주최로 단오날에 한강철교로부터 마포 사이에서 낙화대회(落火大會)
를 열기도 하였으며33), 1918년에도 “음력 오월 단오명절에 경성 시가에는 남녀노유를 물론하
고 구경터를 쫓아다니는데 남묘 앞에는 그네를 높이 매고 새옷 입은 도림님 아기씨들이 자랑
스럽게 뛰는 것도 볼만하였고 동대문 밖 청량리 방면으로는 어떻게 사람이 많이 나갔던지 전
차를 집어 탈 수 없는데 성황이였고 종로 등지는 사람으로 테를 메우다시피 하였는데 어떻든
지 당일은 문안 문밖 각 처에 사람천지가 되야 하루 동안 단오명일을 즐겁게 보내얐더라.”34)
라고 보도하여 남묘와 동묘를 중심으로 경성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놀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반면 1919년에는 3·1운동이 일어난 해였기 때문에 「內地人의 端午」,35) 「平壤端午戱 今年에
는 禁止」36), 「端午, 소요의 뒤라 각 지방은 적막」37), 「端午의 天氣로 풍흉을 보는 미신」38)이
라는 다소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들이 게재되었다. 「內地人의 端午」에서는 조선인의 단오는 음
력 오월 오일인데 반해 일본인(내지인)의 단오는 양력 오월 오일이고, 조선인의 단오는 여자들
의 명절인데 반해 일본인의 단오는 남자에게 가장 의미 있는 명절로, 특히 남자아이들에게 의
미 있고 즐거운 명절이라는 점을 대비시키면서 설명하였다. 「平壤端午戱 今年에는 禁止」에서
는 “평양경찰서에서 일반 조선인에 대하여 음력 오월 단오부터 삼일간 산에 올라가서 노는 것
과 집 밖에 모여있는 것을 금지한다는 고시를 붙였다.”39)고 보도할만큼 1919년에는 세시풍속
에 대한 억압과 금지가 강화되었다. 또한 3·1운동 뒤에 온 1919년의 단오에 각 지방은 적막
하기 이를 데 없었다. 1919년 6월 2일자 기사에서는 “금일이 오월 단오이다. 팔월 가위와 아
울러 각 지방에서는 일년 중에 매우 좋은 명절이지만은 금년에는 소요의 영향으로 각 지방의
단오놀이가 아주 평년만 못하였다. … 간혹 그네를 매인 곳은 있어 보였다.”40)라고 하며 예년
과는 많이 달라진 단오날 경성의 시황을 보도하였다. 또한 1919년 6월 11일자 기사에서는
“농가에서 매년 음력 오월 단오날 일기를 보아 그 해의 농작물의 풍흉을 판단하는 습관이 있
다”41)고 하면서 이를 “함흥경찰서 지경리 출장소에 탐지되어 간절히 그 미신을 오해치 말라
.”42)고 하여 단오의 세시풍속의 일부를 미신으로 규정짓고 있다. 이처럼 1919년의 단오 관련
기사들에서는 단오에 대해 다분히 탄압적이며 부정적인 내용이 보도되었고, 단오에 행해지던
여러 세시풍속과 축제적 양상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19년에도 단오날 동묘
에 참배하러 간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다는 기사도 게재된 것으로 볼 때, 3·1운동의 영향은 국
지적이며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다. 1919년 6월 4일자 기사에서는 단오날
동묘앞에서 일어났던 전차정면충돌 사건을 보도하면서 “당일은 음력 단오가 되야 동묘에 참배
자가 비상히 많았지만은 인축에 고장이 없던 것은 불행중 다행”43)이라고 당일의 사건에 대해
33) 「漢江에서 落火大會, 오월단오날 본사의 쥬최로, 경셩젼미문의 쟝관을 기다리라」, 『매일신보』,
1917년 6월 6일.
34) 「端午日의 市中, 우 번화얏다」, 『매일신보』, 1918년 6월 14일.
35) 「內地人의 端午」, 『매일신보』, 1919년 5월 5일.
36) 「平壤端午戱 今年에는 禁止」, 『매일신보』, 1919년 6월 1일.
37) 「端午, 소요의 뒤라 각 지방은 적막」, 『매일신보』, 1919년 6월 2일.
38) 「端午의 天氣로 풍흉을 보는 미신」, 『매일신보』, 1919년 6월 11일.
39) 「平壤端午戱 今年에는 禁止」, 『매일신보』, 1919년 6월 1일.
40) 「端午, 소요의 뒤이라 각디방은 젹막」, 『매일신보』, 1919년 6월 2일.
41) 「端午의 天氣로 풍흉을 보는 미신」, 『매일신보』, 1919년 6월 11일.
42) 「端午의 天氣로 풍흉을 보는 미신」, 『매일신보』, 1919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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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단오날에 대외적으로 행하는 축제적 행사는 전국적으로 줄어들었으나 동묘에 참배하
던 서울(경성) 시민들의 세시풍속 의례는 예년과 같이 반복적으로 행해졌던 것이다.

Ⅲ. 일제강점기 지역축제로서의 단오의 활성화(1920년-1939년)
1920년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단오에 대한 기사는 새로 창간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증가되기 시작하였으며, 『매일신보』에서도 본사 주최의 단오운동회를 개
최했을 정도로 단오에 대한 각 신문사의 관심은 실로 뜨거웠다. 1920년대의 단오는 경성 뿐
만 아니라 경기도, 평양, 개성 등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일대 호황기를 맞았다. 1920년대가
되면서 단오의 세시풍속은 단순히 의례와 놀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의 각 지역마다
대대적인 행사가 개최되는 축제의 장이 펼쳐지는 특별한 날이 되었다.
1920년의 6월 5일자 『매일신보』의 기사에서는 음력 오월 단오날의 놀이를 “작년에는 무슨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까하여 평양 경찰서에서는 그같이 하는 것을 금지하여 그 때에 부인사
회에서는 일년 간에 이삼일 잘 노는 것을 금지하얏다고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던 바 이번에 평
양경찰서장은 평양의 관습인 단오일에 부녀야유에 대하야 의논한 바가 있었는데 그같은 일은
자유에 맡기여 두는 것이 좋겠다하야 의논이 일치하얐는 고로 금년 단오일에는 전과 같이 풍
정과 기자묘송림에서 부인야유회를 열 것을 허가하였더라.”44)라고 하여 단오날의 놀이에 대한
금지를 허가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오날은 평양, 개성, 강릉, 서울(경성) 등 주요
도시에서 놀이와 행사가 벌어지는 축제의 날이 되었다. 1921년에는 평양포목상조합에서 대운
동회를 열었으며,45) “서울 남묘와 청량리에서는 추천이 성황이었으며, 새로 익은 앵두로 조상
에게 천신도 하고 추천도 구경하였다.”46)고 한다. 1920년의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단오와
일요일이 겹쳐 각 거리에서는 사람들로 붐볐으며, 특히 관왕묘에 참배하러 가는 사람, 각 그
네터에 모이는 사람, 삼청동, 장춘단 등의 유원지로 가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볐다
.”47)고 보도하였다. 1920년의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남대문 밖 관왕묘, 창경원, 문밖의 청
량리와 만정사 부근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48)고 보도하였다. 1920년대의 경성에서는 남묘와
동묘를 중심으로 그네를 매어 추천을 즐겼고,49) 관왕묘를 비롯하여 각 처에서는 치성하는 사
람들로 붐볐으며, 경성의 각 처에서는 흥겨운 씨름판이 벌어지는 그야말로 축제의 명절이었
다.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한국문화자료총서-세시풍속 관련 자료집_신문편』(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4)의 단오 관련 신문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 시기 단오놀이의 특징은 전통
놀이에 더해 마라톤, 자전거, 정구 등 새로운 운동경기가 포함되고 각 지역의 두레공동체가
아닌 신문사나 시민준비위원회 같은 별도의 주최기구가 생겼다.”50)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매일신보』가 1920~1930년대에 걸쳐 ‘시민 위안 단오놀이’를 주최했으며, 장충단
43)
44)
45)
46)
47)
48)

「電車正面衝突, 단오날 동묘 압헤셔」, 『매일신보』, 1919년 6월 4일.
「端午日의 平壤野遊許可, 쟉년에 못얏스나 금년에 이를 허가」, 『매일신보』, 1920년 6월 5일.
「端午日運動會, 평양포목상죠에셔 대운동회를」, 『매일신보』, 1921년 6월 7일.
「端午佳節, 오날 하로가 명졀중 뎨일 됴와」, 『매일신보』, 1921년 6월 10일.
「昨日으 端午節」, 『조선일보』, 1920년 6월 20일.
「京城과 端午節, 관왕묘와 창경원은 단오를 독차지한 듯, 아기씨의 발자최도 단오가절을 말하여」,
『동아일보』, 1920년 6월 21일.
49) 「추천의 명졀 端午, 창포에 머리감고 도 준치를 천신」, 『동아일보』, 1923년 6월 18일.
5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한국문화자료총서-세시풍속 관련 자료집_신
문편』, 채륜, 2014,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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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경무대(景武臺)에서 시내 다섯 권번 소속 기생을 불러 흥을 돋우고 시내 일주 마라톤,
부인네의 보물찾기, 소년소녀 그네뛰기, 씨름, 현상미인(懸賞美人)찾기 등 각종 프로그램을 마
련하였다.”51)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단오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서 거의 대부분 빠지지 않
고 등장하는 놀이가 바로 그네뛰기와 씨름대회이다. 이는 “단오를 대표하는 전승 놀이가 그네
뛰기와 씨름”52)이기 때문이다.
1920년대 이후 민속놀이가 단순히 놀이에만 그치지 않고 각종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대대적
인 축제적 대회로 개최되고 이것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게 된 이
유는 무엇일까? 김난주·송재용은 “일제강점기 민속놀이 전승 방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민속놀이대회’”53)라고 규정하면서 “200여 종에 달하는 민속놀이 중 근대시기 ‘민속놀이대회’
로 성행한 것은 윷놀이[擲柶], 줄다리기[索戰], 그네뛰기[鞦韆], 씨름[角戲]이 ‘대회’라는 명칭을
걸고 전국적으로 성행하였다.”54)고 지적하였다. 또한 “세시나 지역 축제의 장에서 놀고 지역
주민의 출연과 운영으로 이루어지던 전통사회의 민속놀이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기획된
민속놀이진흥정책에 의해 그 전승 구조가 변용되었다”55)고 논하였다. 1920년대 이후 음력 오
월 단오에 이루어졌던 각종 ‘민속놀이대회’는 근대화된 서울(경성)에서 가장 크게 세시축제로
서 기능하였고, 이는 각 신문사나 각 지역의 여러 단체들, 조합들의 주최나 후원으로 해마다
개최되었는데,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절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각 시
기별 『동아일보』와 『매일신보』의 단오와 관련된 기사 건수를 살펴보면 이같은 경향이 더욱 확
연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동아일보』의 단오 관련(제목+본문) 유형별 기사 건수56)
제목+본문 관련 기사
단오 행사 관련 기사
(~주최)

단오

그네뛰기(鞦

韆)57) 관련 기사

단오 씨름(脚戲)58) 관
련 기사

『동아일보』
1920-1929
1930-1939
1940
합계
1920-1929
1930-1939
1940
합계
1920-1929
1930-1939
1940

232
266
20
518
74
232
22
328
111
121
12

5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위의 책, 10쪽.
52) 강정원, 앞의 논문, 180쪽.
53) 김난주·송재용, 「일제강점기 향토오락 진흥정책과 민속놀이의 전개 양상」,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
지 민속놀이의 문화정책과 변모양상』,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단국대학교출판부, 2011, 39-40
쪽.
54) 김난주·송재용, 위의 책, 2011, 40쪽.
55) 김난주·송재용, 위의 책, 2011, 42쪽.
56) 『동아일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http://newslibrary.naver.com/)
각 유형별로 중복되는 기사는 제외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그네뛰기와 씨름 관련 기사는 서로 일부
중복될 수 있으나 유형별, 시대별로 통계를 내기 위하여 유형별 기사 건수에 의미를 두고 조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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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44
1920-1929
21
단오 추천(鞦韆)+각희
1930-1939
83
(脚戲) 관련 기사
1940
10
합계
114
1920-1929
1
단오 그네뛰기+씨름
1930-1939
28
관련 기사
1940
5
합계
34
<표 3> 『매일신보』의 단오 관련(제목) 유형별 기사 건수59)
제목 관련 기사
단오 행사 관련 기사
(~주최)

단오

그네뛰기(鞦

韆)60) 관련 기사

씨름(脚戲)61)

단오
관련 기사

단오

추천(鞦韆)+각

희(脚戲) 관련 기사

단오

그네뛰기+씨름

관련 기사

『매일신보』
1910-1919
0
1920-1929
22
1930-1939
17
1940-1945
0
합계
39
1910-1919
6
1920-1929
7
1930-1939
34
1940-1945
1
합계
48
1910-1919
7
1920-1929
23
1930-1939
35
1940-1945
2
합계
67
1910-1919
0
1920-1929
2
1930-1939
12
1940-1945
1
합계
15
1910-1919
0
1920-1929
0
1930-1939
0
1940-1945
0
합계
0

57) 그네뛰기와 추천(鞦韆)의 두 가지를 조사하여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산출하였다.
58) 씨름과 관련된 기사는 대부분 기사 내용에 각희(脚戲)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각희(脚戲)
와 관련된 건수만 산출하였다.
59) 『매일신보』: 한국언론진흥재단 공공누리 아카이브
(https://www.bigkinds.or.kr/news/libraryNews.do)
각 유형별로 중복되는 기사는 제외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그네뛰기와 씨름 관련 기사는 서로 일부
중복될 수 있으나 유형별, 시대별로 통계를 내기 위하여 유형별 기사 건수에 의미를 두고 조사하였
다.
60) 그네뛰기와 추천(鞦韆)의 두 가지를 조사하여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산출하였다.
61) 씨름과 관련된 기사는 대부분 기사 내용에 각희(脚戲)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각희(脚戲)
와 관련된 건수만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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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에서 1920년부터 1940년까지 각 지역의 단체들이나 조합들, 신문사 등이 주최하
는 단오절 관련 행사와 관련된 기사는 총 518건이었으며, 1920년에서 1929년까지는 232건,
1930년에서 1939년까지는 266건, 1940년에는 20건이 있었다. 반면, 『매일신보』는 단오절 관
련 행사와 관련된 기사가 총 39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조사되었는데, 이는 아카이브에
서 『동아일보』는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서 키워드가 검색되는 반면, 『매일신보』는 제목으로만
검색되므로 실제의 기사 건수보다 적은 수가 산출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동아일보』와 『매
일신보』의 기사 건수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 각 신문사의 시기별 차이에 주목하여 위의
<표 2>, <표 3>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문기사의 내용에서 각각의 대회는 대체로 그네뛰기나 추천대회, 씨름대회를 포함하고 있
었으며, 이에 더해 댄스, 보물찾기, 마라톤 등 각종 경기나 유희를 포함하기도 하였고, 큰 대
회는 일종의 지역 운동회로서도 기능함으로써 상당한 수의 지역민들을 세시 축제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었다. <표 2>의 『동아일보』 기사 건수를 보면, 단오의 추천(鞦韆)과 각희(脚戲)가
동시에 게재된 기사가 114건, 단오의 그네뛰기와 씨름이 동시에 게재된 기사가 34건62)으로
조사되는 것을 볼 때, 규모가 큰 단오운동회나 지역의 세시 축제에서는 그네뛰기와 씨름을 동
시에 개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이것이 특정한 상품이나 상금을 건 그네뛰
기대회(鞦韆대회), 씨름대회(脚戲대회)의 형태로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네뛰기와
씨름은 1920년대-1930년대까지 전국적으로 성행하였는데, 특히 1930년대에 그네뛰기나 씨름,
이와 관련된 각종 단오운동회, 대회 등의 행사와 관련된 기사 건수가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사의 건수 및 내용을 살펴보면, 『매일신보』에서 제1회 단오운동
회를 개최하던 1925년을 기점으로 하여 1920년대 중반부터 단오 관련 세시 행사, 세시 축제
가 증가되기 시작하여 1930년대 중반까지 절정에 이르다가 1930년대 중반부터 단오와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들이 차츰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와 관련된 세시 행사, 세시 축제들도 점차 규모
가 축소되거나 차츰 줄기 시작하였다. 또한 1939년 세계 제2차대전과 연이은 태평양전쟁의
여파로 1940년대에 이르면 단오와 관련된 큰 행사들은 농번기 등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연기
되거나 취소되는 등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실제로 1920년대에 각 신문사가 주최하는 단오 관련 행사들은 증가되기 시작하였는데, 가
장 대표적으로는 『매일신보』, 『동아일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단오 관련 운동회나 각종 행
사였다. 이 중 경성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큰 행사로 진행되었던 것은 『매일신보』에서 주최한
시민위안단오운동회였다. 1925년 『매일신보』에서는 제1회 시민위안단오운동회를 개최하였다.
1925년 『매일신보』의 기사에서는 “마침 명절중의 명절이라 일컬으며 종교나 예절을 초월하여
순전한 국민적 오락이 열리는 『단오의 명절』을 마지하게 된 이 때를 기하야 시민위안운동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즉 오난 이십오일은 음력으로 오월 단오일에 상당함으로 역사에 쌓이고
녹음이 우거진 경복궁 뒤뜰 경무대(景武臺)를 퇴하야 갖은 재미있는 경기와 기생의 가무이며
단오의 특색을 다한 『그네』를 높이 매어 하루 해가 지도록 환락의 노래가 끊일 줄 모르도록
만단 준비를 실행중이다.”63)라고 하여 『매일신보』가 주최하는 시민위안운동회 개최 준비에 대
해 보도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발행되던 한국어 일간신문인 『매일신보』에
서 단오를 “명절 중의 명절”이라고 규정짓고 시민위안운동회를 꾸준히 개최하였다는 사실은

62) 단오의 추천(鞦韆)과 각희(脚戲)가 동시에 게재된 기사와 단오의 그네뛰기와 씨름이 동시에 게재된
기사는 일부 중복되므로 여기서는 두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63) 「歡樂境化할 端午의 景武臺, 市民慰安運動會開催, 하로동안을 자미잇게 보내고자 본사는 만반준비
에 착수하얏다」 , 『매일신보』, 1925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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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양력설을 권장하고 음력설을 규제하며 음력과세를 동시에 쇠는 것을 이중과세의 폐해
라고 규정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당시 『매일신보』를 비롯하여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주요 신문에서는 음력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이중과세의 폐해에 대한 기사가 많이 보
도되었고, 특히 『매일신보』에서 가장 많았다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현상이다. 『매일신보』
에서는 시민위안운동회의 운동 종목으로 “대인, 소인남녀마라톤 競走(정원 각 삼십명), 鞦韆
(그네), 脚戲(씨름), 기생운동(京城四券番妓生), 보물찾기(懸賞探寶)”64)를 설정하였고, 각종 경
기에 상품을 내걸었다. 또한 1925년 6월 20일에는 명진소년회에서 단오놀이를 거행하였고,65)
6월 23일에는 조선중앙소녀관이 주최하여 단오노래대회를 개최66)하는 등 각종 단오와 관련
행사와 놀이가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26년에는 순종(純宗)의 국상(國喪)으로 인하여 『매일신보』가 주최하는 단오시민위안
회는 음력 팔월 추석에 개최되는 것으로 연기되면서 1926년의 단오운동회는 사실상 개최되지
못하였다. 당시 추석 놀이는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댄스경기, 줄다리기, 장년들의 마라톤경주,
소년경기, 판씨름, 광대놀이, 보배찾기 등 단오운동회의 주요경기와 놀이를 이어나갔다.67) 대
신 “시내에 있는 오월회(五月會)에서는 순종의 국상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어린이날 행사를 오
월 단오날에 성대히 거행한다.”68)는 것을 보면 조선총독부와 『매일신보』는 각종 명절과 기념
일 관련 행사를 예년과 마찬가지로 진행함으로써 1926년의 국상의 의미를 상당 부분 축소하
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목할만한 사실은 시민위안추석놀이를 1928년에도 개최
하고자 하였는데, “30만 시민 제씨를 위하야 시내 장충단공원(奬忠壇公園)에 대영화(大映畵),
음악회(音樂會)를 열고, 박춘재(朴春載, 1881~1948)의 재담(才談), 소녀회원(少女會員)들의 동
요(童謠), 유명한 조선영화(朝鮮映畵) 두 가지를 아울러 무료로 공개한다.”69)고 보도함으로써
8월 추석놀이를 기존의 전통적 놀이의 형태가 아닌 근대적 유희, 근대적 이벤트성 행사로 탈
바꿈했다는 점이다. 『매일신보』는 “팔월 추석이야말로 오월 단오와 아울러 가장 뜻깊은 국민
적 놀이날, 달밝고 바람 맑은 명절”70)이라고 규정하고 단오와 마찬가지로 본사주최의 시민위
안추석놀이를 개최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행사 당일 우천으로 인하여 중지되었다.”71)고 전했
다.
반면, 같은 해 『동아일보』의 기사에서는 “순종황제의 우주(虞主)가 눈물서린 혼전(魂殿)에
듭신지도 벌서 이틀째되는 어제는 단양가절(端陽佳節)이다.…이날 정오에 우주를 뫼신 대궐에
서는 눈물의 자최를 그리는 별다례(別茶禮)를 지나시었는데 향기서린 혼뎐에는 애통에 잠기신
황전하께옵서 애곡을 하시여 뽀얀 향내 속에 오직 비애의 파동이 일흘 뿐이었더라.”72)라고 전
하여 1926년 단오일의 창덕궁 별다례에 대해 대중에게 전하였다. 『조선일보』에서도 “금년은
64) 「市民慰安端午運動大會, 景福宮後園廣塲景武臺에셔, 六月二十五日(端午)에 擧行, 雨天이면 廿八日
로 延期」, 『매일신보』, 1925년 6월 20일.
65) 「어린이의 端午노리, 음악회를 열고 앵도를 대접해」, 『매일신보』, 1925년 6월 20일.
66) 「中央少女主催 端午노리大會, 관람하는 소녀의 현상독창도 잇다」, 『매일신보』, 1925년 6월 23일.
67) 「端午市民慰安會는 八月秋夕에 開催, 가즌노리를 갓초와서 특히 무료로 공개한다」, 『매일신보』,
1926년 6월 15일.
68) 「延期된 어린이데이, 陰曆五月端午에 擧行, 국상으로 연긔되얏든 어린이날 오월단오날에 성대히 거
행한다」, 『매일신보』, 1926년 5월 25일.
69) 「仲秋佳節月明夜에 映畵音樂無料公開 추석날밤 장충단에 거저보는 구경이 잇다, 本社主催 市民慰安
秋夕노리」, 『매일신보』, 1928년 9월 25일.
70) 「仲秋佳節月明夜에 映畵音樂無料公開 추석날밤 장충단에 거저보는 구경이 잇다, 本社主催 市民慰安
秋夕노리」, 『매일신보』, 1928년 9월 25일.
71) 「本社主催秋夕노리는 雨天으로 因하야 中止합니다」, 『매일신보』, 1928년 9월 29일.
72) 「昨日의 端陽節에 昌德宮別茶禮」, 『동아일보』, 1926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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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상을 당하야 단오놀이 할 사람도 많지 않을 듯하다 한다.”73)라고 전하며 당시의 다소 침울
한 단오 분위기를 전하였다. 또한 당시 어린이날 기념식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김천
소년회에서는 “국상으로 인해 연기했던 어린이데이 기념식을 단오날 하기로 계획했는데 경찰
서에서 어린이데이의 시위행렬을 금지하고 선전삐라 뿌릴 때도 삼사인씩 같이 다니지 말라 하
였으며 소인극은 각본이 불온하다고 금지”74)하여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동아일보』의
“본사지국 후원으로 단오날에 개최할 김해어린이놀이도 경찰의 금지로 정지하였다.”75)고 한
다. 어린이날 행사나 여타의 다른 행사에서 시위나 소요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일부의 행사는
금지를 당하였고, 씨름대회나 그네뛰기 행사도 일부는 금지를 당하였으나76) 1926년에도 전국
각지에서 씨름대회나 그네뛰기 행사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77)는 점에 주목할만 하다.
『동아일보』 동부지국에서 주최하는 독자위안경기추천대회는 1925년에 제1회가 청량리에서 개
최되었는데78), 1926년에는 “국장(國葬)으로 당국의 집회금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지연되었으나마 제2회 추천대회와 각희대회를 청량리에서 3일간 개최”79)하였다는 것을 볼 때,
단오는 날짜를 연기해서라도 꼭 개최해야 하는 중요한 세시 축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단오 관련 세시 축제는 가장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세시 축제가 『매일신보』가 주최한 단오운동회였다. 『매일신
보』는 1927년에 다시 제2회 단오운동회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1927년의 제2회 시민위안단오
운동회의 입장은 전부 무료였고, 경기로는 마라톤경주, 그네뛰기, 보배찾기, 씨름이 행해졌
다.80) 『매일신보』는 시민위안단오운동회를 “본사에서 삼십만 경성 시민의 위안을 도모하기 위
하여 적으나마 하루의 놀이를 차려서 첫 여름 우거져가는 장충단(奬忠壇)에서 단오명절을 마
음껏 즐기시게”81) 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당시 “단오 명절의 특색
인 그네를 장충단 수양버들에 매어서 추천을 하게 하였고, 시내 네권번 오백명 기생을 출동시
켜서”82) 기생운동회도 여흥으로 열게 하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당시 대부분의 신문사 주최
의 큰 행사들은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 도시인 경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장충단
공원, 동묘, 남묘, 청량리 등이 단오 행사의 주된 장소로 채택되었다.
이후 『매일신보』 주최의 단오운동회는 1928년에 제3회, 1929년에 제4회, 1930년에 제5회,
1931년에 제6회, 1933년에 제7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1929년 개최된 『매일신보』 주최의 부
민위안대운동회(府民慰安端午大運動會)에서는 비가 내리는 중에도(細雨霏霏) 오만대중이 왔을
만큼 그 인기는 실로 대단해서 단오운동회는 성황리에 종료되었다.83) 1930년에도 단오날에
비가 왔으나 단오놀이는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84) 이후 1932년에는 만몽박람회(滿蒙博覽

73)
74)
75)
76)

「今日이 端午, 금년은 국상이라 노리도 별로 업슬 듯」, 『조선일보』, 1926년 6월 14일.
「어린이날금지」, 『동아일보』, 1926년 6월 15일.
「어린이날금지」, 『동아일보』, 1926년 6월 15일.
「端午脚戱禁止」, 『동아일보』, 1926년 6월 13일.
「禁止와 延期된 集會」, 『동아일보』, 1926년 6월 17일.
77) 「단오놀이」, 『동아일보』, 1926년 6월 21일.
78) 「讀者慰安京畿鞦韆大會」, 『동아일보』, 1925년 6월 29일.
79) 「東部支局主催 男女鞦韆大會」, 『동아일보』, 1926년 7월 25일.
80) 「第二回 市民慰安端午運動會」, 『매일신보』, 1927년 5월 26일.
81) 「端午名節을 擇하야 市民慰安大運動會 가즌 운동, 추쳔, 보배찻기, 쓰름판, 여러가지 상품도 만코
기생의 운동도 잇다, 場所는 奬忠壇=入塲無料」, 『매일신보』, 1927년 5월 28일.
82) 「端午名節을 擇하야 市民慰安大運動會 가즌 운동, 추쳔, 보배찻기, 쓰름판, 여러가지 상품도 만코
기생의 운동도 잇다, 場所는 奬忠壇=入塲無料」, 『매일신보』, 1927년 5월 28일.
83) 「細雨霏霏한 中에도 五萬大衆이 來會」, 『매일신보』, 1929년 6월 13일.
84) 「비는 오거나 말거나 노리는 始終盛况, 비 퍼붓는 낫 두시반을 긔하야 端午大運動 千秋樂」, 『매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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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의 준비로 개최하지 못하였고, 1933년에는 경무대에서 제7회
단오운동회가 개최되었다. 『매일신보』에서는 매년 장춘단 경기장
에서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1933년에는 “교통이 편리하고 면적이
넓은 효자동 종점 오른쪽에 있는 총독부 뒤의 경무대로 장소를
변경하였다.”85) 이러한 장소 변경은 “경복궁의 역사깊은 조선의
백아전을 앞에 놓고 북악의 영봉밑에 녹음이 무르녹은 경무대”라
는 “이상적인 장소”86) 설정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경무대에서
열린 제7회 시민위안운동회는 “운동장 주위로 무려 수천명에 달
하는 인파가 몰려 문자 그대로의 인산인해”87)를 이루었다고 한
다.
<사진 3> 단오운동회 개최
모습
(『매일신보』, 1929년 6월)
13일.)

이처럼 1920년대-1930년대 『매일신보』의 단오 관련 기사들 중
상당수는 『매일신보』가 주최하는 단오운동회에 관련된 기사나 광
고들이었는데, 주목할만한 점은 당시 단오운동회에 경성 오권번의
참여가 매우 활발했다는 것이다. 1931년 기사를 보면, 시민부는
장충단과 청량리 사이를 왕복하는 마라톤, 맹아경주, 일인일각,
속수경주, 자전거선수경주 등이 있었고, 그 외에 아동부, 여자부,
기생부, 여흥부가 있었는데,88) 특히 미인찾기대회와 기생무용은
시내 각 권번(券番)의 기생이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였다. 오권번
(五券番)의 기생들도 『매일신보』가 주최하는 시민위안단오대운동
회의 우승을 목표로 경기연습에 열중하는89) 등 기생들의 참여는
매우 활발하였다.

<사진 4> 조선권번기생선수
(『매일신보』, 1931년 6월
11일.)

또한 1920년대-1930년대 『매일신보』의 단오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경성에서는 주로 남묘앞, 동묘앞에서 큰 그네를 매달
아놓고 대대적으로 추천(그네뛰기)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절도범이 남묘에서 호기있게 추천을 하다가 형사한테 잡히는 사
건90), 동묘앞 마당에서 그네를 뛰다가 땅으로 떨어져 생명이 위

독한 사람91), 평양에서 그네뛰기를 하다가 죽은 사람92), 단오날 총각과 그네를 서로 먼저 뛰
겠다고 다투다가 중상을 입은 처녀93), 그네를 뛰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94), 봉명에서 각희와

보』, 1930년 6월 3일.
85) 「端午를 기대리는 景武臺」, 『매일신보』, 1933년 5월 25일.
86) 「端午를 기대리는 景武臺」, 『매일신보』, 1933년 5월 25일.
87) 「綠蔭우에 五色旗 펄펄, 景武臺端午運動會 步武堂堂男女選手入場式, 감격과 긔대로 마지된 천중가
절의 하로, 拍手如雷裡定刻開幕」, 『매일신보』, 1933년 5월 29일.
88) 「당신네들을 위한 이모임을 잇게 그리하야 일년 한번의 노리를 힘마음 질기라」, 『매일신보』,
1931년 6월 11일.
89) 「五券番의 紅裙들지 競技練習에 熱中, 다각기우승의 영광을 획득코저 期待되는 端午運動」, 『매일
신보』, 1931년 6월 12일.
90) 「盜賊이 鞦韆타가 형에게 잡혀」, 『매일신보』, 1922년 6월 2일.
91) 「鞦韆타 墜落 生命이 危篤」, 『매일신보』, 1932년 6월 10일.
92) 「鞦韆타 죽어」, 『매일신보』, 1932년 6월 9일.
93) 「총각과 처녀가 그네줄을 다투다 처녀가 마침내 중상을 입어, 端午노리의 副産物」, 『조선중앙일보』,
1935년 6월 7일.
94) 「不歸의 端午노리 鞦韆타다 墜落死亡, 南山藥水臺附近에서 피로 물드린 天中佳節」, 『조선중앙일
보』, 1935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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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대회를 거행하던 중 소나무가 부러지는 사건95) 등 그네뛰기와 관련한 사건 사고는 일제
강점기 내내 끊임없이 발생했을 만큼 그 인기가 실로 대단하였다. 1933년에는 일요일과 단오
절이 겹쳤는데, 비가 왔으나 남묘에서 그네뛰기를 하는 인파는 많았다.96) 당시 단오의 행사들
은 일시와 장소, 당일의 날씨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는데, 단오가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면
이를 강조하여 보도할 정도로 중요한 변수였던 것이다. 1937년에는 경전(京電)에서 “평상시보
다 전차를 30대, 버스를 5대나 증발했어도 차 속은 바늘 하나 꽂을 곳도 없이 기름 짤 지경
이라고”97) 보도할 정도로 단오날의 놀이 인파는 증가하였고, 단오가 일요일과 겹치는 날에는
그 인기가 더해졌다.
한편 1934년 이후에는 『매일신보』가 주최하는 단오운동회의 개최가 중단되었다. 대신 1934
년의 단오 기사에서는 황태자의 단오절 봉축 행사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이는 양력 5월 5
일에 거행되었다는 점에서 대조된다. 당시 기사에서는 “단오인 5월 5일에 경성부에서는 오전
10시 조선신궁광장에서 부민합동봉축식을 거행하기로”98) 되었다고 하면서 식순을 소개하였고,
“5월 5일과 6일의 양일간 조선신궁 경내에서 상무제봉납무도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였는데 종
목은 검술(劍術), 총검술(銃劍術), 씨름 등”99)이라고 보도하였다. 심지어는 “명五일은 황태자전
하 어강탄초단오절이므로 경성부민은 집집마다 국기를 게양하도록 당국으로부터 주의가 있었
다.”100)라고 하면서 양력 단오를 국가의 중요한 기념일처럼 여겼다. 그 외의 양력 단오 관련
기사들은 주로 일본의 궁중 양력 단오절에 대해 소개하는 기사들이었다.
1935년 이후에는 단오와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도 종종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각 신문사의
단오에 관련된 기사의 수가 점차 줄기 시작하였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단오와 관련된 씨름
이나 그네뛰기를 포함하여 크고 작은 각종 행사에 대한 보도가 줄어든 점으로 미루어볼 때,
전국적으로 단오와 관련된 축제적 분위기는 점차 식었을 것으로 보인다. 1935년 평안남도에서
는 단오가 농번기라는 점을 내세워 “3-4일씩 귀중한 시일을 허비한다는 것은 무익하다”101)고
주장하며 “당국의 장려하는 농촌진흥책(農村振興策)과 아울러 체제의 구속을 받게 되었는데,
종래의 3-4일의 놀이를 1-2일로 단축할 것,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제한할 것, 비용을 모집함
에 있어서도 도지사의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할 것”102)이라고 구체적인 제재를 가하였다는 것에
서도 당시의 단오 축제, 단오 행사, 단오 놀이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1938년의 기사에서는 경성의 단오가 행해지는 공간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에서는 그 전엔 남산 기슭에 씨름판이 열리고 여자가 주로 모이는
남묘(南廟) 그네 터와 남자가 모이는 동묘(東廟) 그네 터가 그 중 유명했으나 지금 와서는 그
흔적도 없고 그냥 유명한 양반 가정에서는 들악에 땅그네를 메어놓고 귀여운 딸 손녀들을 즐
95) 「端午놀이中 大松이 부러저」, 『동아일보』, 1936년 6월 26일.
96) 「日曜이자 端午節」, 『동아일보』, 1933년 5월 29일.
97) 「端午이자 日曜日 綠陰 아래 人波萬頃, 사람! 사람! 사람의 물결, 배부른 電車, 自動車」, 『동아일
보』, 1937년 6월 14일.
98) 「皇太子殿下 御降誕初端午 奉祝式擧行 부주최로 五일 오전열시 於朝鮮神宮廣場」, 『매일신보』,
1934년 5월 3일.
99) 「皇太子殿下 御降誕初端午 奉祝武道會 내五월五, 六양일간에 於朝鮮神宮境內」, 『매일신보』, 1934년
4월 29일.
100) 「明五日엔 國旗를 달나」, 『매일신보』, 1934년 5월 5일.
101) 「無味乾燥한 農村에서, 端午行樂도 拘束, 侍日을 短縮코 費用도 制限, 平南道에서 새로 施行」,
『조선중앙일보』, 1935년 5월 31일,
102) 「無味乾燥한 農村에서, 端午行樂도 拘束, 侍日을 短縮코 費用도 制限, 平南道에서 새로 施行」,
『조선중앙일보』, 1935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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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히 놀게 합니다. 그리고 음식 중에는 특히 생선으로 맹그는 어채가 유명합니다.”103)라는 기
사의 내용을 보면, 남산, 남묘, 동묘 부근에서 행해졌던 여러 단오와 관련된 규모가 큰 행사와
축제는 1930년대 후반에 점차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38년 『조선일보』 기사
에서 “한식이나 추석과 달리 여자면 그네뛰기 남자라면 씨름놀이 이 두 가지만은 단오만이 가
질 수 있는 특권”104)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그네뛰기와 씨름대회는 1930년대 후반까지도 전
국의 곳곳에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세시 축제로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다. 비록 경성의
대표적인 장소들에서 행해온 거창한 축제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동네 골목길에서, 혹은 각 지
방의 소규모 단위의 행사들로 그네뛰기와 씨름대회는 이어져오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1939년의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단오를 양력화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양력
과 음력을 이중으로 쓰는 폐단을 일반이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단오절이 제날을 못찾는 감이
없지 않지마는 차츰 양력으로 단오를 맞이하야 이 좋은 날을 기념하게 될 날도 머지 않을 줄
안다.”105)고 하면서 양력 단오절을 강조하였다. 음력설과 양력설에 사용되던 “이중과세”의 의
미를 양력 단오와 음력 단오에 적용했다는 것은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일제의 명절에 대
한 제재와 탄압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아일보』의 1938년 기사에서는 동경
에서 양력 단오에 행하는 황태자의 “어착고(御着袴) 어의집행(御儀執行)”106)에 대해 보도하였
고, 1939년과 1940년에도 동경에서 행해진 궁중단오(宮中端午)107)에 대하여 전함으로써 일본
의 단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했다는 것을 볼 때, 1930년대 후반의 사회적 분
위기는 갈수록 민중의 단오 축제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같은 경
향은 1940년대에 이르면 더욱 심화되어갔다.

Ⅳ. 일제강점기 단오의 쇠퇴(1940년-1945년)
1940년의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1940년에도 전국 각지의 각종 단오 관련 놀이들이 성황
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8) 대부분 짤막한 기사들이지만 경주, 수원, 장성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음력 단오의 세시 놀이, 세시 행사들을 여전히 이어나가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40년에도 “단오가절을 앞두고 각처에서 씨름 그네대회 등 주최에 분망함은 여러
방면으로 보아 넉넉히 알 수 있는 바이어니와 조선 내에 있어서 이 씨름과 그네는 오랜 옛날
부터 나려오는 폐치못할 습관임은 물론이요 또는 은근히 남녀 일반 대중의 유일한 체육향상
보급일로 되어 있음도 사실이다.”109)라는 기사가 게재된 것으로 보아 당시 ‘국민체육향상’과
단오의 씨름, 그네뛰기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40년대로 들어서면서 『매일신보』의 단오에 관한 기사는 총 9건으로, 그 수가 확연히 줄
103) 「上得天福 下得地福하는 端午 天陽佳節-京城」, 『조선일보』, 1938년 6월 2일.
104) 「六月의 메모」, 『조선일보』, 1938년 6월 1일.
105) 「娛樂과 趣味, 民俗과 傳說이 얼키고 설키어 多彩한 名日, 端午節, 일허저 가는 風俗」, 『조선일
보』, 1939년 6월 20일.
106) 「各地方長官한테서 地方民情御聽取」, 『동아일보』, 1938년 5월 3일.
107) 「宮中端午의 御節句」, 『동아일보』, 1939년 5월 7일.
「端午의 御節句, 宮中서 御中止」, 『동아일보』, 1940년 5월 6일.
108) 「慶州記者團主催 端午노리 盛况」, 『동아일보』, 1940년 6월 14일.
「長城端午노리 盛况」, 『동아일보』, 1940년 6월 14일.
「水原端午노리 大盛况」, 『동아일보』, 1940년 6월 14일.
「陝川端午노리 鞦韆大會大盛况」, 『동아일보』, 1940년 6월 13일.
109) 「鳳頭瑞午노리 大盛况을 豫期」, 『동아일보』, 1940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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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음력 단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내거나 양력 단오를 옹호하는 기사
를 내는 등 단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드러났다. 심지어 1944년 5월 5일의 양력 단오에 관
한 기사는 일본어로 게재110)되었을만큼 전시기의 억압적인 상황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또한
『매일신보』에서는 양력 단오날과 관련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일본의 양력 세시인 단오를 옹
호하며 적극 권장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40년에 경기도에서
는 양력 단오날을 중심으로 하여 5월 2일부터 7일간 건강주간과 유유아(乳幼兒) 애호주간을
실시하였는데, “각 부군에서는 신사(神社) 신사(神祠) 등에서는 건강기원제를 거행하고 경성에
서는 조선사회사업협회 주최 아래 五일 오전 九시반부터 조선신궁에서 유유아건강기원제를 거
행하기로 되었다.”111)고 실시사항을 전했다. 1940년에 정주단오(定州端午)놀이는 연기되었으
며112), 산업전사(産業戰士)로서 “비상시국하의 황국신민으로서 휴식하는 것은 미안하다고” 하
여 “단오일에 노동하고 상금 받아 헌금”113)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반면, 『매일신보』에서도 1940년의 음력 단오날 행사와 관련된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평양에
서 “평양상공진흥회 주최, 『매일신보』 평양지사 후원의 제5회 전선남녀각희추천역도대회(全鮮
男女脚戲鞦韆力道大會)가 예정대로 단오의 가절(佳節)에 기림리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조선 안 각지에서 모여든 씨름의 전사가 3백여명, 그네의 여류 선수 참가가 2백여명”114)에 이
르렀다고 하는 보도는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단오와 관련된 세시 축
제가 주요 도시에서는 여전히 거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1941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단오는 전시적 상황과 보다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더
이상 놀이와 유희의 명절로서 기능하지 못하였다. 1941년부터 1945년 광복 전까지는 『매일신
보』만 발간되었기 때문에 『매일신보』의 기사들로 당시의 단오날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단오와 관련된 행사, 세시 축제 역시 축소되거나 연기, 취소
될 수밖에 없었고, 단오와 관련된 어떤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전쟁과 연관될 수밖에 없었다.
『매일신보』에 따르면, 1941년 양력 단오인 5월 6일에는 용사아동들에게 단오 선물을 증정하
였고115), 1941년에는 “함남도 경찰부에서는 전시국민생활체제에 비추어서 종래와 같은 방종한
오락으로서 보담도 즐거움과 긴장을 겸전한 행사로서 취체키로 방침을 정하고 각 경찰서에 통
첩하였다. 즉 단오놀이는 一일로 제한하여 농번기에 있어서의 휴업을 방지할 것, 또 각종 개
최행사는 종래의 민중오락보담도 국민체육향상에 한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여 공연히 금전을
낭비하며 개최물의 본뜻에 어기는 폐해는 제거하도록 연락하여 지도할 것”116)이라고 하여 단
오놀이보다는 농사일에 보다 집중하도록 계도하려 하였다. 같은 날 실린 다른 기사에서는 “조
선 농촌에서는 재래로 음력 단오절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씨름과 그네 등 오락을 가지고 체위
향상에 이바지하는 바 적지 않어왔으나 현하 비상시국에 있어서 직역봉공 생산확충이 긴절히
요망되고 있는 이 때에 하필 한창 이앙에 바쁜 시기에 하루라도 낭비할 것이 아니라하야 평북
도연맹에서는 각지에서 개최하는 이 씨름과 그네대회를 六월 二十일 이후로 일제히 연기케 하
였다.”117)라고 하면서 씨름과 그네대회의 연기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고평북지사(高平北知事)는
110) 「端午の節句」, 『매일신보』, 1944년 5월 5일.
111) 「健康의 大行進-健康과 乳兒愛護週間-端午節中心으로 京畿道서 實施」, 『매일신보』, 1940년 4월
24일.
112) 「定州端午놀이 延期」, 『매일신보』, 1940년 6월 13일.
113) 「端午日에 勞働하고 賞金바더 獻金-産業戰士의 活標本」, 『매일신보』, 1940년 7월 19일.
114) 「力, 壯, 美의 群像! 全鮮男女脚戲,鞦韆,力道大會, 柳京의 端五節 盛況」, 『매일신보』, 1940년 6월
12일.
115) 「勇士兒童들에게 端午 膳物 贈呈」, 『매일신보』, 1941년 5월 6일.
116) 「端午 놀이는 農事에 支障 없도록」, 『매일신보』, 1941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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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절은 지나에서 전해온 것인 민족적으로 기념할 만한 뜻도 없는 것이다. 단오절은 바로
이앙기에 해당하므로 농촌의 정세로 보아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라고 하겠다. 산업 확충이
국가적으로 요망되는 오늘에 있어 한 시간이라도 낭비한 그것은 총후 국민으로 긴장미를 잃는
것이고 또는 태만을 의미한 그것이라고 할 것이다. 각희와 추천은 국민체위향상에 필요한 것
이므로 평북연맹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방침인데 반드시 농민의 위안경기의 행사의
하나로 농한기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118)라고 하면서 일본의 전쟁 시기와 농번기가 겹친
음력 단오절을 피해서 각희와 추천 행사의 날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전시에 농번기의 농촌의 생산성이 더욱 중요시되면서 단오명절의 중요성은 퇴색되었으나
단오명절의 대표적인 두 놀이인 씨름과 그네뛰기는 날짜를 연기해서라도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며, 이것이 필요한 이유로 ‘국민체위향상’이라는 목적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후 1942년과 1943년에는 단오 관련 기사가 없었고, 1944년에는 일본어로 된 단오 관련
기사가 양력 단오일에 짤막하게 실렸다. 단오에 관한 가장 마지막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단오
의 풍습에 관해 설명하는 것인데, 일본어로 된 당시의 기사에서는 “옛날부터 남자아이들의 풍
습으로서 잉어 깃발을 세우고, 무사인형을 장식하며 남자아이가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도
록 기원합니다.”119)라고 일본의 단오 풍습에 대해 설명하였고, “조선에서는 여자아이가 창포
탕에 머리를 감거나 창포의 줄기를 머리에 꽂습니다. 또 남자아이들은 씨름을 해서 몸을 단련
하고 여자아이들은 그네를 탑니다.”120)라고 하며 조선의 풍습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일본의 단
오와 조선의 단오를 비교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단오 풍습에 대한 소개이므로 1944년 당시
이것이 실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쟁 말기에도 단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세시풍속으로
창포탕에 머리 감기, 그네뛰기와 씨름을 들고 있었고,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의 단오는 남자아
이들의 풍습 위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940년대는 『매일신보』의 기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당시의 단오 세시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전시체제의 절정기였던 당시의 기사를 통해 볼 때 음력 단
오의 전통적인 세시 축제는 개최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40년에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포함한 주요 일간지들이 폐간을 겪게 되고,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 이후부터는 일상의 모든 행위들이 전쟁 상황과 결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선의 전
통적 세시풍속은 급속히 쇠퇴될 수밖에 없었다. 1940년까지도 단오명절의 가장 중요한 세시놀
이인 씨름과 그네뛰기는 향토놀이로서 일부 지역에서 그 명맥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었으나
1941년 이후부터 해방 전까지는 1930년대까지 활성화되었던 대규모의 세시축제, ‘민속놀이대
회’로서의 단오절은 더이상 기능하지 못하였다.

Ⅴ. 결론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단오의 지속과 변화에 대해 『매일신보』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당시
의 단오 관련 주요 신문 기사들을 통해 살펴보았고, 일제강점기의 단오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1910년대는 일제의 무단통치기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 경성의
117) 「端午節은 農繁期, 먼저 職域奉公,
보』, 1941년 5월 26일.
118) 「端午節은 農繁期, 먼저 職域奉公,
보』, 1941년 5월 26일.
119) 「端午の節句」, 『매일신보』, 1944년
120) 「端午の節句」, 『매일신보』, 1944년

生産擴充에 힘쓰라-平北서 脚戱, 鞦韆大會 一齊延期」, 『매일신
生産擴充에 힘쓰라-平北서 脚戱, 鞦韆大會 一齊延期」, 『매일신
5월 5일.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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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는 남묘와 동묘를 중심으로 그네뛰기와 씨름대회가 개최되었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거나
단오빔을 입고 참배를 하는 등 세시 의례가 행해지는 세시명절로서 기능하였다. 1919년에는
3·1운동이 일어나서 단오절의 행사에도 영향을 미쳤으나 1920년대로 오면서 단오는 다시 활
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의 문화정치기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한국어 신문
발행이 허가되면서 조선의 전통 세시 명절인 음력 단오절의 각종 행사와 축제들이 매년 보도
되었고, 단오 관련 행사는 각종 신문사나 각 지역의 여러 단체들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주최가
되어 개최되었다.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는 『매일신보』나 『동아일보』 등의 일
간지 주최로 개최된 단오운동회, 단오대회 등이 절정을 이루었고, 규모가 큰 지역 세시 축제
로 활성화되었다. 특히 수도 경성의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경성에서 이루어진 단오 세시 축제
는 그 규모도 컸고, 다양한 경기가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수도 많았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과 민족말살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음력 단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증가되기 시작하였고, 단오의 각종 씨름대회와 그네뛰기 행사들은 ‘국
민체육향상’이라는 목적과 결부되기 시작하였으며, 일제의 양력 단오에 대한 소개나 양력 단
오를 중시하는 기사들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40년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강
제 폐간됨에 따라 1940년의 단오 행사에 대한 보도 이후로 1941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
지는 『매일신보』를 통해서만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는
1940년대에 유일한 한국어 일간지가 되어 일제의 침략전쟁과 민족말살정책을 대변하였고, 이
는 단오에 대한 1940년대의 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밴 1940년대
의 경성에서 단오는 더이상 세시 축제로서 기능하지 못하였고, 음력 단오절은 쇠퇴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1940년까지만 해도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음력 단오절 관련 씨름대회
나 그네뛰기대회를 포함한 각종 세시 행사들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는 기사들을 통해 볼 때,
일제강점기에도 음력 단오는 조선인들에게 중요한 세시명절로서 지켜져 왔으며, 지역의 중요
한 세시 축제로서 인식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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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지역축제로서의 단오(端午)의 지속과 변화
-서울[京城]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심호남(중앙대학교)
우선 흥미로운 주제로 좋은 가르침을 주신 안주영 선생님과 토론 기회를 주신 학회 측에 감
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선생님의 논문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혹 寡聞이나 오독으로 인한 愚問
이 있다면 너그러운 賢答으로 아량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논문 도입부에서 경성(서울)에서 단오 풍속이 제일 먼저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근대도시화가 가장 먼저 진행된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논문 전체의 요지를 보게 되면 단오 풍속이 사라지는 이유에 도시 근대화의 영향은 그다지 느
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총독부가 단오를 바라보는 시각 변경이 단오풍속의 쇠퇴로 이어진
느낌이 강합니다. 단오를 양력화한다거나 전쟁 직후의 사회분위기의 변화 같은 내용이 단오세
시풍속을 쇠퇴시킨 것으로 보이지 근대화에 따른 영향은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따
르면 1920년대 민속놀이대회는 근대화된 서울에서 가장 크게 세시축제로 기능하였다는 부분
도 있고 40년대에 이르면 단오와 관련된 행사들이 농번기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30년대에 가장 번성했던 단오세시풍속이 기술이 더 발달하였
을 40년대에 이르러 농번기의 이유로 취소된다는 부분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2. 1910년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문과 잡지에 나오는 단오 관련기사를 다루셨습
니다. 여기에서 각 신문이나 잡지의 성격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매일신보』와 같은 신문은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기 때문에 단오를 보는 총독부의 관점이 들
어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신문을 통한 여론 조성을 목표로 쓴 기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잡지 역시 좌익계열, 우익계열의 잡지도 많은데다 기관지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
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관심에서 유래한 부분입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부채는 사치품이 되는데다 단오부채 진상으로 인한 민력의 고갈은 자못 심각해집니다. 조정에
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지만 다른 수를 내지는 못하다가 고종 31년(1894)에 이르러서야
端午進扇을 공식적으로 폐지합니다. 비록 조정에서는 단오부채를 폐지하였다고는 하나 민간에
서 단번에 단오부채와 관련된 풍속이 없어질 수는 없으리라 봅니다. 일제강점기 단오부채와
관련된 내용이나 사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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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아시아古代學會 硏究倫理 規定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윤리규정의 목적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와 기타 학회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학회 회원들이 전문연구자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받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직
제2조(위원회 설치) 본 학회는 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
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지와 기타 학회 출판물 투고 및 수록 논문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 편집위원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직속의 특별위원회로 구
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해당분야 편집위원, 총무이사, 편집이사, 연
구기획이사를 당연직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임시로 위촉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 의장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제4조(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의 직책 임기에 따른다.
2. 임시 위촉위원의 경우는 해당 사안의 심사 종료 후 임기가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제5조(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연구윤리위반 사례) 연구윤리위원회에 부의할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체계, 특정용어,
글 등을 임의로 활용한 경우
2. 원저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공개 또는 출판되지 아니한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데이터, 분석체계, 특정용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출처를 밝혔더라도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 부분의 문구를 원문 그대로옮기는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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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새로운 의견 없이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가공하는 이른바 자기 표절한 경우
5. 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
6. 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리는 경우
제7조(회의)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통해 해당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내용을 심사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보자(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보안이 필요할 경우, 의장의 판단으로 인터넷이나 전화, 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
면출석도 허용한다.
제8조(제보자 보호 및 소명기회 보장)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또는 신고자)와 피제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한다.
2. 연구윤리 위반 사례의 제보(또는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허위 사실을 제보(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피제소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보아 향후 학회활동에 일정한 규제를 가한
다.
3. 제보자(또는 신고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비공
개를 원칙으로 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다.
5.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반행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과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제4장. 심사와 징계
제9조(심사 절차)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또는 신고)된 사안을 최초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
ㆍ집행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위반 혐의가 있는 논문에 관하여 제보자(또는 신고자)의 지
적 내용에 일정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이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위촉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제소자에게 연구윤리 저촉 혐의 내용을 알려주
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준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또는 신고)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피제소자가 행한 소
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피제소자의 혐의 없음을 제보자(또는 신고자)와 피제
소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윤리 저촉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결과를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피제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6. 정해진 기간 내에 피제소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학회 활동 제한 내용을 최종 결정하고 이를 피제소자의 소속기관에 공식 통보하는 한편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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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및 학회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10조(징계) 연구윤리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저자나 논문에 대해서는, 그 위 반행위
의 경중에 따라 다음 항목 중에서 하나 또는 몇 개의 항목을 중복 선택하여 징계를 가하도록
한다.
1. 해당자의 학회 제명
2. 해당자의 일정 기간 회원 자격 정지
3. 일정 기간 논문 투고 금지
4. 학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 이후 처음 발간되는 학회지에 부정행위 사실 공지
5.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6. 본인 사과문 학회지 게재
제5장. 기타
제11조(기타)
1.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연구윤리규정의 수정절차는 동아시아고대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3. 이 규정은 2007년 12일 27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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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아시아古代學≫ 投稿規定
제1조(명칭)
본 규정은 동아시아고대학회 ‘東아시아古代學 투고규정’이라 한다.
제2조(논문투고 자격과 범위)
1) 논문의 투고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2) 본 논문집은 전문학술지로서 연구논문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서적에 대한 서평이
나 신자료의 발굴에 따른 소개 및 전재, 외국자료 번역은 가능하다.
3) 논문의 게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동아시아 고대 관계 논문
古代의 범위는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현대에 대한 과거의 전시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적

용한다.
(2) 동아시아 전통문화 관계 논문
4) 논문의 원고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

다.
5) 논문의 저자(필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주저자 또는 책임연구자)를 앞에 명
시하고, 공동저자를 제1저자 다음에 명시한다. 제1저자가 없이 모두 공동저자일 경우에는 국
적에 관계없이, 한국어 발음의 가ㆍ나ㆍ다 순으로 저자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제3조(논문접수)
1) 논문 접수는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연중 수시로 투고할 수 있다.
2) 논문 접수마감일은 발간일(3월 31일, 6월 6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소
70일 이전(1월 20일, 4월 21일, 7월 21일, 10월 22일)으로 하고, 접수마감일은 편집위원회에
서 이메일로 회원에게 공지한다.(이 규정은 36집 논문접수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고작성 요령)
모든 투고논문은 다음과 같은 작성방식에 따라 투고되어야 한다.
1) 논문의 사용언어는 한국어여야 하고, 한자를 사용할 때는 노출시킬 수 있다. 단 투고자
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사용할 수 있으나, 논문앞부분에 한국어 초록
을 첨부해야 한다.
2) 투고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이하(영문초록, 영문 키워드 5개 이상 포함)로
제한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논문을 반려하거나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265

<부담금 기준>
120매 이내: 10만원 또는 30만원
논문 게재 판정을 받은 자는 120매 초과시, 출판사 최종 편집본 기준으로 1면 초과마다
1만원(일반논문, 지원논문 공통)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논문을 최
종 게재하지 않는다.
3) 논문은 컴퓨터 워드프로그램(한글 97 이상)을 사용하여 橫書로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온
라인 접수한다.
4) 논문의 체재는 제목, 필자명, 목차,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본문(머리말ㆍ본론ㆍ맺음말),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 Key-Word의 순서로 작성한다.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에는 각각 주제
어(Key Word) 5개 이상 명시해야 한다.
5) 본문의 문장부호는 다음과 같이 통일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① 항목번호 부여 순서 : Ⅰ→1→1)→(1)→①
② 강조 : ‘ ’
③ 직접인용 : “ ”
④ 국내 논저
저서ㆍ단행본ㆍ작품집ㆍ논문집(학술지) : 『 』, 논문 : 「 」
작품ㆍ설화(문헌 및 구전) 제목 : < >
⑤ 외국논저
논문 : “ ”
저서ㆍ단행본ㆍ작품집ㆍ논문집(학술지) : 이탤릭체로 인쇄
6) 註釋(脚註)은 다음과 같은 체계를 따른다. 단, 歐美語로 된 書名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1) 논저의 출전 표기의 경우
① 국내 논저(중국ㆍ일본은 국내 논저에 준함)
梁柱東,『古歌硏究』, 서울, 乙酉文化社, 1940, 125쪽.
조동일,『한국문학통사』3(제3판), 서울, 지식산업사, 1994, 456~458쪽.
인권환,「한국 민속학의 형성ㆍ전개와 과제」,『한국민속학』29, 민속학회, 1997, 9~11
쪽.
위의 글, 15쪽.
조동일, 앞의 책, 480쪽.
② 외국 논저
James Frazer, The Golden Bough, London, Macmillan ＆ Co, 1959, p.158.
Robert A. Georges, “Toward an Understanding of storytelling event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82, No.326, The American Folklore Society, 1969,
p.327.
Ibid., pp.120~123.

266

Robert A. Georges, op. cit., p.330.
③ 재인용 : 인용 원문 뒤 괄호 안에 재인용한 논저를 명시한다.
Robin Wood, An Introduction to the American Horror Film, U of California
P, 1985, p.22.(백문임,『월하의 여곡성』, 책세상, 2008, 45쪽, 재인용.)
(2) 같은 註에서 2편 이상의 논저를 제시할 경우 : 세미콜론( ; )으로 구분해 주고 그대로
이어서 쓴다.
차문섭,『조선시대 군제연구』, 서울, 단국대출판부, 1973, 48~50쪽; 이태진,『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제변천』, 서울, 한국연구원, 1985, 43~45쪽.
(3) 史料 引用 方式 : 서명, 권(또는 책), 연도, 간지(또는 항목) 순으로 하되, 숫자는 아라비
아숫자로 하고, 간지는 한자를 그대로 살려준다.
『仁祖實錄』卷50, 仁祖 27年 3月 乙亥; 『增補文獻備考』卷14, 輿地考2 歷代田界2.
7)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문헌정보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체계를 따른다.
(1) 문헌정보의 제시 순서는 원전 자료ㆍ연구서ㆍ연구 논문으로 구분하고, 각각은 한국문헌,
기타 동양문헌, 서양문헌 순으로 배치한다. 한국문헌 및 동양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2) 문헌정보의 제시 순서
① 논문 : 필자명, 논문명, 게재지명, 권호수,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② 저서 : 저자명, 저서명, 판수, 출판지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③ 외서 : 원문대로 적고 서구 외서일 경우 글제나 서적명은 이탤릭체로 적음
④ 번역서 : 원저자ㆍ번역자, 저서명, 판수, 출판지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⑤ 논문 작성에 참고한 저서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논문은 해당 논문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표기한다.
서영대, 「한국과 중국의 성황신앙 연구」, 『중국사연구』 12, 중국사학회, 2001,
173~225쪽.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서울, 집문당, 2001, 1~580쪽.
村上重良 著ㆍ최길성 譯, 『일본의 종교』, 예전, 1989, 1~256쪽.
Oinas, Felix J., “Folk epic”, Folklore and Folklife, Ed. Richard M. Dorson,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2, pp.75~93.
Bowra, C. M., Heroic Epic, New York, St. Martin's Press, 1966, pp.1~192.
8) 원고형식은 다음과 같다.
① 용지 종류 : A4(210 x 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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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지 여백 : 위 20, 아래 15, 왼ㆍ오른쪽 30, 제본 0, 머리말 15, 꼬리말 15(한글 프
로그램 최초 설정 상태)
③ 줄 간격 : 160
④ 글자 모양 : 장평 100, 자간 0, 크기 10(각주ㆍ인용 9), 신명조
⑤ 문단 모양 : 왼ㆍ오른쪽 0, 들여쓰기 2(각주 -3, 인용 3)
제5조(논문의 게재)
1) 논문의 게재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위임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투고자
는 당해연도의 회비(3만원)와 소정의 심사료(6만원)를 논문투고 시 학회은행구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게재가 최종 결정된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 10만원(단, 교내외 연구비 수혜자는 3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2)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일지라도, 투고자는 원고내용을 보완하고 가필
수정하여, 다음 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제6조 (판권 및 저작권)
東아시아古代學{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판권과 저작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아울러 논문
투고자는 본인의 논문이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과 판권과 저작권이 본
학회에 귀속된다는 사항에 대해 ‘東아시아古代學투고신청서’(별첨)와 ‘東아시아古代學{연구윤
리 서약서’(별첨)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이밖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

① 본 투고규정은 2012년 2월 1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② 본 투고규정은 2014년 2월 2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③ 본 투고규정은 2014년 7월 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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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고대학> 제50집 논문 투고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동아시아고대학> 제50집의 논문 투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학술대회 발표원고는 꼭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
① 원고 마감 : 2018년 5월 10일(목) 24시까지 홈페이지(http: www.dongasia.co.kr)를 통
한 온라인 투고('학술지-온라인논문투고'에 따로 회원 가입해야 함)
② 발간일 : 2018년 6월 30일.
③ 투고 논문 주제 : (1) 동아시아 고대 관계 논문 (2) 동아시아 전통문화 관계 논문
④ 원고 분량 : 200자 원고지 120매 이상 200매 이내, 출판편집본 25면 초과시 1면당 1만원
게재료 추가
⑤ 원고는 논문투고규정(http://www.dongasia.co.kr/html/sub3_03.html)의 원고작성방법특히 각주, 인용, 참고문헌 등-을 준수하여 제출할 것(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1차 편집회의에
서 반려할 수 있음)
⑥ 투고 시 당해연도 회비(3만원) 및 심사비(6만원)가 납부되지 않은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됨.

*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8826 010409 1368

동아시아고대학회(고남식)

그밖에 궁금한 점은 편집이사 서유석 선생님(010-8763-7189/ anywhereman@hanmail.net)
께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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