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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고대 시가에 나타난 신라와 일본의 관계

오카야마 젠이치로(岡山善一郎)
(日本 天理大)

目 次
1. 머리말
2. 신라의 對日 관계
3. 신라 시가에 나타난 일본
3-1．憂息樂· 鵄述嶺曲
3-2． 融天師의 彗星歌
4. 일본의 對신라 관계
5. 일본 시가에 나타난 신라
5-1. 『日本書紀』의 가요
5-2. 『懷風藻』의 詩
6. 맺는말

1. 머리말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는 新羅와 倭·日本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詩歌가 있다. 倭에
인질로 가있었던 訥祗王(417-458년재위)의 弟 味斯欣이 귀국하게 되어 王이 재회의 기쁨을
노래했다고 하는 ‘憂息歌’(不傳歌謠),

그리고 眞平王(579-632년)때에 彗星이 나타나는 일이

있어 融天師가 혜성가를 지어 부르니 혜성도 없어지고 日本軍도 돌아갔다고 하는 鄕歌 ‘彗星
歌’ 등이 그것이다. 한편 일본의 정사인 『日本書紀』(720년)에서도 신라와의 관계를 배경으로
한 시가가 있는데, 欽明紀(532-571년)에는 신라와 일본의 전쟁중에 포로가 된 일본군이 신라
왕을 능멸하였다고 하여 처형되는데, 그 때 그 부인이 부른

노래가 전해지고 있다(紀100번,

101번노래). 그리고 일본의 역사 상 最古의 漢時集인『懷風藻』(751년)에는 新羅使를 위한 餞
宴에서 지은 詩들이 전해지고 있어 당시의 신라인들과의 관계를 파악 할 수 있게 해 준다.
위와 같이 한일 양국의 문헌에 나타나는 對신라· 對일본의 관계를 나타내는 시가는 역사적
사건, 또는 인적 교류의 장소에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그러나 위의 게재한 시가에 대한 역사적 검증은 소흘히 한 경향이 있다1). 그래서
본 발표는 각 시가의 제작계기가 된 역사적 배경을 재검토하고, 그 위에서 각 시가의 해석을
시도하며, 시가에 반영된 대신라

1)

대日本에 대한 의식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拙著『韓國古典文學の硏究』「新羅の詩歌に表れた対唐・対日本意識」金壽堂出版、201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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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재검토하는데에 있어서, 신라 초기에 일본에 대한 명칭이 ‘倭’ 와
‘日本’으로 동시에 쓰여지고 있는 것에 의문을 갖고, 왜에서 일본으로 국명이 바뀐 시기를 검
증해 보기도 하겠다..

2. 신라의 對日 관계
『三國史記』에 의하면, 赫居世王 때부터 ‘倭’가 등장하며, 신라를 침범하려고 했다는 기사이
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그 이후 ‘倭’의 침범은 신라가 律令을 반포하는 法興王7년(520)까
지 무려 35건 이나 집계된다. 그러나 脫解尼師今3년(59)夏5월에는 倭國과 수교를 맺기도 한
다. 이 때는 아직 日本(야마토)조정이 건국되지 않았을 시기 이므로, 倭國을 日本(야마토)조정
으로 보기에는 어렵겠다. 아마도 北九州의 奴國· 伊都國· 邪馬臺國 등과의 교류를 가르키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한다.2) 또한 『三國史記』에 표기된 倭人· 倭兵· 倭賊 등의 倭人집단은
100%가 왜인이라고 할수 없으며, 안내인을 포함해
있었던 국제적인 약탈집단이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3).

그 배후에는 신라인 ·가야인이 관여하고
그러나 신라가 율령을 반포한 후 부터는

국가의 기반이 확립되었기 때문일까 倭의 침공기사는 거의 안보이게 된다.
『三國史記』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일본이란 국명은 文武王10年(670)12月에 倭國은 국명
을 日本이라고 하였다는 기사에서 비롯된다4). 그러나 이 시기는 일본이 율령을 반포한 大寶2
년(702)5) 보다는 32년 전이고, 일본이라고 제한『日本紀』 (현재의 『日本書紀』로 추정하고 있
다)가 나온 養老4년(720)보다는 5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오기일 가능성이 많다. 어떻든 이러한
기록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해둔다. 실제로 신라사의 편년상에서 일본국이란 명칭과 함께 일
본의 외교사절단이 도착했다는 기사는

聖德王2년(703)에 나타난다.

‘204명으로 구성된 日本

사절단이 신라를 방문’ 했다(日本國使至,摠二百四人)는 기사이다. 소위 日本에서 말하는 ‘遣新
羅使’로

초견되는 日本사절단이다. 아마도 율령을 반포하고 일본이란 국명을 선양하기 위해

唐을 비롯한 제 외국에 사절단을 보낸 것같다. 『舊唐書』日本國傳에도 長安3년(703)에 일본국
대신이 왔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 국명의 변경을 알리는 사절단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후 聖德王30년(731) 夏4月에는 日本國兵船三百隻이 동 해변에 내습하지만 대파당했다는 기사
가 보이지만, 이 시기에 일본측 자료에서 비정할 할 만한 기사가 안 보이며, 후술 하듯이 이
시기는 우호적 관계를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일본이 신라를 공격할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전술하였듯이 국제적인 약탈집단 ·해적들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 후

景德王元年(742)과 동 12년(753)에 는 日本 使臣이 오지만 王은 접견을 안했다는 기사가 있
을 뿐이다. 그러나 哀莊王4年 (803)秋7月에는 日本과 우호관계를 맺고 수교를 하기에 이르며,
동5년 (804) 夏 5 月에는 日本國使者 黃金 三百兩을 바쳤다는 기사가 있고, 동9년(808)春2月
에는 日本國 使者를 정중히 대우했다는 기사도 보인다. 이 시기는

新羅와 日本의 상당히 친

밀했던 관계를 엿볼 수 있는데, 新羅말기까지 이 우호관계는 계속된 것 같다.
그러나 『三國遺事』는 『三國史記』와는 달리 ‘왜’와 ‘일본’이 혼동되어 쓰여지고 있는 것 같
다. 예를 들면 阿達羅王(154-184년) 4年丁酉 때의 기술로 되어 있는 「延烏郞 細烏女」에서는
‘日本’ 으로, 奈勿王(356-402年)때의 기술로 되어 있는 「奈勿王 金堤上」에서는 ‘倭’로 표기되
2) 九亀金作「上代日朝關係雜考」『朝鮮學報』101,朝鮮學會,1981년10월26일)
3) 高寬敏『三國史記の原典的硏究』75-105쪽 참조, 雄山閣,1996年
4) 井上秀雄에 의하면,이 일본국명의 개칭의 연도는『唐書』東夷日本傳을 잘못 전기한 것으로, 咸享
元年(670)의 倭國使節來朝기사와 長安3年(703)의 기사를 혼동하여 적은 기사라고 한다(井上秀雄譯
注『三國史記』1,204쪽,東洋文庫,1980년).
5) 『續日本記』1,60-61쪽,新日本古典文學大系12,岩派書店,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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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그리고 眞平王(579-632년) 때의 기술로 되어 있는 「融天師彗星歌」에서는 ‘일본’으로
표기되어 있다. 2세기 중엽때 日本이란 국명은 존재하지 않았고, 적어도 일본이 율령을 반포
하고, 대대적인 사절단을 신라에 보낸 703년 이전은 아직 倭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三國遺事』의 日本과 倭의 국명표기는 신빙성을 잃게 되는데, 일본이란 명칭은 ‘왜’의
誤記라고 보아 틀림은 없을 것 같다.

3. 신라 시가에 나타난 일본
3-1．憂息樂· 鵄述嶺曲
日本과 관련된 시가로서는『三國史記』열전제5 ’朴堤上’조에 게재되어 있는 ‘憂息歌’ 가 있
다. 가사는 전해지지 않은 不傳歌謠인데, 그 제작배경을『三國史記』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實聖王元年(402)에 倭國과 講和를 하였는데,

奈勿王子 未斯欣이 倭國의 인질로 가게 되었

고, 동11년(427)에는 高句麗에 未斯欣의 형 卜好를 인질로 보내게 된다. 訥祗王 (재위
417-458년)이 즉위한 후, 朴堤上은 高句麗에 파견되어 인질을 데리고

왔는데, 倭國에도 가

서 인질을 데리고 오겠다며 책략을 써 未斯欣을 신라에 돌려보내게 되지만 자신은 홀로 남아
燒殺당하게 된다. 王은 未斯欣에게 朴堤上의 둘째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함으로서 그 은혜를
갚게 하였는데, 처음에 未斯欣이 귀국하여 王이 형제의 정을 나눌 때 王은 스스로 노래를 지
어부르고 춤을 추며 그 뜻을 널리 선양하였는데, 지금 鄕樂의 ‘憂息樂’이 곧 이것이라고 한다.
향악이란 고려시대의 궁중악으로 있었던 雅樂· 唐樂· 鄕樂 중의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憂息樂’은 『三國史記』가 편찬된 고려시대까지 궁중악으로 전승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朴堤上에 관한 기술은 『三國遺事』권1 ’奈勿王 金堤上’조에도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 倭國에
서 燒殺당한 이야기기 까지 유사하지만, 漢의 忠臣 周苛와 비유하면서 목숨으로 충절을 지킨
新羅의 충신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름은 金堤上으로 되어 있고, 그의 부인은
倭國을 바라보고 통곡하다가 죽어서 鵄述神母가 되니 지금에도 그 祠堂이 있다고 한다.
朴堤上은 신라의 두 왕자의 귀국에 진력하다가 처형당한 비극의 주인공으로서, 신라 충신의
대명사로서 찬양되어 인구에 회자되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을 것이며, 고려시대에는 그를 찬
양하는 樂을 만들어 궁중악의 하나로 삽입하여 충신으로서의 제상을 기리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朴堤上에 관한 기술은 일본측에서도 전하고 있다., 『日本書記』’神功皇 后’攝政5年
(205)春3月의 기사에 朴堤上을 신라사자로 온 毛麻利叱智로 표기하고 있는데(毛麻利모마리란
이름은 『三國史記』에서 제상의 이름을 혹은 毛末(모말)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책
략을 써 왕자 微叱己知(미시코치 란 이름은『三國遺 事』에서 왕자의 이름을 美海 또는 未叱
喜6)라고 하는데서 유래된 것 같다)를 귀국시키지만 제상을 비롯한 사신3인은 燒殺당하는 내
용으로 보아,7) 신라와 일본이 공유하고 있었던 전설적 사건이었던 것 같다. 『三國史記』에서는
實聖王元年에 奈勿王왕자 未斯欣을 倭國에 人質로 보냈다고 하며, 『三國遺事』에서는 奈密王
36 년(391) 때 倭王의 요청에 의해 제 3왕자 美海(혹은 未吐喜)를 倭에 보냈다고하며, 『日本
書記』에서는 神功皇后 攝政 元年(200)에 微叱己知를 인질로 데려왔다고 하지만, 이와 같이
문헌에 따라 왕자가 일본에 인질로 온 년대가 다르며, 왕자가 과연 倭에 인질로 온 것인지,
6) 최남선,이병도편『三國遺事』에서는 ‘未吐喜’로 표기되어 있지만,
三品彰英편『三國遺事考』518-52 0쪽에서는 ’叱’ 로 보고
있다.(三品彰英遺撰『三國遺事考』上,塙書房,1975년)
7) 『日本書紀』上,卷第22, 179-181쪽, 日本古典文學大系,岩波書店,196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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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로 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제문제가 아직 의문시 되는 점이 많기에 단언은 할
수 없지만, 박제상은 충신으로 신라에서 널리 알려졌을 뿐만아니라 일본에도 알려진 인물임에
는 틀림없다.
그리고 朴堤上과 그의 부인에 관련된 노래로 『增補文獻備考』樂考에 ‘東都楽府有為
曲’

8)

이라 하여

‘鵄述嶺曲’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윤영옥에 의하면,

되어 있는 ’鵄述嶺曲’ 은 新羅의

鵄述嶺

東都楽府에 수록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의 작품이므로 원래의 ’鵄述嶺曲’은

神母의 제의에 바쳐진 의식가이었는지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다9) . ’鵄述嶺曲’ 도 박제상과 그
의 부인에 관련된 노래임에는 틀림없는데, 내용과 그 용도는 그 가사를 확인할 길에 없기 때
문에 현재로서는 추척의 영역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3-2． 融天師의 彗星歌
『三國遺事』권5 ‘融天師彗星歌 眞平王代’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10).
眞平王 때, 제5 居烈郞, 제6 實處郞-혹은 突處郞이라고도 쓴다- 제七 寶同郞 들,
화랑의 무리 세 사람이 楓岳(지금의 金剛山)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혜성이 心大
星을 범했다 . 그래서 郞徒 들은 이를 의아히 여겨 그 여행을 중지하려 했다.
그때에 융천사(融天師)가 노래를 지어서 불렀더니, 별의 怪變은 즉시 없어지고
日本兵이 자기 나라로 돌아감으로써, 도리어 경사가 되었다. 임금은 기뻐하여 낭
도들을 보내어 금강산에서 놀게 했다. (현대어역은 다음과 같다)

옛날 東쪽 물가 ,
乾達婆의 논 城을랑 바라고,
倭軍도 왔다,
횃불 올린 어여 수풀이여.
세 花郎의 山 보신다는 말씀 듣고 ,
달도 갈라 그어 잦아들려하는데,
길 쓸 별 바라고, 彗星이여 하고 사뢴 사람이 있다.
아아, 달은 떠가 버렸더라.
이에 어울릴 무슨 彗星을 함께
위의 혜성가는 眞平王(579-632)

하였옵니까.11)
때에 만들어진 鄕歌로 알려진 노래이다. 혜성이 나타나

그 괴멸을 위해 부른 노래이기에 ‘彗星歌’라고 한다. ‘星怪卽滅 日本兵還國’이라고 기술되어
있어 혜성의 출몰이 日本兵의 출몰과 관계되어 있다. 倭兵이 아니고 日本兵으로 표기되어 있
지만, 전술한 대로 倭兵의 오기로 판단된다. 중국고대로 부터 혜성의 출현은 병란을 예고하는
天의 계시로 삼았다는 천인감응 사상을 나타내고 있는 역사기술인데, 필자는 ‘彗星歌’를 倭의
침공을 대비하여 행하여진 ’降伏儀式’서 불려진 鄕歌로 보았고, 직접적인 전투는 없었던 사건
으로, 그 전모는 『日本書記』推古條 10년(602)의 기사가 전하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이 기사에
의하면 ‘急救任那’ 즉 任那를 구하기 위하여 2만 5천의 군이 신라를 향해 出兵하지만 도중에
장군과 그 妻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 두 번이나 침공을 중지 하게 되는데, 이 출병중지 사건을
8) 『增補文獻備考』中,279쪽, 明文堂,1981年.
9) 윤영옥『韓國詩歌의 硏究』형설출 판사.1981년,252-254쪽
10) 崔南善編『三國遺事』권5,’融天師彗星歌 眞平王代’ 필자에 의한 번역
11)金完鎭『鄕歌解讀法硏究』서울대학교출판부,1981년

- 10 -

신라 측에서는

祭儀式의 효과로 보게 되어 혜성가에 의한 힘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왜병과의

전투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慶福스러운 일로 보았던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彗星歌’는 唱者의 소망을 노래하고 그 소망대로 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된 呪術歌라고 추정하였다12). 倭의 침공이유가 어떠하였든 신라와의 관계는 적대시하였던 시
기의 노래임에는 틀림없다.
신라는 통일 직후에도 ‘大王巖’· ‘感恩寺’· ’萬波息笛’등으로 倭를 물리치기 위한 종교· 신앙
적 행사를 갖게 된다. 『三國遺事』권2 ’萬波息笛’조에 의하면, 倭兵을 진압하기 위해 文武王
(661-681년)은

‘大王巖’에 葬骨케하여 龍이 되며, 倭兵을 진압하기 위해 지은 절이 ‘感恩寺’

라 하고, ‘萬波息笛’을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재난이 조절된다고 하였다. 왜를 적대시한 시기
의 유적들이며, 적병을 물맃치기 위한 제의식 때 연주되었던 笛(呪具)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위 백제 구원을 위한 전투이었다는 白村江의 전투(663년)이후는 신라와 왜의 관계는 사절이
왕래하는 양호한 관계에 있었다. 『日本書紀』와 『續日本紀』에의하면, 668년 신라사절단이 재
개된 이후, 적어 도

759년까지 일본내에서 신라와 침공준비 등의 관계 악화 기사는 볼 수

없다. 이러 한 시기에 신라의 역사에 나타나는 왜인· 왜병 등은 倭王權軍이 아니고, 문무왕릉
과 감은사의 위치로 부터도 동해변에 출몰하던 海賊的 집단이었다고 하는 高寬敏의 논술은
13)

설득력있는 논술로 받아들여진다.

4. 일본의 대신라 관계
『日本書記』의 神代上에서 素左戔鳴尊(스사노오노미고토)가 天에서 出雲國에 내려 올때 一
書第四에 의하면,

‘스사노오는 子神 五十猛(이소타케루)를 데리고 新羅國에 강림하여 曾尸茂

梨(소시모리)에 왔다’

14)고

하여 신들의 이야기에서 부터 신라가 등장하 고 있다. 그리고 신라

를 ‘金·銀이 많은 나라로 탐을 내는 기술도 있다(仲哀紀8년 9월, 神功皇后紀9년秋9월 등)’ .
垂仁紀3년(前28) 春3월 에는 신라의 왕자 ‘天日槍’이 玉· 小刀· 鏡 등을 가지고 왔는데 但馬
國(다지마노구니)에 봉납하여 神寶로 하였다. 神功皇 后紀에는 소위 신라침공이 있었고, 전게
한 신라왕자 未斯欣(未叱己知)을 인질로 데려왔 다고 하며( 9년(200)冬10月),

이 때부터 신라

는 조공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그리고 應神紀에는 14년(283)과 16년(285)조에는 백제와 가라
(加羅)의 사신들의 왕래에 신라 가 가로막아 오지못하게한다는 기사가 있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允恭紀에는 천황의 병을 고치기 위해 신라의 명의를 요구하였다는 기사 와 함
께 병이 나아 의사에게

후한 답례를 하였다고 한다(3년(414)春1월).그리고 舒明 紀에는 조정

에서 신라 객(사신)을 향응하였다는 기사도 있다(11년(639 )冬11월). 백제 멸망(660년)후, 天智
紀에는 소위 白村江의 전투에서 2만7천명의 군사를 보내어 신라와 싸우지만 대패하고(2년
(663)8월) 돌아오지만, 신라는 5년 후인 668년에 사신들을 보내고 있으며, 조정에서도 그 답
례로 사신들을 신라에 보내며 많은 물품을 신라왕에게 전하고 있다(7년(668)秋9월부터 11월)
는 것으로 신라와의 관계는 수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天武紀 (672-687 년), 持統紀
(687-697년)에 이르기까지 사절단을 향응하는 기사들이 산재되어 있다. 持統紀로 『日本書記』
는 마지막 장이 되는데, 加羅(가야)와 백제 멸망으로 인한 문제로 倭와 신라는 전쟁을 치르기

12) 1)과 같음. 「鄕歌 彗星歌と歷史記述」、이 논문은 『朝鮮學報』187輯게재,朝鮮學會, 2003年4月
13) 3)과 같음
14) 『日本書記』上,127쪽,이하『日本書記』출전 생략.(日本古典文學大系,岩派書店,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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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지만, 『日本書記』의 후반부는 신라와의 후호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
다.
5. 일본 시가에 나타난 신라
5-1. 『日本書紀』의 가요
『日本書記』에는 고대가요가 128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신라와 관계된 노래는 2수가 있을
뿐이다.
가라쿠니의 성 위에 서서 大葉子는 領布 흔들고 있네 日本을 향해서

韓の

き

へ

た

おほばこ

ひ

れ

ふ

やまと

む

城の上に立ちて 大葉子は 領布振らも
日本へ向きて15)
(柯羅倶爾能 基能陪爾陀致底 於譜磨故幡 比礼甫羅須母 那爾婆陛武岐底、紀100)
혹자가 답하여 말하기를 (惑有和曰)
가라쿠니의 성 위에 서서 大葉子가 領布 흔드는 모습 잘보이네 難波를 향해서
から

くに

き

へ

た

おほばこ

ひ

れ

ふ

み

なにわ

む

加羅国の 城の上に立たし 大葉子は
領布振らす見ゆ 難波へ向きて16)
(柯羅倶爾能 基能陪爾陀陀志 於譜磨故幡 比礼甫羅須弥喩 那爾婆陛武岐底、紀101)
위의 두 노래는 欽明紀23년(562)7월에 加羅가 新羅에게 멸망 당한 후, 이를 문책하기 위해
つき

き

し

い

き

な

군사를 加羅에 보내지만 신라에게 패한다. 이 때에 포로가 된 장수중에 調の吉士伊企儺는 신
라왕을 모욕한 죄로 처형당하는데, 같이 있었던 부인 大葉子가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라고 한
다(紀100번). 그리고 이 노래를 듣고 혹자가 화답하여

불렀다는 노래가 101번이다. 부인이

입은 기모노에 걸친 엷은 마후라와 같은 領布(히레)를 흔드는 것은 이별을 뜻하는 행위이므
로17), 위의 100번의 노래는 難波(나니하, 지금의 오사카)를 향해 이별을 고하고 있는 부인의
노래라고 하지만 , 노래 그 자체는 부인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인이 아닌 제
3자가 지은 노래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위의 두 노래는 현지에서 불려진 노래라기 보다는
기사(설화)의 전승자에 의해 만들어진 노래, 또는『日本書記』편찬자에 의해 만들어진 노래라고
할 수 있다. 伊企儺(이키나)와 함께 생포된 河邊臣(가와베노오미)는 신라군 장수에게 부인을
바치며 생명을 부지하지만,이키나는 끝가지 신라왕을 모욕하며 전장에서 죽는 忠將으로서 회
자되어 전승되었던 것 같다.
『日本書記』에는 加羅와

신라와의 전쟁에 倭가 관여하고 있는 것을 전하고 있다.부인들을

대동한 전쟁이었다고 하지만, 설화적 요소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5-2. 『懷風藻』의 詩
일본 最古의 漢時集인『懷風藻』(751년)에는 長屋王(나가야오우,684? – 729년）의 저택에서
新羅使를 맞이하여 열린 餞宴에서 지은 詩들이 전해지고 있다. 모두 10수 정도 게재되어 있
다(詩番52·60·62·63·65·68·71·77·79·86) 그 중에서 두 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5) 7)과 같음,下卷125쪽
16) 『古事記· 上代歌謠』468쪽,日本古典文學全集,小學館
17) 14)와 같음 125쪽 頭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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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言 於寶宅宴新羅客 一首 (詩番 68)

18)

高旻開遠照

遙嶺靄浮煙

有愛金蘭賞

無疲風月筵

桂山餘景下

菊浦落霞鮮

莫謂滄波隔

長為壯思篇

위의 시는 左大臣正二位長屋王(나가야노오호기미)작의 1수이다. 長屋王은 天武天皇의 손자
이며, 高市皇子의 아들로 聖武天皇의 즉위(724년)와 더불어 正二位左大臣가 되지만 모반의 밀
고가 있어 궁문을 받고 자결하는 비극의 皇孫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재직중에 신라사신들을
자택에 불러 연회를 베풀던 때의 시이다.
高旻은 가을의 높은 하늘의 뜻이므로 연회는 가을에 있었던 것을 알수 있다. 아름다운 경치
를 보며 金蘭(극진한 벗)을 만나니 즐거움에 피곤도 없어진다며, 신라사신에게 계수나무와 같
은 돈독한 신뢰와 菊浦의 의미에서 장수를 바라고 있고,

마지막 연에서는

우리들 사이에는

비록 바다가 있지만 오랫동안 이 우정은 잊지 못할 거라고 읊고 있다.19) 長屋王은 신라사신을
벗으로 생각하며서 별리를 아쉬어 하고 있는 석별의 정을 나누는 시인 것을 알 수 있다.
시 제목에 ‘於寶宅’ · ‘於長王宅’ 등의 구절이 있어 長屋王의 저택에서 신라사신 들 과의 餞
宴이 행해진 것을 알수 있는데, 참석자 중에는 백제계의

‘正六位上但馬守百 濟公和麻 呂 (다

지마노카미 구다라노키미 야마토마로)가 있고, 그의 시도 전해지고 있다.
五言 秋日於長王宅宴新羅客 一首 (詩番 77)
勝地山園宅

秋天風月時

置酒開桂賞

倒屣逐蘭期

人是雞林客

20)

曲即鳳樓詞

青海千里外

白雲一相思

역시 가을에 長王宅에서 우정을 비유하는 계수나무를

보는 연회가 열린 것을 읊고 있으며

계림객(신라인)을 위한 자리임을 노래하면서 비록 천리나 떨어진 곳에 가지만 白雲謠(西王母
가 穆王의 장수를 빌며 헤어질때 주었다는 이별시)처럼 서로의 마음은 하나라고 읊고 있다.
新羅使의 영접은 長屋王의 사저에서 뿐만 아니고, 元明紀의 和銅2년(709)5월 27일 에는 사
신 金信福 등이 돌아갈때는 朝堂에서 연회를 하기도 하였으며, 신라사신을 맞이할 때는 慶雲
2년(705) 11월13일의 기사 처럼 諸國의 騎兵을 징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신라사신의 도래
뿐만아니라

慶雲3년8월21일의 기사 와 같이 일본에서도 견신라사가 파견된다(從五位下美努

連淨麻呂를 遣新羅大使로 하였다21)).
이처럼 대율령을 반포하여(702년) 일본으로 개칭한 후에도 신라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
하였다.때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의 사신을 접견하지 않고 돌려보낸

때도 있지만(天平7년

18) 『懷風藻』133쪽,日本古典文學大系69,岩派書店,1964년.
19) 大谷步「新羅使と長屋王の餞宴詩」東アジア比較文化國際會議日本大會2018년9월30일발표문참조
20) 17)과 같음,139-140쪽
21) 5)와 같음,卷四,119-15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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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2월, 신라에서는 景德王元年(742)과 동 12년(753)(전게)) 전쟁의 기사는 안보이며, 표착
한 신라인들을 귀국시켰다는 기사들도 전해지고 있다(承和 9년(842),齊衡3년 3월, 貞寬6년 6
월 등등)
그러나 신라말기에 이르면 신라정국이 혼란하여 그랬는지 신라 해적이 나타나는 기사도 있
다 (寬平5년(893)에는 肥前肥後國, 동6년2월에서 5월, 9월에는 對馬島를 습격했지만 격퇴시켰
다고 한다).
6.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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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도자문화와 아사카와 형제

이동식
(전 KBS부산방송총국장)

目 次
Ⅰ. 머리말
Ⅱ. 조선 백자와의 만남
Ⅲ. 조선 백자의 확산
1. 아사카와 형제의 외길
2. 민예의 확립
3. 부산요 발굴
Ⅳ. 노리다카 재평가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자기(磁器, 중국에서는 瓷器)는 점력을 갖춘 순도 높은 백토(白土, 고령토)로 모양을 만들
어 그 위에 장석질(長石質)의 유약을 입히고 1300~1350℃에서 번조하여 그 조직이 치밀한 것
을 말한다.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자기를 만들어냈으며, 그중
에서도 우리나라와 중국은 그 조형이 독창적이고 양질의 자기를 생산하였지만, 베트남의 경우
자질(磁質)에는 거의 도달하였으나 질과 조형이 모두 중국의 아류로 우수하지 못했다.1)
신라 말에 이미 청자가 구워지기 시작했으나 자기가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은 고려에 들어
와서였다. 고려 문종 때에 이르러 송나라 ‘월주요’의 영향을 받아 크게 발전하여 12세기 예종,
인종 때에 이르러는 비색청자(翡色靑瓷)라는 명품이 태어났다.
조선시대(1392-1910)가 되면 고려왕조말기의 고려청자에 백토로 다양한 장식을 입힌 분
청이 새로 등장한다. 분청은 고려청자의 섬세한 문양과는 달리, 자유롭고 대담한 장식을 엿볼
수가 있다. 15세기 후반이 되면 왕실을 중심으로 백자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것은
질 좋은 백자들이 중국에서 선물로 들어오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백자는 말 그대로 바탕이 순
백색이어서 매우 간결하고 소박한 느낌이 난다. 이러한 미감은 성리학을 세계관으로 하는 왕
실이나 사대부들에게는 매우 어울리는 것이었다.2) 백자에 코발트안료로 그린 청화(青華)가 15
세기중반에 생산되기 시작했고 17세기에 들어 중국으로부터 코발트안료의 수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해지자 그 대신 철사(鐵砂)안료로 무늬를 넣은 철화(鐵畵)가 유행하였으며, 1752년에 광주
분원리에 있는 관요가 정착되어 안정된 환경에서 청화는 물론, 철화, 진사(辰砂) 등의 기법으

1) 정양모, 『한국의 도자기』문예출판사 1991. 59쪽
2) 최준식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 효형출판. 2000.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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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인들의 취향에 맞춘 문방구와 주기(酒器)등도 제작되는 등 조선의 도자문화는 절정을 맞
았다.3)
그러나 근세에 들어 조선의 국력이 약화되면서 우수한 백자의 생산이 이어지지 못했고 일
본의 통치 이후 우리 전통 도자기 생산은 명맥이 끊겼으며 일본인들이 그들의 다도를 위해 평
가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청자나 분청은 조명을 받았으나 조선의 백자는 근대 이후 거의 잊
혀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백자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알려준 아사카와 노리다카
를 위주로 우리 백자가 어떻게 우리 민족의 심성을 대변하는 명품예술로 부상하게 되었는지를
들여다보려고 한다 .

Ⅱ. 조선 백자와의 만남
1. 조선 백자의 부침
백제의 토기생산기술은 6세기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나라(奈良) 지역의 하지키(土師器), 오
오사카 동남부의 사야마(狹山) 지역의 스에키(須惠器)를 탄생시켰다. 일본인들은 12세기에 이
르기까지 스에키를 애지중지했다. 가토 가게마사(加藤景正, 1168?-1249)가 1223년 중국으로
건너가 도자기 기술을 배워왔다고 하나 그 기술은 보잘 것 없었다. 1573년 교토에서 한국의
도공인 아메야(阿米夜, 1493－1574)에 의해 라쿠야키(樂燒)라는 다도(茶道)용 찻잔이 나왔으나
일본의 도자기 제조수준은 조선백자와 비교할 때 기술면에서의 완성도는 차이가 많았다.
그런데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에 의해 통일되기 이전인 센고쿠
시대(戰國時代)에 내일의 목숨을 알 수 없는 전국무사(戰國武士)들 사이에서 다도가 그들이 추
구하는 한적한 정취라 할 유현(幽玄)의 이념이 되면서 일본의 다이묘(大名：번주藩主)들이 다
기(茶器)를 숭상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중국의 천목(天目)과 고려
다완(高麗茶碗)이었다. 고려다완은 고려시대 말기에 쇠퇴한 청자완과 조선 분청사기 사발이 여
러 경로를 거쳐 일본에 건너가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흔히 이도다완(井戶茶碗)으로 알려져 있
다. 고려다완은 16세기에 처음 나오기 시작해 일본의 와비차(侘び茶)를 완성한 센노리큐(千利
休,1552~1591)에 의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4)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으로 몰려온 왜장들은 조선 도자기의 우아함과 기술의
뛰어남을 보고 놀라 조선의 도공들을 그들의 땅으로 납치해 갔다. 조선에서 건너간 도공들은
일본의 재래식 방법과 비교할 때 생산성이 높고 훨씬 정밀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이들 도
공들은 조선에서 하던 대로 등요(登窯, 노보리가마)를 설치해 적은 장작을 사용하면서도 높은
온도에서 많은 도자기를 구울 수 있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는 좋은 도자기를 대량으로 생산
하게 되고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했고 이후 도자기 산업이 국제적인 규모로 성
장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18세기에는· 분원을 설치해 왕실에 소요되는 어기들을 직접 관장함으로
3) 납품하는 물건은 반상기(飯床器)와 각종 병ㆍ항아리ㆍ제기(祭器)ㆍ그림을 넣은 그릇 등이었으며, 그
외에 일상생활 용품과 화분ㆍ지석(誌石)도 구워 바치도록 하였다. 반상기 종류로는 주발ㆍ모리사발ㆍ
사발ㆍ대접ㆍ보시기ㆍ접시ㆍ종지 등이 있었고, 항아리로는 크기와 색깔 등에 따라 백항(白缸)ㆍ광항
(光缸)ㆍ원항(元缸)ㆍ대대항(大大缸)ㆍ대대원항(大大元缸)ㆍ백대대항(白大大缸) 등이 있었다.
박은숙
『하재일기』「해제」 고전번역원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고려다완(高麗茶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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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우수한 작품들이 나왔으나, 19세기에 들어 중국의 자기를 모방한 장식화 경향이 심화되었
으며, 분원의 운영은 중간 사취의 만연으로 혼탁해졌고, 분원의 재정 역시 갈수록 어려워졌
다.5) 그러다 보니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다양성이 떨어지고 미적인 면에서도 아쉬움이 많이
지적되었다.

갑오개혁 이후 재정이 어려워진 분원은 민영화되었고 그 이후 조선의 고급 자기

시장은 일본에서 생산된 자기들이 사실상 장악하였다. 조선 백자도 그에 따라 볼 것이 없어졌
다.
대체로 우리들은 우리가 쓰는 기물이나 예술품에 대해 객관적인 눈으로 품평을 하거나 그
가치를 평가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듯하다. 삼국시대 이후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
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미술품, 예술품을 평가한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그런 경향
이나 관행의 반영일 것이다. 고려청자의 비색(秘色)이 아름답다는 말은 처음엔 중국의 북송시
대인 선화宣和 5년(1123) 사신으로 고려에 온 서긍(徐兢, 1091~1153)이 쓴 『선화봉사고려도
경 宣和奉使高麗圖經』(줄여서 고려도경)에서 나온 말이고6) 송나라 때 태평노인이란 사람이 쓴
『수중금袖中錦』이란 책에서는 고려비색을 천하의 제일로 들면서 이는 다른 곳에서 도저히 따
라할 수 없는 것이란 평가를 내렸다.7)

그렇게 세상에 유명해졌지만 실제로 조선시대 이후에

사람들은 고려청자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일제에 의해 개성과 강화도의 고려시대 무덤
들이 무차별적으로 도굴되어 무덤에서부터 청자들이 쏟아져 거래된 이후에 비로소 우리 선각
자들이 그 존재와 가치를 보기 시작한 것이 그 형편을 말해준다.8)
일본인 고미술상들은 청일전쟁 훨씬 이전부터 한반도를 왕래하면서 고려청자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일본 학자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이 도굴품으로 추정되는 고려청자를 구입
한 것이 1894년이고 일본에서 한반도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 1897년에 간행된 일종의 안내서
인 『도한자필휴(渡韓者必携)』에 ‘고물상(古物商)’ 관계 세칙 등이 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 이미
고물을 취급하는 상인들 또는 이 분야에 관심을 둔 이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9)
1905년 보호조약, 1910년의 강제합병 이후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거리낌 없이 문화재를 수집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일본인들의 조선에서의 관심은 오로지 청자를 수집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백자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었다. 일본이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와
비차의 전통을 확립하고 조선의 분청으로 된 찻사발을 거금을 들여서 수집하는 경쟁이 붙었던
것은 유명하지만 백자에 대해서는 그리 선호하지 않았다. 16세기 이후 일본에서 애호된 고려
다완(高麗茶碗) 중에는 분청사기뿐만 아니라 조선백자로 분류할 수 있는 한국도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다도구(茶道具)라는 관점, 전세(傳世)나 상서(箱書)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다
도구라는 실용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미술품 혹은 조형물로서 도자기를 ‘감상’하는 관점은 근
대 이후에 형성되었고 그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조선백자가 평가 받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5)
6)

방병선『순백으로 빚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돌베게.2002. 80쪽
陶器色之青者麗人謂之翡色近年以來制作工巧色澤尤佳
『宣和奉使髙麗圖經』卷三十二
器皿三 宋
徐兢撰
7) 端硯、洛陽花、建州茶、蜀錦、定磁、浙漆、吳紙、晉銅、西馬、東絹、契丹鞍、夏國劍、高麗秘色....
皆為天下第一，他處雖效之，終不及
8) “그러나 이때까지도 서울의 한국인 지식층 가운데 고려청자의 존재나 진가에 눈뜬 사람은 거의 하나
도 없었고, 또 본 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고려자기는 일본인들이 무덤 속에서 파내어
일본인들끼리만 서고 파는 진기한 물건이었다. 미야케는 다키하시에게 들었다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언젠가는 박학한 한국인이 왔길래 앞에 있는 고려청자를 보였다니 '이건 대체 어디
것이냐?'고 진귀해 하는지라, '성에서 출토된 고려시대의 것'이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는 것이다."
이구열 『한국문화재수난사』.돌베게.1996. 65쪽
9) 김상엽 「경성의 미술시장과 일본인 수장가」『한국근현대미술사학』제27집. 2014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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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말할 수 있다10)
2. 노리다카와 백자의 만남
이렇게 우수한 작품을 만들지도 못했고 또 우수한 작품을 알아주는 수요층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조선백자를 다시 알려지게 한 사람이 일본인 아사카와 노리다카(淺川伯敎)
이다. 그는 야마나시(山梨)현 출신의 미술선생이었다. 1884년생인 노리다카는 고향에서 사범
학교를 나와 소학교(초등학교) 선생을 하던 중 이 고장의 유지이며 자신보다 4살 연상의 친구
인 코미야마 세이조(小宮山清三)로부터 조선의 고려청자 등 그가 수집한 물품을 보고는 일찍
부터 조선, 곧 한국 땅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된다. 이윽고 서른 살이 되던 1913년 조선 근무
를 지원해 5월 초순에 서울(당시는 경성)의 소학교로 부임한다.
원래 고려청자에 매혹되었던 노리다카는 5월 초순 서울에 와서도 곧바로 창경원에 있는
く이왕가박물관(李王家博物館)>11) 을 찾아 고려청자를 몇 번이나 보고 다녔다. 어느 날 길거
리를 가다가 한 골동품가게 진열창에서 하얀 백자 항아리가 다소곳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한
다. 그것은 그동안 많이 보던 고려청자가 아닌 흰 색의 평범한 생활용기였다.
카와 조선시대 백자, 그러니까 근대 일본인과 조선시대 백자의 첫 만남이었다.

이것이 노리다
그는 고려청

자보다도 순박하고 소박하고 순수하고 정결한(그리고 당시에는 값도 비교적 싼) 조선백자에
그만 매료되었다.

”고려청자는 과거의 차가운 아름다움이지만, 이 백자는 현재의 내 피와 통

하는 살아 있는 벗이다”(『조선 미술공예에 대한 회고』)라고도 했다. 그는 우수한 도자기를 수
집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당시 조선 각지에서 공사중에 출토되는 도자기 조각과 파편들을
모아 조선 도자기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도자기 연구와 수집, 그리고 소학교
교사 생활을 함께 하였는데, 교사로 근무하면서도 관심사는 교육보다는 미술이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 통치했을 때 우리 문화와 예술을 일본에 널리 알린 사람이 야나기
무네요시(柳宗悅)이고 일제시대 우리나라에 살다 우리 땅에 묻힌 사람으로 그의 동생인 아사
카와 다쿠미(淺川攷)가 있음은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이들 둘이 조선의 도자기와 공예품을
연구해서 이를 널리 알리는 민예운동을 하게 된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바로 아사카와 노리다카
였음은 잘 모르고 있다. 한국에 건너온 뒤에 도자기를 모으면서도 조각가의 꿈을 키워온 노리
다카는 한국의 매력에 빠져 일본 고향에서 농림학교를 나와 영림서(營林署)에서 임업연구를
하던 일곱 살 아래의 동생 아사카와 다쿠미(浅川巧

1891~1931)를 이듬해에 서울로 부른다.

노리다카는 1914년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의 진품 조각을 보기 위해 치바현(千葉縣) 아비코
(我孫子)에 있는 야나기 무네요시의 집을 찾아간다. 그 때에 선물로 갖고 간 것이 조선의 백
자추초문각호(白磁秋草文角壺, 현 일본민예관 소장)였다.

그것으로 야나기는 이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현황,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이윽고 2년 후 야나기는 노리다카의 초청으로 부산으로 건
너와 노리다카와 한 고물상에 같이 가 17세기에 만든 철사운죽문항아리(24.7x22.5㎝)를 구입
한다. 이것이 야나기의 조선백자 수집의 시작이었다. 야나기는 서울로 올라와 동생인 아사카
10) 타시로 유이치로「 ‘秋草手’를 통해서 본 근대 일본의 조선백자 인식」『美術史學硏究』第294號 2017.
06. 162쪽
11) 1912년 창경원에 개관. 1936년에 미술품만을 골라 덕수궁 안에서 이왕가미술관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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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쿠미(淺川巧)와 인사를 나눈 뒤에 그의 집에서 잠을 잤다. 그의 집에서 다쿠미가 모 한
국인들의 생활용구, 공예품 등 한국의 민속공예품에 빠져들게 되었다.
3･1운동이 있은 직후인 1919년 4월에 노리다카는 교직을 그만 두고 도쿄로 잠시 돌아가
본격적으로 조각을 공부하며 조각가로서도 이름을 날리다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조선 도

자기 연구에 몰두하였다. 도자기 조각을 모으고 발굴 유적을 연대순으로 나열하여 도자기의
시대적 변천을 명확히 하는데 성공한다. 그의 도자기 연구에는 자신을 따라 조선에 온 동생
아사카와 다쿠미가 동행했고 1926년에는 계룡산 동학사 계곡의 가마터를 발견하기도 했다.
12)

당시 미술 시장에 대한 회고를 보면 조선백자는 학생이 재미삼아 사보는 정도의 가격으로
매매됐으며 이 시기 골동상들은 조선백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며 연적 같은 경우는 무료로
주는 경우도 있었다. 1920년대에 조선백자에 관심을 기울인 인물들은 야나기와 노리다카 주변
의 매우 한정적인 집단이었고 조선백자는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존재였다.13)
당시 도자기에 관해 특히 뛰어난 감식안으로 알려져 있던 평론가 아오야마 지로(靑山二
郞. 1901~1979)도 1922년 전후부터 다량의 조선백자를 사들였고 귀국 후에는 전시 판매회를
열었다.

1928년 오사카의 골동상 무라카미 슌쵸도(村上春釣堂)가 오사카 미쓰코시(三越) 백

화점에서 조선 백자 전시회를 열고 1930년에는 도쿄 미쓰코시 백화점에서 대규모 전시를 개
최했다. 수장가 구시 다쿠신(久志卓眞)은 이 전시를 계기로 이때까지 조선백자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골동상들이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14)

이후 조선 백자를 수집하는 열풍이

일본에서 일게 된다.
3. 노리다카의 연구
노리다카는 도자기를 수집해 돈을 벌려는 생각은 없고 오로지 조선의 도자기나 가마터, 공
예품과 고적(古跡) 등을 발로 찾아다니며 오로지 연구만을 했다.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
로 그가 다닌 도자기 가마터는 700여 곳에 이르고 있다. 당시 아무도 하지 않은 백자와 분청
등 조선시대 도자기를 가마터에서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 유물과 자료들을 수집했다.
1925년 1월에 계룡산, 강진 등지의 옛 가마터를 조사했고 1927년 하순에는 동생인 다쿠미와
둘이서 분원(分院)의 옛 가마터를 조사했다. 또 일본의 옛 도자기와 조선의 그것을 비교 연구
하기 위하여 1927년 1월에는 하카다(博多), 가라쓰(唐津), 나가사키(長崎) 등지의 옛 가마터를
조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엄청난 양의 도자기 파편을 통해 도자기의 발생 연대와 지역적 특성과
차이를 정리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500년에 걸친 조선시대 도자기를 맨 처음 확실하게
정리했고 『부산 가마와 다이슈 가마(釜山窯と対州窯)』(1930년),『조선의 도자기(李朝の陶磁)』
(1956년),『도기전집17 조선시대 백자･청화･철화(陶器全集17李朝 白磁･染付･鉄砂)』 (1960년)와
같은 저서를 남겼다. 이윽고 그에게는 어느 새「조선도자기의 신(神)」이란 별명이 붙게 되었다.
노리다카의 조선 도자기 연구의 업적은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방대하다. 그는 서적과 일
본에서 간행된 전문 잡지 『공예(工芸)』나 『민예(民芸)』에 많이 기고를 했고, 조선 도자기에 일
12) 이동식 『친구가 된 일본인들』 나눔사. 2017. 17쪽
13) 타시로 유이치로「 ‘秋草手’를 통해서 본 근대 일본의 조선백자 인식」164쪽
14) 久志卓眞, 「李朝陶器」, 『陶說』 78 (1959. 9), pp. 38-39. 타시로 유이치로 논문 165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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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바친 그의 노력에 감동한 가족과 지인들이 담화나 추도문을 발표했다. 노리다카는 또 한
국에 있을 때에 일본인 문필가들과 조선인 문인들과 함께 참여해 온『경성잡필(京城雜筆))』이
란 잡지에 1920년대부터 1941년 이 잡지가 폐간할 때까지 꾸준히 여러 장르의 글을 발표했는
데, 지금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글들에서 그는 백자를 비롯한 조선 전통문화에 관한
자신의 깊은 애정과 수준 높은 이해를 잘 드러내 주었다.15)

Ⅲ. 조선 백자의 부활
1. 아사카와 형제의 외길
야나기가 펴낸 잡지 『시라카바(白樺)』는 1922년에「이조도자기특집호(李朝陶磁器特輯号)」
를 냈는데, 노리다카는 여기에 「이조도자기의 가치 및 변천에 대해」라는 글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조선의 도자기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참으로 고유의 색채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고 그
특질을 보면 “중국의 것은 이성(理性)이 강하지만 조선의 것은 인정미가 강하게 있다”라고 했
다.16)
노리다카는 그가 돌아 본 각지의 가마터와 채집한 도편들을 연구한 뒤에 종래에 고려시대
로 보았던 분청의 제작연대를 조선시대 초기로 내려잡았다. 그는 처음으로 백자의 제작연대를
구분하였다.
노리다카의 동생인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는 형 노리다카와 함께 혹은 혼자 조선 전역
의 옛 도요지들을 찾아 깨어진 파편들을 조사하고 모으고 그려내었다. 그가 이 작업을 한 목
적은 하나이다. 조선인을 더 잘 이해하고 그를 통해 그 아름다움을 길이 전하자는 것이다.
“작품에 가까이 다가가 민족의 생활을 알고 그 시대의 분위기를 읽으려는 목적이라면 우
선 그릇 본래의 올바른 이름과 쓰임새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다도인들
이 미칠 듯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찻잔도 조선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밥그릇 중에서 선택된 것
이고, 또 명공(名工)조차도 그 앞에서는 자신의 능력부족을 탄식할 만큼 훌륭한 엽차 그릇도
근원을 따져보면 당시에는 흔해빠진 양념단지였다는 점 등을 가능한 한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17)
이같은 생각 아래 다쿠미는 본래의 올바른 이름과 쓰임새를 조사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붙여진 이름으로 그릇들을 부르고자 했고 그 그릇들도 조선말
로 기록하고 불렀다. 다쿠미는 나아가서 조선의 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조선 사람의 생활이나
기분을 일본인의 그것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일본의 조선지배 정책의 흐름에 저항하고, 조선
도자기에 대한 이해에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주인이었던 조선 민족에 대한 친숙한 이해
를 이 책을 통해 설명하고 납득시키고자 했다. 1931년 3월 불과 마흔 살의 나이에 급성 폐렴
으로 세상을 떠난 다쿠미가 죽은 지 다섯 달 후에 세상에 나온『조선도자명고 朝鮮陶磁名考』
(1931)는 그렇게 만들어진 다쿠미의 필생의 역작이다. 이 책에 대하여 야나기 무네요시는 서
문(序文)에서 이렇게 그를 기린다.
15) 엄인경 아사카와 노리타카(浅川伯教)와 한반도의 단카(短歌) 문단
― 잡지 경성잡필(京城雜筆), 진인(眞人)과의 관련을 통해. 日本學報 第107輯(2016.5) 81쪽.
16) 鄭銀珍,「淺川伯敎와 朝鮮陶磁」『淺川兄弟의 心과 眼』14쪽
17)『조선도자명고 朝鮮陶磁名考』(1931) 머리말. 다카사키 소지『조선의 흙이 된 일본인』나름 1996. 176
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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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저서라도 많던 적던 앞서간 사람들의 저서에서 도움을 받는 법이다. 그러나 이 책
만큼 지은이 혼자서 기획하고 완성한 예는 드물다. 이는 아직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시도
하지도 않았으며, 아마 앞으로도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도자기들을 만든
나라인 조선 사람들에게서도 기대하기 힘든 저술이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옛 그릇을 알
지 못하고, 나이 든 사람은 그릇을 아끼는 습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일본인
에게서도 이러한 책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조선의 도자기에 대해서 이처럼 애
정과 이해와 지식과 경험과, 게다가 어학능력까지 골고루 갖춘 사람은 지은이를 빼놓고는 찾
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18)

2. 민예의 확립
노리다카는 일본에서 만난 야나기 무네요시를 아예 한국미에 대한 숭배자로 변신시켰다.
노리다카의 요청에 따라 1916년 조선을 찾은 야나기는 부산에서 철화백자 항아리를 처음 구
입하면서 조선 백자의 수집을 시작했다. 야나기는 노리다카의 안내로 가야산 해인사에 들러
팔만대장경을 보았고 경주의 석굴암에서 아침 6시 반 동해의 솟아오르는 태양이 불상을 비추
는 광경에서 한없는 감동을 느꼈다. 야나기는 서울에 올라와 노리다카의 동생인 타쿠미(攷)의
집에서 묵으면서 노리타카가 모아놓은 조선시대 백자라던가 타쿠미가 모은 소반, 목기 등의
공예품들을 보고는 더욱 더, 아니 아예 조선을 사랑하게 된다.
의기가 투합한 노리다카와 다쿠미, 야나기는 조선민족미술관의 건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조선의 미를 전함’과 동시에 한일의 사람들이 ‘친하게 만나서 기탄없이 얘기를 나
누는 장소’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선 1922년 10월 서울에서「이조도자기전람회」
를 열었다.

세 사람은 조선민족미술관의 개관을 위해서 모금활동을 벌였으며 이들의 뜻에 동

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마침내 1924년에 경복궁 집경당에 조선민족미술관이 개관하게 되
었다. 야나기는 이어 일본에 가서도 일본민예관을 세워 1936년에 문을 연다. 여기에도 대부분
조선에서 수집한 작품들이 상당부분 채워져 있다.
야나기는 『조선과 그 예술』에서 조선미의 특질은 선(線)의 아름다움과 ‘비애(悲哀)의 미’
에 있다며 무수한 찬사의 글을 남겼다. 고려청자의 유연한 곡선, 광화문 추녀의 아름다운 선,
조선 소반(小盤)의 소박한 선에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조선인의 애절한 마음이 실려있다고 했
다. 그것은 현세적인 것 또는 내세적인 것을 갈망하는 애잔한 소망이고 선(禪)의 경지라고 했
다. 그는 조선의 예술을 통해 조선인과 조선민족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을 갖게 되어 예술의
자유가 없는 조선을 ‘세계의 손실’ 로 인식하고 자유를 빼앗은 일본의 정치를 ‘죄악 중의 죄
악’으로 표현했다.

그는 일제의 압박에 의해 한국인의 예술혼이 살아나지 못하게 되면 그것

이야말로 범인류적 손실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의 것은 우리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언제나 저편에서 다가온다. 조선의 것은 이
편에서 찾든 찾지 않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나날이 쓰는 기물로는 후자 쪽이 더 바
람직하다. 조용하고 소극적이므로 함께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있다. 함께 지내보면 점점 더 떠
나기 어려운 느낌이 든다. 항상 기다리고 있는 풍정(風情)이 마음을 끈다. 보지 않을 때라도
말 없이 기다리고 있다. 조용한 기물은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방안이 언제나 조용해진다.
18) 柳宗悅 「序 (淺川巧 朝鮮陶磁名考) 」『朝鮮を想う』筑摩叢書 293. 1984.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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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상에서 본다면 나는 조선의 것을 택하고 싶다.”

19)

야나기는 그런 생각 아래 가능한 범위에서 그 ‘손실’을 되돌리고자 행동했다. 조선민족미
술관을 설립하여 조선의 민속공예품을 수집. 보존하는 일이 그 중의 하나였다. 날로 조선 고
유의 미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쓸쓸하게 생각하고, “지금 조선에 예술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단지 제작의 여유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인식한 야나기는, 한민족이 언젠가 독립을 얻어 자유의 마음이 회생되었을 때 다시 한번
동양 예술에 빛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며 조선민족미술관을 설립하여 조선의 민속공예품을 수
집. 보존할 것을 결의했다.
그가 작고한 후 몇몇 연구가들에 의해 그가 말한 ‘비애의 미’론만을 내세우며 그가 조선
의 비극적 현실을 거의 운명적인 것으로 말했다고 비판하는 일이 생겼다.20) 그의 조선미에 대
한 탐구, 혹은 민예론에 대해 인간을 벗어나서 공예지상주의에 지나치게 몰입했다는 비판도
생겨났다.
“길고 고달픈 이 세상의 여로를 손을 맞잡고 가는 사람과 기물, 아름다운 광경이다. 그러나
어딘가 어긋난 구석이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어떤 건강하지 못한 착오, 즉 물품숭배의
냄새마저 난다. ‘건강’이라는 개념을 그토록 중시한 그 자신의 이 건강하지 못함은 어찌된 것
일까.”21)
야나기와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된 노리다카도 야나기가 한국의 미를 슬픔의 역사에 의한 비
애(슬픔)의 미로 번 것에 대해 이를 샤머니즘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재규정하는 독자적인
시각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 의견 차이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리다카에 의해 촉발돼 그의 동
생 다쿠미와 야나기 무네요시에 의해 모아지고 규정된 한국인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 그
것을 대표하는 백자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보존하고 알린 노력은 희석될 수 없을 것이다.

3. 부산요 발굴
아사카와 노리다카가 찾아낸 도자기 역사 가운데 특이한 것은 부산 초량의 왜관에 있던
가마에서 일본에서 주문한 도자기를 생산했음을 밝힌 것이다. 바로 1930년에 발표한 『부산요
(釜山窯) 대주요(對州窯)』라는 연구서이다.
일본의 다도(茶道)가 발전하면서 고려다완(高麗茶碗) 한 개의 가치는 실로 일국일성(一國一
城)과 맞바꿀 만큼 보물이 되었다. 임진왜란으로 많은 도공을 잡아간 일본의 영주들은 조선
도공들을 통해 다투어 명품 다완을 만들어 일본에 유통시켰다. 그러나 질이 문제였고 금방 높
은 기술의 우수한 제품이 수요만큼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조선에

19)「조선시대 도자기」『工藝』 제13호(1932년 7월 1일)
20)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우리들의 본래모습이 그처럼 밝고, 맑고, 명랑하고, 낙천적이고, 건전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웃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그러한 웃음이 우리 민족의 특질이라면 우리 예술도 당
연히 그러한 긍정적인 면을 바탕에 깔고 형성된 웃음의 예술인 것이다. 그러므로 날아갈 듯 하늘로
올라가는 선을 슬픔과 체념, 외로움의 선이라고 보고 우리 예술의 특질도 슬픔이라고 본 일본인 야나
기(柳宗悅)의 예술관은 과거 일제시대의 예술관이다... 이동식.『다시 쓰는 목근통신』나눔사 2009.
.224쪽.
21) 이데카와 나오키 『인간 부흥의 공예』 학고재 2002. 40~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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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직접 만들어 수입하는 방법이다.
1639년 도쿠가와 막부의 장군 이에미쓰(家光)은 대마도 종가의 번주인 宗義成(요시나리)
에게 대군 및 다이묘의 간절한 요청이라고 하면서 대마도에서 부산에 각종 다완의 견본을 보
내 다완을 만들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의뢰를 받은 동래부에서는 서울의 예조(禮曹)의 허가를
얻어 순찰사에게 하동 진주의 흙과 도공을 소집하여 왜관 바깥에 가마를 만들어 구워보냈
다.22)
대마도 종가에서는 다두(茶頭;차회를 주관하며 차회에서 찻사발을 선별하는 사람으로 대
체로 심미안이 높은 차인)와 도공두(陶工頭:사기장의 우두머리)를 파견하여 일본들의 기호와
유행에 따라서 부산사발을 만들었다. 조선의 기술이었으나 형태는 일본의 주문이라 일본식 찻
사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렇게 부산 왜관에서 만든 맞춤형의 조선다완을 막부에서는 여러
번(藩)에 나누어주었다. 다완의 본고장에서 만든 다완의 하사품이라 하여 처음부터 보물로 다
루었다. 조선 냄새가 풍기기도 하고 일본 냄새도 있었다.
부산 용두산 아래 지금의 로얄호텔 부근 기슭에 설립된 도자기공장의 사장은 대마도에서
온 일본인 도공이었고, 직원은 조선인 도공이었다. 일본인은 그림·조각·불을, 조선 기술자는
그릇 성형을 맡았다. 도공들은 대마도 측으로부터 일급을 받았다.23) 그런데 이 도자기들에는
조선국제(朝鮮國製)라는 제조국 이름이 기재되었다. 최근에 부산의 애호가가 일본에서 실물
‘통다완(筒茶碗)’을 입수했다. 그릇 밑바닥에 ‘朝鮮國製’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써져 있다. 이
다완이 바로 부산요에서 만든 것으로 현대 국제무역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OEM, 즉 주문
자부착상표제품의 직접적인 증거이다.

일본은 다완을 굽기 위한 재료인 흙과 유약을 조선에 요구해, 조달문제로 적지 않은 마찰
을 빚기도 했다. 1644년에 가마가 왜관 안에 정식으로 설치됐고 하시쿠라 주스케(橋倉忠助)라
는 일본 사기장이 일본 측 기술자로 파견됐다. 백토 80석, 약토 10석, 황토 50석, 조선 사기
장 6명이 요청에 의해 투입됐다. 1644년부터 1692년까지 무상 지급된 흙 총량은 350t에 이른
다(권상인, '왜관요에 관한 소고', 2016). 일본은 때로는 생산되지 않는 원료를 요구할 때도
있었다. 이같은 문제가 몇 차례 반복되고 부산요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1717년 부
산요는 문을 닫았다. 이렇게 80년간 운영된 부산요는 직간접적으로 일본의 초기 도자기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22) 아사카와 노리다카 지음 최치호 옮김 『부산요와 일본 다완』어드북스. 2012. 106쪽
23) 淺川伯敎 「釜山窯」『朝鮮古陶磁論集2』淺川伯敎攷兄弟資料館 2017.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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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자기를 연구하려면 먼저 조선을 하는 것이 그 순서이다. 이는 일본과 조선 공통
으로 존재하는 부산요의 연구에 의해 일본에 전해오는 조선 다완 및 대주 다완 중에서 두 나
라 모두와 관RP가 없는 중간의 도자기를 정리 해결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이 문제가 명확
하게 밝혀지면 먼저 순수한 조선의 도자기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쿄호(享
保:1716~1736) 이전까지는 부산요가 일본의 옛날 가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실에 대
해서도 밝혀지게 된다.”24)
부산요는 국제무역 형태의 공동제작, 주문자 생산방식의 첫 사례가 되었다, 우리가 지나치
기 쉬운 부산요의 숨은 역할을 노리다카가 각고의 노력으로 찾아낸 것이라 하겠다.

Ⅳ. 노리다카 재평가
일본인의 입장에서 백자의 아름다움에 처음 눈을 뜬 노리다카 덕분에 조선의 백자는 세계
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게 된다. 영국을 대표하는 도예가인 버나드 리치(Bernard Leach.
1887~1979)는 조선 백자의 고요한 경지에 매우 감명을 받아 고국에 돌아가서는 <이조의 백
자>라는 책을 출간했다. 버나드 리치가 이 책에서 동양도자의 특색을 ‘한국은 선이고 중국은
색채이며 일본은 모양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영국으로 돌아갈 때에 높이 47
센티의 달항아리를 구해 안고 가면서 “나는 행복을 안고 돌아간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고 그
달항아리는 후손에 의해 경매에 나왔다가 한국인의 기부금을 써서 현재 대영박물관 한국관에
전시되고 있다
노리다카는 조선의 풍속화나 민화에도 관심을 갖고 이를 높이 평가했다. 예를 들면 신윤
복申潤福(1758~미상)을 가리켜 “조선의 자연을 응시한데서 생겨난 그림으로서, 중국의 모방이
아니라 전적으로 조선의 감각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전무후무한 조선의 독보적 풍속화가라고
생각한다“ 라고 평가했다. 조선의 예술이 중국 예술의 모방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던
당시에 노리다카의 이런 지적은 그의 눈이 편견에 물들지 않은 정확한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일화라 하겠다.

25)

노리다카가 조선 백자의 세계를 널리 알리고 일본인들 사이에 조선 백자 수집붐이 일어나
자 여기에 뒤늦게 백자의 가치를 알게 된 한국인 수집가들이 대거 참여해 우리 문화재를 지키
려는 노력을 편 것도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노리다카가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 수
집가는 조선백자를 미술품으로서 감상하는 일본인 수집가와는 달리 한민족의 자의식과 관련해
유물을 바라보고 또한 그러한 유물의 유출을 막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한국인
수집가들의 본격적인 시장 참여로 조선백자의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 요컨대 조선백자가 소개
되고 학술적인 연구 성과가 발표됨에 따라 미술시장에서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더해 한국인 수집가의 본격적인 시장 참여라는 요소까지 얽히면서 1930년대 ‘조선백자 붐’ 현
상이 전개되었다.26)

이 때문에 많은 조선의 도자기들이 모두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다.
노리다카는 자신이 연구한 조선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한국 도공들에게 전한 분이기도 하
다. 한평생 고려청자를 연구하고 제작한 도예가 지순탁(池順鐸, 1912~1993)은 1928년 골동품
24) 아사카와 노리다카 지음 최치호 옮김 『부산요와 일본 다완』어드북스. 2012. 31쪽
25) 다카사카 소지. 『조선의 흙이 된 일본인』 마름 1996. 71쪽
26) 타시로 유이치로「 ‘秋草手’를 통해서 본 근대 일본의 조선백자 인식」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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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노리다카를 알게 되어 “자네와 같이 뜻 있는 청년이 많이 나와서 이러한 문화유산을
다시 창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하는 그의 말에 자극을 받아서 끊겼던 고려청자의 전통을
되살리겠다는 결의를 굳혔다고 한다. 그리고 10년 동안

노리다카와 함께 약 30군데의 가마

터를 조사해서 고려청자를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1944년 가을 지순탁이 처음으로
구운 청자 향로를 20엔에 사주며 격려한 것도 노리다카였다고 한다.

27)

그는 해방 후에도 그동안 모아놓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또 이를 한국에 인계하기 위해

1

년쯤 더 있었다. 그는 머물 수 있을 때까지 한국에 더 있고 싶어했는데, 미군이 진주해 군정
이 시작된 뒤 그의 조선미술공예연구실적을 높이 평가 받아 1946년 11월까지 특별체류허가를
받아 그 사이에 그때까지의 연구를 정리하고, 야나기나 다쿠미 등과 만든 조선민족미술관을
지키고 있다가 송석하(宋錫夏)가 설립한 민족미술관에 무사히 흡수시켰다. 또 자기 개인 소장
의 공예품 3천여 점과 도편 30상자를 민족박물관에 기증했다. 당시 대구의 오구라 다케노스케
(小倉武之助) 등 일본의 유력 수집가들은 수집품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
는데, 그는 이들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사람이었다.
1946년 11월 3일 노리다카는 하카다(博多)항을 통해 일본으로 돌아가 1949년에는 치바(千
葉)시에 정착해 도자기 손질, 다도, 단가(短歌)나 하이쿠(俳句) 쓰기 등을 열심히 하며

조선

도자기에 대한 책을 쓰고 전시회를 여는 등 조선의 도자기를 알리는 활동을 계속했다. 그러다
가 1964년 1월 80세로 세상을 떴다.

Ⅴ. 맺음말
일본의 도예가인 가와이 간지로(河井寬次郞)는 아사카와 노리다카와 다쿠미 형제를 다음
과 같이 평가했다.

28)

“한일합방 이래 조선에 건너간 우리(일본) 동포가 그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던가 에
생각이 미치면 지금도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아사카와 씨 등이 매사
에 그것에 대한 속죄를 하던 일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복자가 패자에 대해서 저지
른 과오, 그런 야만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당신들이야말로 인간의 무지에 빛을 비추
어 주신 분들이었음을 새삼 알게 됩니다.”
야나기 무네요시에 대해서는 세상을 떠난 뒤 20여 년이 흐른 1984년 9월에 그의 공적을
인정해 우리 정부가 ‘보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망우리에 묻혀 있는 아사카와 다쿠미에 대해
서는 그의 묘소를 참배하는 한국인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조선 백자의
아름다움을 접하고 그 역사를 찾아주고 정리한 아사카와 노리다카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그를 기려주는 것이 평생 한국을 사랑한 그에 대한
우리들의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한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가장 일본과 가까운 부산이 일본과 과거에 어떤 때에 어떻게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친구가 되었는지를 잘 정리하고 발굴하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다면
부산에 있는 부산요의 흔적을 다시 복원해 이를 역사인식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동래에 가면 ‘동래독진대아문(東萊獨鎭大衙門)’이란 현판이 동헌 앞에 있던
27) 다카사키 소지,『조선의 흙이 된 일본인』 나름.1996. 80쪽
28) 다카사키 소지,『조선의 흙이 된 일본인』 나름. 1996.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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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문(外三門)의 정면에 가로 걸려 있다. 그 양쪽 기둥에는 ‘진변병마절제영(鎭邊兵馬節制營)’
과 ‘교린연향선위사(交隣宴餉宣慰司)’란 현판이 걸려있다. 이 두 현판은 서로 상반된 내용을
보여준다. 여기서 막아야 할 대상은 일본이고 교린해야 할 대상도 역시 일본이라는 뜻이 된
다.29) 부산요의 역사를 아프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같은 문화 역사유적은 역사의식도 일깨
우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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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륙교통망을 통한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생성과정

윤명철
(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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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동아시아는 고대 이전부터 문명이 발생하였고, 발전하였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중화문명’
외에도 다른 문명들이 있었으며, 소 문명들도 있었다고 판단한다. 지난 번 발표에서 문명이
생성하고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들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몇 번의 발표와 지
면을 통해서 동방문명의 설정 가능성을 제시한 후에 입증하는 작업들을 해왔다. 그리고 소위
동방문명의 성격을 동아지중해라는 모델을 적용하여 해륙문명론을 제안해왔다. 그리고 그 주
장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과 증거 가운데 하나로서 교통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본고는 동방문명의 교통로를 ‘해륙교통망’이라는 시스템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따라서 육로,
수로, 해로로 나누어 실상을 살펴보았다. 다만 해로는 여러 번 발표했고, 수로 또한 부분적으
로 발표했으므로 중복된다는 느낌이 있을 것이다. 육로는 주요활동 공간인 만주 일대를 고대
에 한정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전 주체집단이 전 지역에 개설한 교통로를 다 다루지는 못했
다. 또한 이 발표문은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주로 자연과학과 지리적인 접근에 비중을 두었
고, 역사상, 즉 사료 및 고고학관 관련된 부분들은 일부만 언급하였다. 상세한 역사상들은 졸
저인 <<고조선 문명권과 해륙활동>>의 제 7장에서 상세하게 언급하였다.

2. ‘동아시아 해륙문명론’의 성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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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아시아 지역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의 중심부 위상을 차지해가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갈등, 문화갈등, 정치갈등 등이 발생하며, 영토분쟁은 심각해지고
있다.1) 특히 중국은 ʻ新中華帝國主義ʼ라고 평가받을 만큼 동아시아 갈등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2)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발전은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서양세력의 압력을 방어하
기 위해서 협력과 공존, 평화의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등의 기본
체제는 물론이고 문명에 대한 인식의 틀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 필자는 인간, 인간의 역사상, 동아시아 문명의 해석과 대안
등을 이해할 목적으로 몇 가지 이론들과 용어를 만들었다. 역사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ʻ歷史
有機體論ʼ을 제기하였고, 세계의 운동방식과 구성체계는 ʻ터와 多核(ʼfield & multi core)이론ʼ
으로 설명하였고, 문화의 교류는 ʻ環流시스템ʼ이라는 틀로서 성격과 역할을 규명하고자 했다.3)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역사관으로 ʻ海陸史觀ʼ4)을 제시하였고, 실천의 구체적인 모
델로서 ʻ동아지중해(東亞地中海, East Asian Mediterranean Sea)ʼ

모델ʼ을 구축하였다.

1) 동아시아의 범주
‘범아시아(pan Asia)’5)는 지리적 개념으로는 아시아 전체를 말하고, 역사나 문화적으로는
아시아를 하나의 틀 속에서 바라보거나 만들어간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 범아시아의
부분이면서 더 큰 단위로서 동아시아가 있다. 동아시아는 지리와 지형 기후 등의 자연환경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로 유형화 할 필요가 있다.
정치 경제적인 관점의 해석과 달리 필자가 전개하는 ʻ터이론(Field and multi core
theory)ʼ의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 역사의 터는 내부에 3개의 中核인 恒星과 작은 핵들인 주
변 行星들, 그리고 독자성이 미약한 衛星들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또 다른 터인
인도, 동시베리아, 중앙아시아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었다.
3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며, 정치적으로 제국을 발전시켜온 핵은 ʻ中國空間ʼ 혹은 ʻ중화문명
ʼ이다. ʻ北方文明ʼ은 현재 興安嶺 서쪽 주변의 북만주 일대와 내외몽골 지역전체를 중핵으로 삼
아 필요에 따라 터를 확대하면서 주변지역들을 행성과 바이칼호, 동시베리아, 알타이, 파미르
지역 등의 위성으로 재배치하면서 활용하였다. ʻ東方文明ʼ은 현재의 한반도 북부와 요동과 요
서일부를 포함한 남만주일대를 중핵으로 출발하여 점차 확장해가면서 만주와 한반도 전역, 일
본열도를 ʻ터ʼ로 삼아 꽃을 피운 문명이다.
동방문명의 범주인 전형적인 동아시아는 내륙지역이 아니고, 초원 사막 대평원같은

ʻ地中

1) 劉恩瑞; 劉惠瑞 저, 손준식 역, 중국 근현대 영토문제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2) 갈등의 구체적인 상황 및 배경과 해소 대안에 대해서는 윤명철,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영토분쟁
해소를 위한 공동체 모델 ｣, 아시아연구, 제 19권 1호, 한국아시아학회. 2016. 참조.
3) 윤명철, ｢고구려 문화형성에 작용한 자연환경의 검토- ʻ터와 多核(field & multi-core)이론ʼ을 통해서
｣, 한민족 4호 2008; ｢한국사를 이해하는 몇 가지 틀을 모색하면서 -터(field&multi-core) 이론의
제기｣, 한국사학사학회, 2008.
4) 윤명철, ｢반도사관의 극복과 해륙사관의 제언｣, 고조선 단군학 25호, 고조선 단군학회, 2011. 해륙
사관은 자연의 구성요소인 평원 산 강 바다 등이 하나로 체계로 이어지고, 역할과 기능 또한 상호연
관성이 깊고, 상보성을 긴밀하게 지닌 유기적인 체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식한다.
5) 汎아시아라는 것은 즉 지리적 개념으로는 아시아 전체를 말하고, 역사나 문화적으로는 아시아를 하나
의 틀 속에서 바라보거나 만들어간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내용은 아시아라는 단위의 ʻ생성ʼ과
담긴 ʻ의미ʼ를 말한다. ʻpan Asiaʼ· ʻpan Geremanismʼ· ʻpan Islamismʼ등에서 보이는 ʻpanʼ을 대체하
는 용어로서, 한자문화권에서는 ʻ汎ʼ이라는 글자를 빌어 사용하고 있다. 필자가 ʻ터이론ʼ을 근거로 한
이 용어는 동아시아 문명과 한민족 문화가 지닌 사유와 논리의 영향을 받은 몇 가지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며, 다만 부분과 전체 카오스 이론 통일장 이론 등 현대 물리학의 몇몇 이론들, 20세기 중반
이후에 발표한 생리학, 생물학 뇌과학 생태학 등의 분야에서 제기된 이론들을 참고한 면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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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ʼ의 환경, 남태평양의 도서들처럼 바다로 둘러싸인 ʻ海中地ʼ의 환경이 아니다. 유라시아 대륙
의 동쪽 하단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중국이 있는 대륙, 만주 일대와 연해주 남부와 사할린 지
역, 한반도, 일본열도라는 육지, 해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한반도를 중심핵(core)으로 하면서 일본열도 사이에는 광대한 동해와 폭이 좁고, 넓지
않은 남해, 중국과의 사이에는 황해라는 內海(inland-sea)가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남부(제주
도 포함)와 일본열도의 서부(큐슈 지역), 중국의 남부지역(양자강 이남에서 복건성 지역을 통
상 남부지역)은 동중국해를 매개로 연결되었다. 연해주(Primorski) 및 캄차카 반도등도 동해
연안을 통해서 한반도와 연결되며, 타타르해협을 통해서 두만강 유역 및 연해주지역과 건너편
의 사할린․홋카이도 또한 연결된다. 즉 多國間 地中海(Multinational Mediterranean Sea)의
형태와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ʻ동아지중해(東亞地中海, East Asian
Mediterranean Sea)ʼ라고 명명한 후
러

광대한

동북아시아의

Asian-mediterranean-sea)’,

이 모델을 적용해서 동아시아 역사를 해석해왔다. 아울
일부지역은

동남아시아는

'동북아시아지중해(North
'동남아시아

지중해(‘South

east
east

Asian-mediterranean-sea)’ 라고 유형화시켜 논리를 전개하여 왔다.
2). 해륙문명론의 제안과 필요성
文明(civilization)은 개성을 가진 다양한 주제와 소재의 소단위 문화들이 일정한 시대, 자연
환경, 정치질서, 종교 등을 고려하여 구분된 일정한 공간에서 조우하고 교류하면서 혼합된, 크
고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단위이다. 또한 포섭된, 또는 구성된 문화의 내용들은 ‘확장성(擴張
性)’과 ‘포용성(包容性)’을 지녔다. 구성원들이며 창조의 주체인 인간집단들의 혼합이 더 다양
하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졌다.

‘문명이란 ‘多 공간’, ‘多 기호(언어 신화 문자 등)’,‘多 생물적

요소( 혈연, 종족)’,多 시간‘, ’多 경제 양식‘, ’多 문화(민속 신앙 종교 관습)‘ ’多 역사적 경험
‘, ’多 정치체제‘,’多 가치관(생활양식 가치관 철학)‘ 多 인간형으로 구성되므로써 ‘多’라는 특
성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多요소들은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느슨한 통일
성을 유지하면서, 상호연관성을 유지하며, ‘部分(a parts)’과 ‘全體(a whole)’가 유기적으로 작
동하며, 다핵(多核, multi core)을 중심으로 '환류(環流)시스템, Triple circulation system)'
을 유지한다. 때로는 이러한 요소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체
의 기본 속성과 동일하게 협력을 기조로 경쟁하는 체계이다.6)
동아시아 세계의 문명을 이해하고,

또 다른 성격과 의미를 지닌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모

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륙문명론‘을 제기해왔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
우선 ‘문화권’ 혹은 ‘문명권’ 개념을 설정할 수 있는 가를 검증해야 한다. 문명권이 성립되
려면 구성의 기본요소와 연관하여 몇 가지 기본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첫째, ‘접촉 방식’의 문
제이다. 목적의식을 지닌 채 연속적으로 만남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만남의 양식도 상호교차
적인 단선적인 만남을 넘어서 복선적(複線的)이고, 몇 개의 거점 혹은 ‘허브(Hub)’를 중심으로
다중적(多重的)이어야 한다. 구성원들은 다양한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야 상호침투하
면서 문화의 질이 풍요로워지고, 내적으로 성숙해진다. 둘째, ‘내부 결속’의 문제이다. 하나로
유형화된 문명은 ‘공질성(共質性)’을 갖추어야 한다. ‘동질성’ 또는 ‘통합성’이라는 용어는 다양
성 복합성을 기본요소로 하는 문명의 생성과 발전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문명은 동질성 내부
6) 윤명철, 『고조선 문명권과 해륙활동』, 지식산업사, 2018. 제 2장 문명이란 무엇인가 참조.

- 29 -

의 이질성이 아니라 작은 이질성들의 合으로서의 큰 동질성이 중요한 특성이다. 이러한 관점
을 적용할 경우에는 문명은 고전적 의미의 개념처럼 제국, 지역, 거대도시 등으로 이루어진
역사 활동의 가장 큰 단위만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셋째, ‘문명 생성의 방식’이라는 문제이다.
기본적으로는 ‘자체 완결구조’를 지녀야 하지만 ‘교류’ ‘수용’ ‘전파’ 등 만남을 전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른 문명권과 활발한 교류와 공동의 생존체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공간이다. 인간이 공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한 집단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성
격과 생활구조를 생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공간은 ‘지리정치적(Geo-Politic)’7)으로 領土 또
는 領域이며, 때문에 관리와 지배방식, 사회제도와 정치구조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실제
로

문명의

생성과

연관된

중요한

요소는

정치역학관계이다.

공간은

‘지리경제학

(Geo-economic)’적으로 ‘생산 장소’로서 개체가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생산물의 ‘취득 장소’
였다. 색다른 자연환경은 생산물의 종류를 다르게 하며, 그에 적응한 농경, 유목, 수렵, 어업
등 다른 생활양식을 낳았고, 이는 결국 이에 적합한 적응을 한 집단들의 이동과 정착을 낳았
다. 공간은 지리문화적(Geo-Culture)’으로 문화의 생성 및 변형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터(場,
field)’이다. 문화의 성격과 생성이 복합적 또는 혼합적이며, 유형화된 문화가 共質性을 갖추어
야 한다. 공간은 ‘지심학(地心學, Geo-Mentalogy, Geo-Psychology)’적8)으로 소속된 인간과
집단이 세계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즉 가치관 등이 생성된다. 때문에 문화 및 신앙의 성격
과 형태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화의 차이와 이로 인한 갈등과 충돌은 이
러한 공간의 지심학적 측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해륙문명권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해륙문명은 해양과 육지를 유기적인 체계로 구성된 공간에서 생성됐고 발전한 문명이다. 그
러므로 몇 가지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첫째, 자연환경은 해륙적 연관성이 깊어야 한다.9)
대륙과 반도, 해양이 만나는 동아지중해의 중핵에 있으면서 북으로는 육지와 직접 이어지고,
바다를 통해서 모든 지역들과 연결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아시아는 자연을 통일적이
고 유기적인 하나의 단위로 보는 시각, 海陸的인 관점, 즉 海陸史觀으로 볼 필요성이 크다.
둘째, 문화적으로 해륙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 동아시아는 지리 문화적으로 넓은 편은 아니지
만 다양한 자연환경과 문화가 뒤섞이는 ‘혼합문명(混合文明)지대’이다. 크게는 농경의 정착성
(定著性, Stability) 문화와 유목 및 해양의 이동성(移動性, Mobility) 문화가 만나 ‘동화정(動
和靜, Oneness of Stability and Motion)형 문화대(文化帶, culture belt)’를 이루고 있다.10)
7) 미즈우치 도시오 편, 심정보 옮김, 『공간의 정치지리』, 푸른길. pp.22~24. 지정학은 영어권에서는 국
제정치와 외교정책을 다루는 분야를 지칭한다. 독일에서 ‘게오폴리틱(Geopolitik)’으로 시작되었지만,
일본에 의해서 '地政學' 혹은 '地政治學'으로 번역되었고, 군국주의 일본에서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
용됐다. 이후 기피용어가 되었다가 1980년 전후가 되어 국제정치에서 사용되었다.
8) ‘地心學’(Geo-Psychology, the concept of harmony between human and geographical
elements)이라는 용어는 필자가 만든 조어인데, 우리의 전통적인 풍수관 등을 보면 지리로 표현되는
자연공간이 마음이나 심리 등과 직결된 것은 분명하다. 분명한 것은 ‘지(地)’, ‘지형(地形)’ 또는
‘Land’, ‘Space’, ‘Field’, ‘터’라고 개념 정의가 되거나 용어화된 공간에서 마음 또는 정신과 연관된
요소들을
따로
유형화시켜서
부각시킬
필요는
있다.
필자는
‘地心學’이라는
용어를
‘Geo-Psychology’, 또는 ‘Geo-Mentalogy’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유사한 논리를 전개한 책들
은 많다. 김광언, 『바람･물･땅의 이치』, 기파랑, 2009, 와 쓰지 데쓰로우가 주장한 ‘風土論’ 등이나
제임스 러브록(Lovelock) 등의 ‘가이아 dlfhs(Gaia theory)’ 등도 개념상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9) 동아지중해의 자연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윤명철, 「해양조건을 통해서 본 고대 한일관계사의
이해」, 『일본학』 14,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1995; 「황해의 地中海的 성격 연구」, 『한중문화교류와 남
방해로』, 국학자료원, 1997 기타 논문 참고.
10) 초원 유목민과 사막 유목민의 이동성은 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또한 ‘항해민’과 ‘어렵민’도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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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문명권의 구성원들은 성격이 유사하며, 관계 또한 유기적이어야 한다. ‘농경적 인간’,
‘유목적 인간’, ‘채집적 인간’, ‘수렵적 인간’, ‘해양적 인간’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해양인11) 들
은 ‘어민(fisher men)’ ‘항해자(sailer)’들을 주력으로 하면서, ‘상인(merchant)’ ‘해적(pirate)’
등의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가치관과 신앙 등 생활양식 등 다양한 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 넷째, 문명권 내부의 생활 공동체들은 상호 간에 필요한 존재여야 한다. 농경
문화권, 유목이나 삼림문화권, 해양문화권에서는 공동의 생존구조를 가져야했고, 실제로 그러
했다.
다섯째,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은 해륙을 막론하고 필요의 원칙에 따라 정치력과는 무관하
게, 심지어는 적대관계에 있더라도 무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내부뿐 만 아니라 외부문명과
연결되는

교통망을

유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즉

ʻ人流(human-stream)ʼ·

ʻ物流

(goods-stream)ʼ· ʻ文流(culture- stream)ʼ의 해륙교통망12) 구축이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수
도를 비롯한 중요 도시들은 항구이거나 항구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곳에 발전시켜야 한다. 또
한 수도는 ‘해륙도시(海陸都市)’의 성격을 가졌으며, 중요 도시 또는 성들 또한 수도 및 국토
전체와 유기적인 체제를 가져야하는 만큼 해륙적 성격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뿐 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대부분 중요 도시들은 항구도시임은 이를 시사한다.
여섯째, 해양문화의 위상과 해양활동의 수준이 발달해야 한다. 동아시아 지역은 역사시대에
들어오면 대다수 국가들은 대륙과 해양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터’ 속에서 생성하고 발전한 ‘해
륙국가(海陸國家)’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그래야만 발전했다. 이러한 성격을 정책적으로 구
현하고 집행하므로써 국가와 문명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 즉 해륙정책을 추진해
야 한다.
3. 유라시아 세계의 교통망-- 동아시아 문명과 연관하여
유라시아(Eerasia)는 북으로 시베리아와 남으로는 인도양을 중핵으로 한 남아시아와 해양
도 포함한다. 그런데 자연환경 종족 언어 역사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크게 분류하면 6개의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1, 극동의 한반도와 일본열도, 만주 및 동시베리아를 포함한 동부 유라시아 공간. 2, 중국의
신장성 지역 및 북쪽의 알타이 일대, 중앙아시아의 5개국과 아프카니스탄의 일부를 포함하는
공간. 3, 극서의 카스피해의 남쪽 연안지역, 고대 페르시아였던 이란 지역 및 터어키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공간. 4, 동남아시아를 가운데 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양 지중해의 일부
까지 이어지는 해양 공간. 5, 초원지대와 타이가 지대가 혼합된 남부 시베리아 공간. 6, 삼림
인 타이가 지대와 북극권과 가까운 툰드라 지대로 구성된 공간이다. 물론 핵심은 중앙아시아
의 오아시스 길, 해양의 길, 그리고 초원의 길과 연관된 주변 지역이었다.
유라시아를 잇는 공간은 대동맥 동맥 정맥 실핏줄처럼 종횡으로 이어지고 연결된 일종의 네
트워크 시스템이다. 중앙아시아와 연결된 길만 해도 동서로 5개 이상이 있었고, 남북으로도
으로 다른 점이 있다. 어렵문화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회유성(回遊性, Migratory)’이다. 이러한 구분
과 문화의 차이는 언급한바 있다. 윤명철, 「역사활동에 나타나는 ‘운동성’ 문제」, 『윤명철 해양논문선
집⑥-역사활동과 사관의 이해』, 학연문화사, 2012년 1월, p.77~94.내용 참조.
11) 필자는 ‘농경민’ ‘해양민’ ‘유목민’ 대신에 ‘농경인’, ‘해양인’, ‘유목인’이라고 사용해오고 있다. ‘민
(民)’이 지닌 신분적이고 계급적인 분류보다는 본질에 의미를 두는 ‘인(人)’이 필자의 역사관을 더 정
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12) 路와 網은 체계와 역할 의미가 다르다. 상세한 내용은 다른 논문에서 언급하였다.

- 31 -

몇 개가 있었다.
동서를 잇는 길은 길고 영향력과 파급력이 강력하며, 실질적으로 문명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기원을 전후한 시대에 ‘초원의 길(steppe-road)’ ‘사막의 길’(oasis-road) ‘바다
의 길(marine-road)’, 숲과 강의 길(taiga-road)등을 통해서 유럽의 서쪽 끝과 아시아의 동
쪽 끝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이 길들은 동일한 위도나 경도 상에서 상호교차되기도 하지
만 핵심은 대륙인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길, 해양의 길, 그리고 초원의 길과 연관된 주 지역
이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몇 개 교통망과 연결되었다.
첫째로,

역사에

가장

막강한

영향을

끼친

길은

말들을

타고

오고간

‘초원의

길

(steppe-road)’이다. 동쪽의 만주일대에서 몽골초원과 알타이 산록, 카스피해를 거쳐 흑해의
동북 연안과 동유럽의 판노니아 평원까지 이어지는 말의 길이다. 말은 15세기까지는 최고의
막강한 군사력이었고, 가장 값비싼 무역품목이었다. 그리고 우수한 청동제품들이 오고 간 청
동의 길이고, 유별나게 투르크인들이 좋아한 황금이 오고간 황금의 길이기도 하였다. 그 한쪽
끝에 우리가 있었다.
둘째로, 흔히 말하는 ‘사막의 길(oasis-road)’이다. 낙타를 모는 대상들이 비단 등의 물건
등을 싣고 이동한 대표적인

실크로드이다. 시안을 동쪽 기점으로 해서 란쪼우, 뚠황, 투르판,

우루무치 신장지역을 거치고, 다시 아라무투, 비스코푸, 지앰불, 타쉬켄트, 사마르칸, 부하라,
멜부르 중앙아시아지역을 거쳐, 이란의 마샤드, 이스파한 테헤란 등을 거쳐 타브리즈, 이즈미
르, 콘야와 이스탄불, 지중해 동쪽 해안까지 도달하는 전장길이 7000km의 고대 교통로로서,
그 가운데 4000km가 중국 경내를 통과한다. 물론 이 주선 외에도 다양한 지선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몇 가지 사실을 오해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실크로드를 중국인들이 개
척하고 중국상인으로 활약한 길이라고 아는 것이다. 하지만 실크로드의 문화와 도시들은 중국
인들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때로는 그들의 문화적인 영향을 받았다.
세 번째가 중국의 광동성부터 동남아시아 인도양을 거쳐 페르시아만으로 이어진 ‘바다의 길
(marine-road)’이다.

그 일부는 고구려 승려와 백제 승려들의 발자취가 남겨졌고, 8세기에

막 들어서면서 20대 중반의 신라 승려인 혜초가 배를 타고 간 항로도 그 일부이다. 그 길은
차(tea-road)의 길, 도자기의 길(ceramic-road) 등이기도 하였다.
그 밖에 동서를 횡단하는 숲의 길(Taiga0road)이 있다. 이 길은 모피의 길,

강의 길과 교

차되었다. 특히 우리와 연관해서는 동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동시베리아의 삼림지대를 통과
한 후 바이칼 일대의 삼림지대를 겉쳐 우랄 산맥을 지나 다시 유럽의 서부지대까지 연결된다.
이 길의 주역들은 동아시아의 고아시아족의 일부와 퉁구스계(에벤키로 알려졌다.)이다.

또 하

는 이끼의 길(Tundra-road)이지만, 이는 북위 50도 이북의 이끼지대를 연결하는 길로서 역
시 스칸디나비아 일대까지 이어진디. 이 길을 강조하는 학자는 주채혁이다.
그리고 극북 지방, 즉 북위 70도 전후의 지역에 개설된 얼음의 길(Ice0road)이 있다. 이 길
은 이끼의 길과 동일하게 전체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구석기 시대 뿐
만 아니라 신석기 시대의 유적들이 스칸디나이아 일대, 캄차카반도 등에서 발견된다. 레나강
유역의 후기 신석기 위미야흐타흐 문화(BC 2000년대)는 동으로 전파되었는데, 베링 해협을 넘
어 알래스카 지역까지 갔다고 한다. 츄코트반도에 우스티벨리스키 문화가 존재했는데, 청동제
품들을 사용한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우스티벨리스키 8호 묘에서 소형 청동제 송곳·조각칼 발
견됐고, 뼈로 만든 어로잡이 도구인 회전식 작살도 출현하였다. 이들은 형질인류학적으로는
원(proto)에스키모로 추정하기도 한다.
한편 남북의 길도 있었다. 유라시아 대륙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교통로도 이미 신석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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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있었다. 우리와 연관된 몇 개의 종단로가 있었다. 즉 바이칼호 유역과 알타이 산록 일대
에서 몽골고원을 경유한 후에 북만주와 서북만주로 내려오는 길이다.
북으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타이가 로드의 일부이다.
안, 연해주,

그리고 북만주 일대와

또한 극동시베리아일대와 오호츠크해 연

동만주, 한반도 동해안을 경유한 후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남북로가 있다. 이렇

게 유라시아는 동서남북으로 촘촘하게 이어진 교통망으로 일찍부터 하나의 세계였으며. 동아
시아의 문명권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었다.

유라시아 교통망

4. 동아시아 문명권의 교통망--동아지중해권을 중심으로
1)

동아지중해 개념

동아시아라는 ‘一地域的인 관점’과 ‘汎아시아’라는 ‘汎공간적인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문화적으로도 고유성을 가진 문화권들의 유기적인 만남으로 다양성을 확보하
면서, 각각 개별문화의 존재도 인정하고 相生하는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의 역사상은 대륙과 반도, 해양이라는 자연을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하나의 단위로 보는 시각,
海陸的인 관점, 즉 해륙사관으로 볼 필요성이 크다. 海陸史觀은 해양과 육지라는 공간의 문제
만은 아니다. 시간의 문제, 주체의 성격문제, 사물과 역사의 체계 및 관계, 그리고 의미와 목
적의 문제까지 수렴한다. 공간적으로는 자연환경을 놓고 볼 때 동아시아의 역사상을 대륙과
반도, 해양이라는 자연을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하나의 단위로 보는 시각이다. 필자는 이를 위
해 ‘東亞地中海(EastAsian-mediterranean-sea) 모델’, ‘터이론’ ‘歷史有機體說’ 등의 이론들
을 설정하였다.
東아시아는 육지로만 구성된 內陸지역이 아니다. 草原 沙漠 大平原처럼 이른바 ‘地中地’의
질서가 아니다. 또한 남태평양의 島嶼들처럼 완벽하게 바다로만 둘러싸인 ‘海中地’의 환경도
아니다. 긴 線과 넓은 面積으로 大陸과 海洋이라는 두 자연환경이 만나면서 동시에 작동되고,
有機的인 관계를 맺고 있는 海陸的 環境을 지닌 세계로서 지중해적인 형태와 성격을 띄고 있
다.
특히 韓半島를 中心軸으로 日本列島 사이에는 東海와 南海가 있고, 중국 사이에는 黃海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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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內海(inland-sea)가 있다. 한반도의 남부와 일본열도의 서부, 그리고 중국의 남부지역(揚子
江 이남을 통상 남부지역으로 한다)은 이른바 동중국해를 매개로 연결된다. 그리고 현재 沿海
洲 및 동부 시베리아, 캄챠카 반도 등도 동해연안을 통해서 우리와 연결되며, 타타르해협
(Tatar-strait)을 통해서 두만강 유역 및 북부지역과 사할린 홋카이도 또한 연결된다. 비록 완
벽하거나 전형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비교적 지중해적 형태를 띠우고 있다. 이른바 多國間 地
中海(multinational-mediterranean-sea)에 해당한다. 필자는 동아시아의 이러한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을

설명할

목적으로

동아시아의

내부

터로서

東亞地中海(EastAsian

-mediterranean-sea)라는 모델을 설정하고 학문적으로 제시하였다.13)
동아지중해는 한반도와 남만주를 지리적인 중핵으로 삼고 한반도의 삼면을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다시 그 바다를 북만주와 중국대륙 사할린 일본열도가 環狀形으로 감싸고 있다. 바다
의 면적이 3,400,000km²이다. 황해는 38만㎢인데 한반도와 요동반도 중국대륙을 연결하고 있
다. 남해는 대마도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있는 협수로이다. 동해는 남북
길이가 1700 km, 동서 최대 너비는 1000여 km, 면적이 107만 km²로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인식이 못 미치는 타타르해협(Tatar-strait)까지 포함한 것이다.14)
2) 동아지중해의 국제항로
동아지중해의 항로들은 해양의 특성상 상호 유기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해역
들은 자기의 고유한 메카니즘과 항로들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해역을

몇 개로 구분하고,

각 해역에서 사용된 교통로를 알아보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1) 황해권
황해는 한민족사는 물론이고 중국역사나 일본열도의 역사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터였
으므로 다양한 항로가 발달하였다.
1, 環黃海 沿近海航路
환황해 연근해항로15)는 황해의 서쪽인 중국의 남쪽 절강성의 해안에서부터 산동반도를 거
쳐 요동반도로 북상한 다음에 압록강 유역인 서한만에 진입한 후 대동강 하구, 경기만을 지나
계속 남하하여 서남해안, 남해안의 일부, 대마도, 큐슈북부로 이어진 긴 항로이다. 크게 보면
4개 구역으로 이루어졌으나 기본적으로는 環狀形의 항로이므로 특정한 출발지와 도착지가 없
고, 다만 경유지가 있다. 이 항로는 거리가 멀고, 중간에 적대집단의 방해와 약탈 등이 있는
등 위험부담이 다소 있으나 항해자체로서는 가장 안전한 항로이다. 비록 처음과 끝이 일률적
으로 연결되지 않고, 중간 중간의 거점을 연결하는 불연속적인 항로이지만 역사의 초창기부터
이용됬다. 新唐書 권 43 地理志에 인용된 賈耽의 道理記에는 이 항로에 대한 상세한 묘사
, 동아지중해와 고대일본, 청노루, 1996 ; 장보고 시대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학연문화사, 2002
;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학연문화사, 2002 ; 고구려 해양사 연구, 사계절, 2003 ; 바닷길은 문
화의 고속도로였다, 사계절, 2003 ; 한국 해양사, 학연문화사, 2003 ; 장보고를 통해서 본
의 역사
적 교훈과 가능성 , 경제특구, 삼성경제연구소, 2003 ; 동아시아의
과 동아지중해모델 , 21세기 문명
의 전환과 생명문화, 세계생명문화포럼, 2003.12. 북경대회
14) 타타르 해협을 중국 일본 러시아 학자 및 일부 한국학자들은 역사 및 고고학 논문 등에서 ‘
’로 표기한다.
15) 이 용어에 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항로나 항해범위 등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
다. 동일한 지역 내에서의 이동이나, 짧은 거리에서는 연안항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먼거리이면서, 선
박이 크고, 또 우호적이지 못한 집단이 영향혁을 행사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는 근해항로를 택해야 한
다. 따라서 엄격하게 말하면 연안항로가 아니라 연근해항로라고 해야한다. 극제항로로서 많이 사용
되었다.
13)

相生

經濟特區

日本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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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즉 ‘登州東北海行, 過大謝島, 龜歆島, 末島, 烏湖島 三百里------浿江口 椒島 得新
羅西北之長口鎭, 又過 秦王石橋, 麻田島, 古寺島, 得物島, 千里之鴨綠江 唐恩浦口, 東南陸行,
七百里至新羅王城.’ 그런데 이 기사 때문에 마치 신라인들이 사용한 중요한 항로처럼 인식하
고 있다.

그림 3 환황해 연근해항로

2, 황해북부 연안항로
鴨綠江 河口인 西安平, 大同江 河口인 南浦를 비롯하여 강령만, 해주만 등이 있다. 특히 大
同江口는 政治‧外交‧文化의 중심지였고 오래전부터 對中國交通路의 출발점이었다는 장점이 있
다. 황해 북부 연근해를 이용하는 항로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a항로 ; 大同江을 출발한 후에 서해북부 근해안을 타고 북상하여 요동반도 남쪽해역을 항해
한다. 그리고 다시 남단을 돌아 渤海灣으로 깊숙히 들어가서 沿岸을 타고 내려가다가 山東半
島의 북부해안, 아니면 막바로 天津이나 黃河입구 등의 港口로 接岸하는 항로이다.
b항로 ; 大同江에서 출발하여 압록강 하구유역을 거쳐 遼東半島의 끝까지는 點으로 연결된
廟島群島를 따라 산동반도의 북부인 봉래, 혹은 끝으로 接岸하는 항로로서 이른바 老鐵山航
路이다.16)
3, 황해북부 사단항로
북부해역에서 출발하여 요동반도의 남쪽 해역과 묘도군도의 근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면서
산동반도의 해역권에 들어온 다음에 근해권을 이용하여 양자강 하구유역까지 남진해 가는 항
로이다.

16) 老鐵山 航路에 대해서는 唐書 卷43 下 地理志의 賈眈이 쓴 道里記 ‘登州海行入 高麗渤海道’에
露呈과 地名, 距離數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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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북부 사단항로
그림 4 5~6세기 백제의 항로도
4, 황해중부 횡단항로
황해중부에 해당하는 한반도의 중부지방, 즉 경기만 일대의 여러 항구에서 횡단성 항해를
하여 산동반도의 여러 지역에 도착하는 항로이다. 그런데 황해중부 횡단항로는 1개가 아니라
2개로 분류된다. 첫째는 황해도를 출발하여 산동반도의 동단 혹은 북단에 도착하는 항로이다.
황해도의 육지에서 산동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250km이다. 고구려 전성기, 백제 전기, 그리고
고려 전기에 활용한 항로이다. 또 하나는 남양만이나 그 이하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횡단하여
등주 지역이나 그 아래인 청도만의 여러 항구로 도착하는 항로이다. 늦봄에 부는 남풍계열의
계절풍을 이용하면 甕津半島 끝에서 직횡단 하는 것보다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는 반면에 효
율적이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 또한 직횡단하면 역시 남풍계열 혹은 동풍계열의 바람을
이용하여 산동반도 남단 안쪽의 청도만으로 진입할 수 있다. 고려시대 때 도착한 밀주의 판교
진(당시에는 膠西)이 있다. 고구려 전성기, 백제의 웅진시대,
골고루 사용한 항로이다.

황해중부 횡단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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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통일신라, 고려 중기 등에

5, 황해남부 사단항로
황해남부 사단항로는 충청남도 하단과 전라도 등의 해안에서 출발하여 사단으로 항해하여
강소성 및 절강성 등의 해안으로 도착하는 항로이다. 중국지역의 남부로 가는데 주로 사용이
되었다. 한반도에서 중국 지역으로 항해하는 것은 왕복항로가 다르다. 이는 해류와 계절풍의
메카니즘 때문이다. 백제가 사용하였고, 후에는 신라, 통일신라 고려 등이 활발하게 사용하였
다.

황해남부 사단항로

6, 동중국해 사단항로
절강성 이남 해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의 북부해역과 황해남부 제주도 해역을 거쳐 한반도
로 들어오는 항로이다. 이 항로의 일부는 남중국과 일본열도가 교섭하는 데에도 사용됬다. 중
국 측의 주요한 출발항구는 항주(鹽館),明州港(寧波)이다. 경유지는 주산군도, 흑산도 등이며,
주요한 도착지점은 전라남도 해안의 항구들이다. 동중국해 사단항로는 항해거리가 멀고 중간
에 지형지물이 없어 고난도의 천문항법을 해야 하는 해역이 넓다. 통일신라와 고려 중기 이후
에 주로 사용하였다. 이 항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제주도의 존재와 제주도를 중간거점으
로 하는 또 하나의 항로 가능성이다.17) 일본의 견당사선들이 사용한 소위 남로가 그것이다.

17)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명철｢제주도를 거점으로 한 고대 동아지중해의 해양교섭에 관한 연구｣제 2회
법화사지 학술대회 제주불교사회문화원,2000.에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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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사단항로

(2)남해권
남해를 활용한 항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남해동부-대마도 경유- 큐슈북부 항로
남해의 특정해역을 출항하여 쓰시마를 경유하거나, 또는 통과물표로 삼으면서 큐슈북부 해
안에 도착하는 항로이다. 대마도까지는 거리가 55km로서 가장 가깝고, 시인거리 안에 있으므
로 항해 도중에도 물표의 확인이 가능하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크다. 그러나 물길을 이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해·조류 및 바람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
려하면 남해 동부해안에서 고대항로의 기점으로서 바람직한 조건을 갖춘 곳은 거제도이다. 기
본적으로 북동진하면서 북동향하는 해류와 落潮時에 북동진하는 조류의 흐름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거제도나 그 서쪽에서 출발한다면 정상적인 항해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1 차적으
로 대마도의 북단에 걸릴 확률이 많으며, 2차적으로는 표류 일망정 일본열도에는 도착할 수
있다.18)고대국가의 초기에는 가야인들이 사용했고, 후에 신라인들이 사용했다.

2, 남해서부- 큐슈 서북부 항로.
해남 강진을 포함한 남해서부, 또는 영산강 하구와 서해남부를 최종적으로 출항하여 동남으
로 항해한 후에 큐슈 서북부의 해안에 도착하는 항로이다. 특히 서해남부와 남해서부를 출항
하여 제주도를 우측으로 바라보면서 동진을 하다가 해류와 바람 등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큐
슈의 서북부 해역에 진입할 수 있다. 한편 고또열도의 남쪽으로 동진하면 아리아께해(有明海)
라는 넓은 만과 만나 그 곳으로 이어진 나가사키(長崎)나 구마모토(熊本) 해안에 상륙한다. 이

18) 尹明喆 ｢앞 논문｣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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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는 백제인들이 주로 사용했다.
남해항로
3, 제주도~일본열도항로
제주도 동남쪽을 출항하여 쓰시마 혹은 고또(五島)열도를 경유지로 삼아 큐슈까지 가는 직
접 항로이다. 日本書紀에서 보이듯 탐라국은 때때로 일본열도의 국가와 독자적으로 교섭을
하였다. 또 隋書에는 일본을 오고가는 사신들은 남으로 제주도를 보면서 항해하였다고 하였
다. 그것은 일본과 당나라를 오고가는 사신들도 마찬가지였다. 항법상 북동진 하는 해류와 바
람 거리 등의 해양조건을 분석해보면 양 지역 간에는 역사시대의 이전부터도 항로가 있었을
것이다. 탐라는 일본열도와 일찍부터 교섭이 있었다.
4, 제주도- 오끼나와(琉球)항로.
제주도와 현재 오끼나와 제도 사이를 오고가는 항로이다. 갈 때와 올 때가 항로에 차이가
있다. 항상 동북상하는 쿠로시오와 봄철에 북쪽으로 부는 남서계절풍을 활용하면 오끼나와에
서 제주도로 오는 것은 어려운 편이 아니다. 반면에 해류를 역행하는 관계인 북풍계열의 바람
을 잘 활용하면 가능하였다.

고려사 조선실록 및 각종 표류기에는 오끼나와 지역과 교섭

한 사실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해양환경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며, 항로가 개설되
었음을 반증한다.

그림 9 제주항로

- 39 -

(3)동해권
그렇다면 동해를 무대로 활동한 항해인들이 사용한 항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동해남북 연근해항로
연안 항해 혹은 근해 항해를 통해서 동해의 연안과 근해를 남북으로 오고가는 항로이다.
항구거점지역은 북으로 흑룡강 하구가 만나는 연해주의 북부 해안 일대에서 남부 해안, 두만
강 하구, 동해의 북부와 중부 해역을 거쳐 동해남부의 포항 울산 등의 여러 지역과 이어지는
항로이다.19) 이 항로는 선사시대부터 토기문화를 비롯해서 고래잡이 집단 및 암각화 제작 집
단 등의 이동에 사용됐다. 역사시대에 들어오면 옥저 읍루를 비롯하여 고구려 발해 및 말갈인
등이 사용했으며, 고려시대에는 여진 해적(刀伊賊)들이 남하한 길이고 고려 해군이 북상한 길
이기도 하다.
2, 동해북부 횡단항로.
나진 청진 등 두만강 하구와 그 위인 연해주 남부의 포시에트만 사이의 항구에서 출발하여
동해북부를 횡단한 다음에 일본의 동북지방인 越後 이북의 出羽國인 아끼다(秋田), 能代 등의
항구에 도착하는 항로이다. 돛을 활용하여 바람을 사선으로 받고 동으로 항진한다면 出羽지역
에 자연스럽게 도착할 수 있다. 고구려인들이 이 지역에 도착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
는다. 발해인들은 727년에 첫 사신이 도착한 이후, 13차 항해까지 도합 6회 이상에 걸쳐 出
羽 지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쉬운 항해는 아니어서 많은 사신선들이 침몰하고 있다.20)

동해북부 횡단항로

19) 연해주 일대에서 선사시대부터 역사활동이 있었으며, 해양과 직접 간접으로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역사와 문화유적들이 우리 문화와 해양을 매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
직 살펴볼 수가 없다.
20) 연해주 일대(두만강 하구 포함)와 홋카이도 및 동북지역과 맺은 문화교섭의 증거들은 아래 논문에서
해당 연구자들의 글을 이용해서 다루고 있다. 윤명철 (2005) ｢동해문화권의 설정 검토｣동아시아 역
사상과 우리문화의 형성,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고대사연구소. 및 2010, 2 ｢연해주 및 동해북부
항로에 대한 연구｣이사부와 동해, 창간호, 한국 이사부학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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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해북부 사단항로.
원산 이북인 발해의 南海府 지역에서 북으로 두만강 하구를 지나 포시에트만 지역까지의
여러 항구를 출발하여 동해북부를 사단하여 열도의 후꾸이(福井)현의 쓰루가(敦賀), 호류쿠(北
陸)인 이시가와(石川)현의 加賀, 노도(能登)반도, 니이가타(新潟)현 사도섬 등에 도착하는 항구
이다.북풍 내지 북서풍을 이용할 경우에는 함경남도의 북청 이북선이 최종라인이다. 그 이하
에서 출항하면서 노토반도에는 도착하기가 힘들다. 항해 도중에는 지형지물이 없으므로 유일
한 섬인 울릉도와 독도를 左右로 보면서 방향을 측정해야 한다.21) 그 다음에 다시 일본 쪽으
로 붙어 강한 북서풍을 이용하여 직항하거나 아니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북상하는 흐름을 택해

혼슈우 중부의 여러지역에 도착했다.
동해북부 사단항로
동해중부 이북의 해상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노토반도를 가운데 둔 北陸지방에 도착할 확률
이 제일 많다. 고구려인, 발해인들이 주로 사용하였다. 발해사신선들은 34회 가운데에서 12번
이 이 지역에 도착하였다. 일본서기의 기록을 근거로 삼는다면 숙신인들도 사용했다.
4, 동해 종단항로
이 항로는 동해에 면한 여러 항구를 출발해서 사선으로 종단해서 내려오다가 山陰지방인
돗도리(鳥取)현의 但馬, 伯耆, 시마네(島根)현의 出雲와 隱岐, 그리고 그 남쪽인 야마구치(山
口)현의 長門 등 여러 지역에 도착하는 항로이다. 포시에트만이나 두만강하구에서 직항하여
남쪽으로 산인의 남부지방에 도착하는 항로도 동해종단항로이다. 포시에트와 山陰은 경도상으
로 거의 직선에 가깝다. 해류의 영향을 감안하지 않고 강한 북풍을 활용한 항해이다. 발해인
들이 후기에 주로 사용한 항로이다.

21) 필자의 계산에 의하면 측정하는 눈높이를 10m로 했을 때 울릉도의 시인거리는 133km이고, 독도는
63k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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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종단항로
5, 동해중부 사단항로
이 항로는 원산 등 동해안 북부 항구에서 출발했을 경우에는 일단 연안 근해항해를 해서
남쪽 해역까지 내려온 다음에, 그림처럼 三陟 혹은 그 이하의 해역에서 먼 바다로 나가 사단
으로 일본열도 혼슈우 중부이북지방으로 항진했을 것이다. 중간에는 망망대해이므로 지형지물
이 없기 때문에 鬱凌島와 獨島를 좌우로 보면서 위치와 방향을 측정했을 것이다. 고구려는 장
수왕 시대에 흥해 지역까지 남진하였으므로 신라의 접경해역에서 출발하는 동해남부항로를 사
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발해는 중부까지 남진할 수 없었으므로 이 항로를 이용할 수는 없었
다.
6, 동해남부 횡단항로
경상북도의 浦港, 甘浦, 경상남도의 蔚山 등 동해남부의 해안을 출항하여 횡단한 다음에
일본열도의 혼슈 남부지역인 돗도리(鳥取)현의 但馬, 伯耆, 시마네(島根)현의 出雲, 隱岐, 야마
구치(山口)縣의 長門 등에 도착하는 항로이다. 동해를 사이에 두고 경상남도 울산이나 포항지
방과 위도상(북위 35,5도)으로 보아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도착한 다음에, 목적에
따라 연안 또는 근해항해를 이용하여 북으로는 후꾸이(福井)현의 敦賀(쓰루가)지역으로, 남으
로는 큐슈지역으로 다시 들어가기도 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한반도 동해남부와 이즈모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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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는 항로가 2개 있었다고 한다.22)
동해남부 횡단항로
7, 沿海洲 航路(남부항로, 북부항로)이다.
북부항로와 남부항로로 구분한다. 출항지역은 북으로는 아무르강(黑龍江)의 하구인 니콜라예
프부터 중간의 하바로브스크와 비교적 가까운 항구인 그로세비치, 사마르가(강과 만나는 지
역), 그리고 남으로는 나홋카 불라디보스토크 등에 이르는 沿海洲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출
항하여 타타르 해협을 도항한 다음에 사할린(高項島)의 최북단인 오카, 사카린, 오를보, 코름
스크, 그리고 남으로는 홋카이도(北海道)의 와카나이(海內) 오타루(小樽) 등 남단에 이르는 장
소로 도착하는 항로이다. 그런데 이 항로는 북서풍이 불어오는 겨울이 아니라 남서풍이 불어
오는 봄 여름을 사용하는 항로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사시대 이래 고아시아 계통의 주
민들이 사용하였으며, 후에는 주로 읍루 말갈 여진 등 주로 퉁구스 계통이 사용하였다.

연해주 항로
8, 울릉도 거점 항로
동해는 남북 길이가 1700 km, 동서 최대 너비는 1000여 km, 면적이 107만 km²로서 동아

22)中田 勳, 古代韓日航路考, 1956년, 倉文社.PP. 123~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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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 총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중간에는 항법상으로 도움을 받을 만한 섬들이 거의 없
다. 앞에서 언급한 동해의 해양환경을 고려한다면 고구려와 발해가 일본열도와 교류할 때 울
릉도와 독도는 항로상에서 중간 정거장 구실을 할 수 있다. 원양항해를 할 때에 自己位置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항로를 설정하는 유일한 지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물론 일본측 해
안에도 오끼제도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섬들이 있지만 그것은 일본 연근해에서 유용한 것이지
실제 천문합벙이 이루어지는 대양에선 의미가 없다. 아래 그림은 해양환경을 고려하여 울릉도
를 활용한 항로를 추정한 것이다.

울릉도 거점항로

3) 내륙수로(水路) 교통로
동아지중해처럼 해륙적인 환경 속에서, 또한 국가가 해양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
에는 陸路交通도 중요하지만 內陸水路交通, 그리고 해양교통에도 적합해야 한다. 특히 동아시
아에서 강은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통로이면서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제 3의 존재이다.23)
江의 중요성을 언급한 사람들은 많다. 申景濬이 제작한 『山經表經24)나 다산 정약용이 집
필한 『大東水經은 조선조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이 산과 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25) 金正浩가 지은 『大東輿地全圖26)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접하는 등고선지도가
23) 필자는 강이 역사에서 가진 의미와 우리 역사상에서 행한 역할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아래
논문을 참고.
윤명철, ｢백제 수도 한성의 해양적 연관성 검토1｣위례문화 11･12합본호, 하남문화원, 2009.
윤명철, ｢한민족 歷史空間의 이해와 江海都市論 모델｣ 동아시아 고대학 23, 2012.
윤명철, ｢서울지역의 강해도시적 성격검토｣2010, 동아시아 고대학회 학술발표대회, 동아시아 고대
학회, 2010.06.05.
윤명철, ｢동아시아 문명의 생성과 강의 연관성｣강과 동아시아, 동아시아 고대학회 42회 발표회,
2010.12.04.
24) 신경준(1712～1781) 제작. ‘여지편람’은 2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乾책이 바로 ‘山經表’이며 坤
책은 ‘거경정리표(서울과 각지역 간 거리 표기)이다.
25) 이존희, 『서울의 자연과 입지조건, 『서울역사강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4. p2.
26) 이존희, 위 논문, p28. ; ‘16세기부터는 백두산을 중시하여 국토의 ‘조종·뿌리’로 생각하기 시작하였
고, 한양을 우리 민족의 ‘수도’로 보는 이원적(二元的)사고체계가 형성되어 갔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편찬되는 모든 지도에 백두산을 크게 그려 강조하였고, 한양으로 뻗은 산줄기를 뚜렷하게 표시하여
백두산과 한양이 조선 산천체계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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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山系水系圖’인 것이다.27)필자가 제기하는 ‘터이론’과 만주와 한반도와 바다를 유기적
으로 작동하는 통일된 역사터로 보는 ‘해륙사관’은 이러한 인식과 맥락이 닿고 있다.28)
2) 우리 역사터의 강과 수로망
만주지역에는 60개의 크고 작은 강들이 흐르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역사와 연관 깊

은 몇 개의 강이 있다.
그림 16 만주 지역을 흐르는 강
(이형석 자료 재인용)
1, 松花江 수로.
송화강은 전체 길이가 1900km이다. 유역면적이 52만 평방 km로서 만주 일대의 8분의 5를
차지하고 있다.29) 2개의 강으로 구분한다. 즉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북류하다 눈강과 합수할
때까지는 제 2송화강이라고 부르고, 그 후 동류하다가 동강과 만날 때 까지는 동류송화강 즉
제 1송화강이라고 부른다.
제 2 송화강은 백두산 달문(天池)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다가 남만주 일대의 산간계곡
에서 발원한 柳河 輝發河 등과 만나면서 흘러 하항도시인 현재의 吉林市에 오면 큰 물줄기를
형성한다.30) 계속해서 서북으로 흘러들다가 大安에 이르러 남으로 흘러온 嫩江과 만난다.

이

곳에서 방향을 틀어서 동류(東流 松花江, 제 1 송화강)하다가 (통항거리가 1890km 물론 겨울
27) 이형석 위의 책, p4. 이존희도 위의 글에서 조선 후기, 자연에 대한 인식체계는 ‘산’과 ‘강’을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28) 윤명철, ｢고구려 문화형성에 작용한 자연환경의 검토-‘터와 多核(field & multi-core)이론’을 통해서
｣, 한민족, 4호, 2008. ; ｢渤海 유역의 역사문화와 동아시아 세계의 이해-‘터(場, field) 이론’의 적
용을 통해서｣, 동아시아 고대학 17집, 2008. ; ｢한민족 형성의 질적 비약단계로서의 고구려 역사｣,
한민족 연구 제5호, 2008.
29) 명칭은 만주어로 松戛烏拉에서 나온 것인데 뜻은 天河이다. 북위 때는 速末水 당시대에는 粟末, 요
나라때에는 押子河, 금나라 원나라 명 나라 초기에는 宋瓦라고 불리웠으며 그 후에 송화강이 되었다.
30) 여진어로 ‘河岸’ 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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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운항할 수 없다.) 중간에서 하얼빈 시내를 통과한다.31)이어 길림성 동쪽 일대와 흑룡강성
남부지역을 거치면서 동북상하다가 목단강을 만나고 이어 同江시에서 동강에서 흑룡강과 만난
다.
2, 嫩江 수로
嫩江은 송화강 최대의 지류이다, 伊勒呼里山에서 발원하는데 전장 1170km이다. 흥안령
지구는 江, 河,호수, 늪지가 발달하여 대흥안령 임구에만 7146개의 천이 있다.

대안지구는

수량이 풍부하며 해발 120m~250m 로서 지세가 낮다.32) 이른바 松嫩평원의 일부이다.33)눈강
의 可航거리는 매우 크다. 이 곳은 세석기문화와 청동기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했다. 앙앙계는
치치하얼에서 서남쪽으로 2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3, 牧丹江 수로
牧丹江은 길림성 돈화현 목단령 동북쪽에서 발원하여 전장 666km에 달하는 강이다. 張廣
才嶺과 老爺嶺 사이를 뚫고 지난다. 鏡泊湖를 忽汗河라고 하는데, 신당서에는 奧婁河라고 하
였다.34) 남에서 목단강은 흑룡강성의 동남부 구릉 지대와 크고 작은 분지들을 경유하다가 依
蘭市 부근에서 송화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목단강은 물의 유속이 급하고 강 바닥에는 암초가
많아서 항해하는데 위험하다. 확장된 송화강은 길림성 동쪽 일대와 흑룡강성 남부지역을 거치
면서 동북상하다가 同江시에서 흑룡강과 합수한다. 이때까지 길이가 1927km이다. 綏芬河는
길림성의 汪淸縣境에서 발원하여 東寧縣 경유 러시아 경내를 통과한 후 블라디보스토크 부근
에서 동해로 들어간다.35) 신석기시대 유적은 주로 湖泊부근 및 강 양쪽 언덕의 대지상에 분포
하였고, 어업이 활발하였으며, 평원은 농사에 적합하다.
4, 黑龍江(아무르)36)수로
黑龍江은 은 퉁구스어로 ‘검은 강’이라는 의미를 지닌 ‘아무르강’으로 불리운다.37) 지류가
무려 200여개이다. 시베리아 남동쪽과 중국 동북쪽의 국경 부근을 흘러 오호츠크해로 빠져나
가는 강으로 전체 길이가 4,730km이다.38) 발원지는 크게 두 지역으로 본다. 흑룡강은 黑河市
주변을 지나 동남으로 흐르다가 남만주에서 북상한 송화강과 합류한다. 이어 동북쪽으로 흐르
다가 러시아의 연해주에 있는 興凱湖에서 발원하여 연해주 남부를 훑으며 북상한 우수리강과
하바로프스크에서 합류한다. 여기까지가 중류에 해당한다. 무르강(흑룡강)은 계속해서 동북상
31) 6세기 무렵 북부여의 후예인 豆莫婁가 있었던 지역이다.
32) 王承禮 저, 송기호 역, 발해의 역사, 한림대학 아시아문화연구소, 1988, 106쪽.
33) 두막루는 송화강의 북쪽, 눈강 중·하류 동쪽의 송눈평원에 있었다. 지두우는 대체로 유목하기 적합한
쿨룬호 남부 일대의 초원에 있었다. 수나라 때 실위 부락은 동쪽으로는 눈강 유역에 이르고, 동남쪽
으로는 말갈과 이웃하며, 서쪽으로는 에르구네하와 흑룡강 상류지역에 이르러 투르크와 인접했다.
34) 忽汗河라고 하는데, 신당서에는 奧婁河라고 하였다.
王承禮 저, 송기호 역, 발해의 역사, 한림대학 아시아문화연구소, 1988,p. 105.
35) 이 지역의 고고학적인 발굴성과는 潭英杰 孫秀仁 趙虹光 干志耿 黑龍江區域 考古學 中國社會科
學出版社, 1991.p21~22참고.
36) 吳文衡 明代黑龍江民族分布及其社會經濟狀況, 黑龍江民族叢刊, 1989年 第 1期 總十六期.p 69
37) 航運史話, 編寫組織 編 航運史話中國科學技術出版社,1978,12 p.70. 黑龍江古名黑水，因黑綠色
的江水在彎曲如龍的河床中奔流，故又名黑龍江.
38) 김추윤 장산환 공저 中國의 國土環境 , 대륙연구소, 1995. 하지만 흑룡강의 길이는 약간씩의 차이
가 있다.
航運史話 p70. ‘它在漠河以西的洛古河附近匯合爾古納河, 東流坌同江附近, 會合松花江, 然後在伯力
（哈巴羅夫斯克）城下匯合烏亦裏江, 從廟街（尼古拉邡夫斯克)附近入海, 全長4350公裏. 它的流貴十
分豐富, 具備著冇利的航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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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타타르해와 오호츠크해가 만나는 해역에서 바다와 만난다. 총 4730km에 달한다. 전체
를 고려하면 6400km에 달한다.
5, 우수리강(烏蘇里江) 수로
우수리강 유역에는 산간곡지가 조금 있으며, 綏芬河도 농경지가 발달하였다. 또한 목축업도
발달하여, 발해시대에는 이곳 솔빈부에서 말을 키웠다. 전체적으로는 산지가 발달하여 소나무
자작나무 백양나무 등 각종 침엽수들이 삼림을 이루고 있었다.
6, 遼河 수로
요동반도는 遼河를 사이에 두고 요동, 요서라고 나누고 있다. 水系가 발달하였고, 대부분의
수계는 遼河로 연결된다. 내몽골지역에서 발원한 시라무렌하(西拉木倫河)와 老哈河가 합수한
강이 西遼河이다.39) 그 외에도 대릉하 난하 등 크고 작은 강이 錦州灣 連山灣 등의 작은 만
을 거쳐 발해로 흘러 들어간다.40)소위 ‘遼河文明’의 발상지(발해문명) 역할을 하였다. 동요하
는 太子河가 本溪에서 백암성을 거쳐 요양 앞을 통과한 다음에 해성을 거쳐 온 물길과 만나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다 막바로 혼하를 거쳐 내려온 대요하와 만나 최종적으로 營口에 모인
다음에 발해의 요동만으로 들어간다. 전 장이 325km인데 瀋陽 遼陽(요동성) 海城(안시성) 盖
州(건안성) 등은 내륙항구도시이다. 요하는 강상수운에도 활용되었다. 후대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지만 거란은 이 강에서 일찍부터 독특한 배를 사용하여 운송에 활용하였고,41)심지어는 군
사작전에도 활용하였다.42) 한편 요동반도의 동쪽에는 大洋河, 碧流河 贊子河, 沙河 등이 황해
북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7, 鴨綠江

수로

압록강43)은 백두산에 출발하여 내려오면서 크고 작은 강들과 만나 황해로 접어든다. 중류
에서는 북쪽의 渾江이 남쪽으로 흘러오면서 합류하고, 이어 하구인 단동시 외곽에서 靉河 등
과 만난다. 한편 남쪽에서는 禿魯江과 만난다.44)이렇게 해서 수심이 깊어지고 배들이 다닐 수
있는 水路인 通航거리가 750km이다. 강 하류에는 河上島嶼가 많이 있고45) 끝나는 곳에는 灣
이 발달되어 황해로 접어든다.46)압록강과 두만강 두 강의 연안은 총 3,673리인데, 鴨綠江의
상류인 惠山江에서 동쪽으로 豆滿江 상류까지의 거리는 120리이다. 渾江은 龍南山에서 발원
39) 「魏志」 「선비전」에서는 “그 땅의 동쪽은 요수에 접하고 서쪽은 서역(西域)에 이른다. 매년 봄철이
되면 작낙수[作樂水 : 후한서에는 饒樂水라고 기록]에서 크게 모인다”
40) 남북이 550km이고, 동서는 330km로서 면적은 7.7만 평방km에 달한다.
41) 馮繼欽 孟古托力 黃風岐 著 契丹族文化史, 黑龍江人民出版社, 1994.p125 참조.
《契丹国志》 卷 25 《張舜民使北記》.)
42) 위의 책, p127
43) ‘대동수경’은 압록강을 大總江으로 부른다. 綠水, 靉河, 古津江이 총합하여 흐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44) 고려사 지리지 참고.
신증동국여지승람 義州牧
압록강은 “馬訾 또는 靑河 또는 龍灣이라고도 한다. 서쪽으로 遼東都司와 거리가 5백 60리며, 그
근원은 滿洲 땅의 백두산에서 나오고, 수백 리를 남으로 흘러서 江界와 渭源의 지경에 이르러 禿魯
江과 합치고,-- ” 라고 되어 있다.
45) 신증동국여지승람, 義州牧 에 따르면 於赤島 蘭子島 黔同島 威化島 蘭子島 등이 있다.

大總江, 菉水, 靉河, 古津江 등으로 불리워진다.
46) 漢書地理志 卷 28, 地理志 第8下 1에는 황해북부로 흘러들어가는 강들에 대해서 본문과 주를 통
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玄兎郡 西盖馬縣 註에 “馬訾水 西北入監難水 西南至西安平 入
海 過郡二 行二千一白里” 라 하여 압록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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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압록강으로 유입된다.
8, 豆滿江 수로
두만강은 길이 610,75km의 강이다. 명칭은 고려강을 비롯해서 圖門江, 徒們江, 土們江, 統
們江등으로 다양하다. 백두산 산록인 함경북도 에서 발원하였는데 수량이 부족하여 얕을 뿐
아니라 수심이 불규칙한데다가 수로가 험악하여 해양과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 하구에는 琿春
防川( 지금은 준설하여 항구도시가 되었다.)

핫산(下山)등이 있다. 훈춘은 해양으로 진출하는

전진기지로서 발해의 동경성이었으며, 일종의 강해도시였다.
강은 한반도 내부로 들어오면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한반도는 육지의 70%가 노년기의
산악지형이다. 백두대간47)에서 비롯한 산맥들은 동쪽에 치우치면서 바다와 붙어있어 동해가에
는 사람들이 모여 살만한 터가 부족했다. 반면에 서쪽은 지형이 낮기 때문에 멸악산맥, 마식
령산맥, 차령산맥, 노령산맥 등이 뻗어 내리면서48)

자락이 넓고 물길 또한 서해안으로 흘러

들어가며 河系網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살펴본 대로 만주와 한반도는 내륙의 곳곳을 수 없이 많은 대소 강과 천들이 흘러가
면서 산악과 초원 숲과 평원 등을 연결 시켜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강들은 어김없이 서해 남
해 동해 타타르해까지 흘러 들어가 모든 육지 지역들을 직접 간접으로 연결 시켰으며, 바다
건너 일본열도와 중국지역과 교류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였다. 동아지중해 역사공간은 육지
영역과 삼면의 해양영역, 그리고 실핏줄처럼 이어진 강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져 하나의 역사권
을 운영해왔다. 그리고 그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중심핵인 수도와 대도시들은 강 및 바다와 밀
접하게 연관성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4) 만주 지역의 육상 교통로
1. 선사시대 ~ 서기 전 6세기 육로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이 구석기 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했음을 열거하였다. 제 4기 猛瑪
象·披毛犀·河套大角鹿等 동물의 해골들이 출토되어 요동과 산동이 한때는 연결된 육지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석기 시대에 이르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든 지역 간에 교류가 있었음도
확인하였다.
은나라와 周나라 시대(서기 전 16세기~서기 전 841년)에 중국의 산동 화북지역과 발해안가
에는 사료 상에 나타나는 국명 족명들을 가진 정치 집단들이 있었다. 이들을 ‘方國’이라고 표
현한다. 이 시대에 ‘五服之國’ 간에는 상호교류가 활발하였으며 교통수단과 교통로도 큰 발전
이 있었다. 서기 전 11세기 즉 商末~周初부터 요서 및 그 이동지역은 중원과 교류를 시작하
였다. 그 시대에는 『說苑』 修文에 따르면 9도를 이용하여 북으로는 山戎 肅愼, 동으로는 島夷
47) 1769년에 편찬된 輿地便覽의 山經表에 따르면 대간 정간 정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산과
물을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이다.
48) 이형석 저, 『한국의 강』, 홍익재, 1997.p.18에서.
동경제국대학의 이학박사 고토 분지로가 1900년부터 1902년 사이에 2회에 걸쳐 우리나라를 방문, 14개
월간 전국을 답사·연구한 이론(산맥의 명칭과 개요)을 아무런 검토없이 그대로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산맥은 1900년대 초, 일본의 지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 주로 밑의 지질구조에 따라 산맥
을 분류하여 실제로 지표면의 산세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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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닿았다고 기록되었다.49) 이때 북쪽은 산융의 위치문제를 놓고 다소 간에 의견 차이가 있
지만, 기본적으로 만주 일대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즉 화북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어지
는 교통로가 있었다. 『左傳』 襄公 4年조에도 “芒芒禹跡 畫爲九州 徑啟九道”이라고 하였다.
이 때 ‘九道’는 당시 方國 小國들이 왕래를 했을 때 자주 사용한 9개의 큰 길을 말한다. 소위
中原에서 북쪽, 즉 만주 일대로 가는 길은 ‘幽州之道’라고 하였으며, 그 시대의 사료에는 肅
慎·島夷의 조공길로 기록되었다.
『太康地記』에는 “樂浪遂城縣有碣石山”라고 하였으며, 杜佑의 『通典』에는 “秦築長城所起在
今高麗界，非此(右)碣石也”라고 기록하였다. 이는 島夷가 중원과 교류하는 중간에 있는 碣石
의 구체적인 위치를 설명해주었다. 서쪽에 치우쳐있지만 만주 지방에서 사용된 가장 이른 시
기의 육로간선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左傳』이나 『國語』에도 은나라 시대에 肅慎은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楛矢石砮’를
교역하였다고 기록하였다.50) 또한 『尚書』에 “武王既伐東夷，肅慎來賀”51)라는 기록이 있으며,
그 외에도 자료들이 있다. 최소한 주나라의 초기에는 숙신과 교류가 있었음 알 수 있다. 이
때 숙신의 성격과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산동성의 연해 일대라는 주장이 있
으나,52) 이미 은나라 말부터 주나라 초기 사이에 만주의 동북쪽으로 이주하였다는 주장도 있
다.
『산해경』 大荒北經에는 “東北海之外…大荒之中有山, 名曰不咸, 有肅慎之國”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 불함산의 위치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백두산인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를 수 있
다. 郭璞은 “肅慎國去遼東三千餘里”라고 하였다. 정확하게 표현한 듯한 숫치이지만 꽤 먼거리
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송화강의 중류·하류 유역 또, 목단강 일대에서는 肅慎의 石砮 같은
유물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증거들을 고려하여 숙신은 송화강 중류일대에 있었고, 서기 전 11
세기부터는 숙신과 중원을 이어주는 교통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만주의 특산인 ‘天
蠶’ 즉 비단을 수입하기 위해 무역로가 개설되었다고 본다.
商,周 시대 제후의 國(方國)인 屠何 孤竹 令支 등은 현재 河北省 灤河 하류의 遷安·盧龍·昌
黎 일대에 위치하였다.53)특히 令支와 孤竹은 모두 濡水(난하) 하류이며, 발해의 근해 지역에
있었다. 『水經注』 濡水 조에는 “東南流經令支縣故城東…南流, 經孤竹城西, 左合玄水”라고 하
여 孤竹과 난하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즉, 令支城이 孤竹城의 서북쪽에
흐르는 난하의 서쪽 강안에 위치하였다는 뜻이다.54)
황하 고도에서 발해만의 서북쪽 해안에서 바다에 들어갔다.(현재 天津) 즉 고죽의 연해를 통
했다. 이곳은 漁陽에서 바다로 연결되는 곳이고, 上谷郡의 薊縣, 涿郡( 현재의 북경시 주변
일대)에서 나오면 泉州港, 즉 지금의 천진 안쪽 지역에 도착한다. 천주의 북쪽 항구는 昌城(지
금 唐山市)이고, 그 북쪽이 海陽 盧龍이 있는 孤竹城이었다. 고죽성은 난하 하구인데, 樂亭으
로 빠져 나온다. 昌黎는 “四海鹹通 風帆易達”의 요지이다. 孤竹 古城(老龍縣) 근처에 朝鮮縣
이 있었고, 현재도 조선성이 남아있다.
당시 방국들의 위치를 근거로 추측하면 ‘屠何’와 ‘孤竹을 경유한 요서 교통로는 燕山의 산
49) 『說苑·修文』에서 “禹陂九澤, 通九道, 定九州, 各以其職來貢…北至山戎·肅慎，東至長夷,島夷”라고 하
였다. 즉 북방으로 가는 길들의 총칭으로 볼 수 있다.
50) 『左傳·昭公九年』, 『國語』 ·魯語下 관한 내용 참조.
51) 『尚書』 卷十一 周書序.
52) 吳澤, 『中國曆史大系:古代史』, p.36.에 숙신 위치에 대해 “當今山東濟南一帶”로 주장한다.
53) 晉王隱, 『地道記』에 “孤竹, 在肥如南二十裏，秦之離支縣，漢令支也” 라고 하였다.
54) 『수경주』 권 6 濡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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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들과 발해 연안의 사이인 요서 주랑 일대에 있을 수 있다. 이 길은 당연히 군사로이기도 하
다. 서기 전 10세기를 전후해서 화북에서 은나라 및 뒤를 이은 주나라가 존재하고 있을 때 고
조선은 존재하고 있었다. 고조선 문명권에 속한 사람들은 이 교통망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
다.
이 시대의 큰 육상 교통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하 이북과 발해연안에서 산해관을 넘어 육로 또는 연안을 활용하여 요서지방에 도착한 이
후 여러 개의 방향으로 분리된다. 육로는 요동을 지나 남만주와 중만주에 분포한 육로와 수로
들을 활용하면서 동만주 일대와 연해주로 나가 해양으로 연결되었다. 또 하나는 산동반도 해
안과 발해만의 항구에서 묘도군도를 활용하여 요동반도 남단에 도착한 이후에 다시 요동반도
남단에서 해안선과 가까운 내륙을 이용하여 압록강 하구 유역을 경유한 다음에 한반도로 접근
하는 길이다
2 서기 전 5세기~ 서기 전후의 육로
서기 전 5세기부터 요동·요서 지역과 화북지역은 교류가 더욱 빈번하였다. 『관자』에 따르면
고조선은 춘추시대에 산동에 있었던 제나라 등과 문피교역을 하였다. 문피의 집산처는 산동반
도의 남동단에 있는 영성시의 斥山이었다.55) 그 후에 발해만의 안쪽 지역을 장악한 연나라 사
람들도 고조선과 교류를 했다. 교류의 가능성은 몇 몇 전투 기록들과 명도전과 오수전 등 화
폐들의 분포도를 보아서 확인된다.56)
연나라는 서기 전 300년을 전후하여 고조선을 공격한 후에 장성을 설치하였고, 5군을 설치
하였다. 그 때 설치한 요동군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어쨌든 현재의 요동 요서지방
의 중심 지역은 양평(요양)이었다. 요서와 요동간의 교통은 襄平(遼陽)과 衍水(太子河·大梁水)
에 중심을 두어 구성되었다. 훗날 秦나라는 이 곳을 점령하였다. 그 때 육로로 關中에서 출발
한 후에 孤竹 屠何의 교통길을 경유한 후에 다시 遼澤를 지내, 遼水를 넘고 燕나라가 설치한
遼東郡의 수도인 襄平(요양)을 점령하였다는 것이다.

즉 “始皇二十一年(서기 전 226年)燕王

及太子丹率其精兵東保遼東, 李信急追之. 代王嘉遣燕王書, 令殺太子丹以獻. 丹匿衍水中”57)라
는 기사이다. 『사기』는 “築長城, 自朝陽至襄平, 置上穀·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라는
기록이 있다.58) 그렇다면 이것이 그 시대에 사용된 육로 교통이다.
요동 지역은 襄平城을 중심으로 육로는 남과 북으로, 그리고 해로로 구성된다. 남로 구역
인 鞍山과 海城 이남, 平郭, 또 熊嶽河의 북쪽 강가 등에서 대량으로 明刀錢·襄平布 등이 출
토되고 있다. 이는 이 시대에 이 길을 이용해서 교류와 교통길이 존재한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북로는 襄平城에서 沈陽 등으로 이어지는데 鄭家窪子의 청동단검묘, 鐵嶺 南
新台子鎮의 磚廠遺址 등은 그 시대 교통의 이동 방향, 기점 등을 알려준다. 다시 말하자면 전
국 시대에 연나라· 제나라와 조선 간의 교통은 遼西부터 遼東, 襄平를 경유하여 동쪽으로 진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襄平(遼陽)과 衍水(太子河, 大梁水)을 중심으로 구성되었
다.59) 이것이 당 시대의 육로교통이다.
55) 陳尙勝, 『中韓交流三千年』, 中華書局, 1997, p.50.
56) 화폐분포도는 崔夢龍이 ｢고대국가의 성장과 무역｣, 한국고대의 국가와 사회, 역사학회, 1985,
pp.71~73에서 작성 인용한 것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서기 전 2~3세기의 유적인 평안북도 영변군 세
죽리 유적에서는 명도전 2000여 매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57) 『사기』 권 7, 『秦紀』.
58) 『사기』 권 110 『흉노열전』.
59) 태자하에 대한 명칭 및 역사 환경에 대한 소개는 許盈;王禹浪, 앞과 같은 논문, 『黑河學院學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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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平寰宇記』와 『冀州圖』에 있는 기록에 의하면 한나라의 동북쪽인 만주지역으로 나가는
교통길은 대체로 3개가 있었다.
첫째, ‘中道’는 중간에 위치한 도로를 말한다. 화북 지역의 太原을 출발하여 정북 방향으로
雁門·馬邑·雲中을 경유한 후에 마지막으로 五原에서 요새를 지나 龍城까지 간다. 용성(6~7세
기 柳城, 현재 朝陽)은 그 당시에 匈奴의 임금인 單於가 매년 10월 제사를 지내면서 수령들과
국정을 논의하는 대회가 열리는 장소였다. 둘째, 동북 지역으로 가는 길이다. 중산에서 출발하
여 北平을 경유하여 漁陽 白檀를 지나 遼西 일대에 도착하였고, 다시 平剛을 경유하여 盧龍
요새에서 빠져나가 직접 흉노 左賢王에 다스리는 속지에 가는 길이다. 셋째, 서북으로 가는
길이다. 隴西에서 출발하여 武威, 張掖, 酒泉, 敦煌, 曆伊, 吾塞를 경유하여 匈奴 右賢王의 속
지에 도착한다. 『사기』 흉노열전이나 『한서』 지리지 등에 기록된 한나라 사신들의 북방의 교
류는 이 길들을 통해 이루어졌다.60) 이 3개의 길은 모두 한나라 무제시기에 만들어졌으며, 많
은 민족과 부족들이 활용한 북부지방의 주요 통로였다. 고조선의 운명과 연관되었다.
둘째, 遼東·玄菟 지역 내의 육로교통이 있다.
『한서』 지리지의 요동군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遼東郡, 秦나라가 설치했다. 幽州에 속
한다. 襄平, 牧師官이 있다. 平이라 불렀다. 新昌-無慮-望平, 大遼水가 塞外로 나와 남쪽으로
安市에 이르러 海로 들어가며, 1천 2백 5십리를 간다.

房候城-遼隊-遼陽은 大梁水가 서남으

로 흘러 遼陽에 닿은 후에 遼로 들어간다. 險瀆-安市-平郭에는 鐵官·鹽官이 있다. 番汗은, 沛
水가 塞外로 나와 西南으로 海에 들어간다. 遝(遝)氏가 있다.” 이 문장을 해석하면 고대에 요
동, 현도 지방의 교통은 당시 요동군의 首府인 襄平, 요서군의 首府인 且慮, 또 陽樂, 이외에
右北平 치하의 平岡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사기』에는 한무제 시대에 한 군은 “군사 5만
명으로 좌장군 荀彘는 요동에 출격하여 右渠를 토벌하게 하였다…조선은 누선과 화평을 유지
하고 항복교섭도 누선과 하려고 했다라고 기록하였다”61) 이 때 육로군은 필시 아래에 열거하
는 몇 개의 길을 활용하였을 것이다.
현재 요양인 襄平은 한나라 시대부터 만주지역의 정치, 경제 중심지였다. 한나라 말기에 公
孫度가 遼東을 정복한 후 襄平을 평주로 개칭하였다.62) 또한 “大興 2년(기원 319년)，“平州
刺史崔毖遣別駕高會使來獻肅慎氏之弓矢” 라는 기록이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교통 상황은
요동군의 襄平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요동반도 끝의 연해 일대인 遝津까지 연장되었고, 서
쪽으로는 遼水를 건너 요서군 관할인 당시 柳城(현재 조양)까지 연결되었다. 또한 동쪽으로는
玄菟와 樂浪을 연결시키며, 北쪽으로는 扶餘까지 갈 수 있는 소위 ‘水陸四通八達’의 교통망이
구성되었다.
이러한 서만주 일대의 근간이 되는 교통망은 다시 5개의 주요 간선을 통해 세밀하게 연결
되었다. 구체적으로 ①襄平에서 南으로 가는 平郭, 杳氏道이다. 즉, 襄平에서 남으로 新昌·安
市·平郭·汶·遝氏 등 많은 현을 연결하여 바다 연안까지 가는 길이다. ②襄平에서 서로 가서
遼隊, 險瀆으로 가는 교통로이다. ③ 襄平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醫巫閭山을 넘어 遼西로 가
는 길이다. ④遼水 하류의 소택지를 경유하며 이어 右北平으로 가는 길이다. ⑤다시 右北平을
2014.05. pp.114~118; 王禹浪;程功, 앞의 논문, 『哈爾濱學院學報』, 2012.06, p.2. 참조.
60) 『한서』 권 6 『武帝紀』; 『사기』 권110 『흉노렬전』; 『한서』 권 99 『王莽傳』.
61) 사기 조선렬전 제 55 元封 2年 “天子募罪人擊朝鮮. 其秋, 遣樓船將軍楊僕從齊浮渤海, 兵五萬人,
左將軍荀彘出遼東…樓船將軍將齊兵七千人先至王險.”라고 기재하였다.
62) 『晉書』 권 14 『地理志』 平州條에 “後漢末 公孫度自號平州牧…魏置東夷校尉 居襄平 而分遼東 昌黎
玄菟 帶方 樂浪五郡 爲平州”; “鹹寧 二年 十月 分昌黎 遼東 玄菟 帶方 樂浪等 郡國五置平州.”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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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幽州 또한 만리장성 이북 지역으로 가서 현지와 연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한나라 시대에는 요동군의 遼隊와 險瀆 2개 지역이 점차 요동, 요서 사
이에 있는 중요한 요새가 되었다. 이 길은 毌丘儉, 司馬懿가 遼東의 公孫氏 정권을 공격할 때
사용된 군용물자의 운송길이었다.
셋째는 襄平에서 동으로 가서 武次 西安平 樂浪郡으로 나가는 길이다.
襄平을 출발한 후 남으로 太子河, 湯河古道, 亮甲, 安平을 경유하여 靉河, 草河 상류를 따
라 武次와 압록강 서부 강변에 있는 西安平을 통해 압록강의 동부강변으로 진입한 길이다.
즉, 玄菟郡 북행의 扶餘길이다. 遼東, 遼西, 右北平, 樂浪 간에 있던 교통로 외에도 북행 간선
으로서 玄菟郡에서 夫餘로 가는 교통로도 매우 중요하다. 『사기』 貨殖列傳에서 이 길에 대해
“夫燕亦勃碣之間一都會也 南通齊趙 東北邊胡…北鄰烏桓 夫餘 東綰 穢貉 朝鮮 真番之利”63)라
고 하였다. 이곳이 북방 무역이 발전된 지역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외에 『漢書·王莽傳』에
“其東出者 至玄菟 樂浪 高句麗 夫餘”라고 하였다.64)
넷째는 요동군·현도군의 변경길인 戍邊길이다.
漢 魏 시대에 사용된 만주의 교통 상황을 보면 동쪽의 遼東郡 도성인 襄平(요양)을 중심으
로 동쪽으로는 예맥, 조선, 고구려와 연결 되었고, 북쪽으로는 현도, 부여, 읍루의 영지까지
갈 수 있었다. 또한 서쪽으로는 遼西郡과 右北平을 중심으로 幽州 또한 만리장성 이북 지역
부족들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요서에서 북쪽으로 가는 주요한 교통길은 2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북으로 右北平, 盧龍, 으
로 향하는 平剛道’이다. 漢魏 시기에는 요서를 경유하여 북방의 盧龍塞로 나가려는 길은 右北
平 지역을 경유해야 한다. 이는 전국 시대 이래 중원에서 흉노의 左部로 가는 간선 도로였다.
또 다른 하나는 遼西 大淩河의 古道이다. 서만주 지역은 중원 문화와의 교류, 그리고 북방민
족들이 이동하는 주요 통로였다. 청동기 시대의 夏家店 하층문화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유적
이다. 때문에 주변에는 北票縣의 豐下 유지, 조양시의 北郊 유지, 建平縣 水泉 유지, 建源縣
의 ‘牛河梁 ’유지, 淩源縣의 三官甸子 유지, 喀左縣 東山嘴 홍산文化, 喀左縣 鴿子洞 彩陶 유
지 등이 있다.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초기에는 이 지역이 문명과 정치의 중심이었다.
3. 서기 1세기 이후의 육로
흑룡강, 눈강, 제1 송화강 서쪽에서 室韋, 烏洛侯, 豆莫婁 등이 잇따라 성장하기 시작했으
며, 중원 지역과의 왕래가 더욱더 활발해졌다. 이들이 사용한 주요한 교통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豆莫婁 위치와 자주 사용한 교통로이다.
『위서』 두막루국에 豆莫婁는 “舊北扶餘也”라고 설명하였다. 『신당서』 류귀에 “達末婁自言
北扶餘之裔, 高麗(고구려)滅其國, 遺人度（渡）那河因居之”라고 하였다. 그 위치에 대해 『위
서』 두막루국에 “豆莫婁國在勿吉北千里, 去洛六千里, 舊北扶餘也. 在失韋之東, 東至於海”라고
하였다. 즉 豆莫婁는 勿吉의 북쪽 千里 바깥에

위치하는 국가였다. 당시 豆莫婁의 남쪽은 勿

吉과 경계를 접하며 西로는 失韋와 인접하였고, 동쪽은 바닷가까지 닿았다. 南北朝 시대에 失
韋는 현재 黑龍江 상류의 呼瑪河 유역에 있었다. 그렇다면 豆莫婁는 아마 현재 흑룡강 중류
의 이동, 그 동쪽은 동해 북부의 타타르 해협 일대, 즉 흑룡강 하류에 있었을 것이다. 『위서』
·물길에 따르면 大莫盧, 즉 豆莫婁는 12개 속국으로 구성되었고, 北魏에 조공하였다. 그들의
63) 『사기』 권 129, 「貨殖列傳」.
64) 『한서』 권 99, 「王莽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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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貢 路線은 물길과 동일하였다. 이 무렵에 연해주와 가까운 지역에서 동인문화가 발전했다.

말갈과 동인문화의 유적
(출처: 菊池俊彥 著 北東 アジアの
古代文化の硏究,北海道大學 圖書刊行會,1995,
p.259)

오호츠크 문화와 동인문화의 유적 분포도
（출처:菊池俊彥 著 北東 アジアの
古代文化の硏究 北海道大學 圖書刊行會,1995,
p,280）

둘째 沃沮의 위치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교통로는 아래와 같다.
옥저의 종족적인 성격, 역사, 문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은 생략하고 일반적인 견해로 대
신한다. 옥저와 관련된 문화로서 '同仁문화'가 있다. 5세기부터 10세기에 걸쳐서 송화강 유역,
흑룡강 유역, 목단강 유역과 그 동쪽에 거주한 물길에서 말갈로 이어지는 문화인데, 러시아는
말갈문화라고 부르고 있다.65) 그런데 말갈문화는 제르칼나야천 부근, 루드나야천 하류, 아무르
천 부근, 코피천 하구 등 연해주 연안의 강 하류와 유적지는 핫산 지역, 불라디보스톡 등 해
안가 지역에 있다.66) 또한 이 문화는 바다를 건너 사할린(高項島)와 홋카이도(北海道)의 남단
과 교류했을 것이다.
선사시대부터 양 지역 사이에는 교섭이 있었다. 일본의 조오몽(繩文陶器)와 대륙의 繩文도
기는 문화의 연원이 유사하며, 대륙과 高項島(사할린)는 교섭이 있었다고 한다.67) 북해도를 포
65) 菊池俊彥 著, 北東 アジアの 古代文化の硏究 北海道大學 圖書刊行會,1995 p.66.
66) 菊池俊彥 著, 위의 책, p.207.
67) 王健群, ｢古代日本北方海路的形成和發展｣, 博物館硏究 55期, 1996, 3期. pp.51～52; 江上波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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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동북 일본의 선사문화는 대륙 동부와 밀접한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적지 않
다. 조몽 전기에 있었던 석도촉 문화의 유적은 劄愰(삿포로) 저지대부터 동에 분포하고 있는
데, 아무르강 중류 유역의 ‘노뵈페토로프카 문화’가 일치하고 있다.68)
셋째 勿吉의 위치와 그들의 교통로이다.
물길은 『위서』·勿吉傳에 “勿吉國, 在高句麗北, 舊肅慎國也”로 기록이 되었다. 하지만 그 위
치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 남북조 시대에 延興 연간, 勿吉의 중심지는 현재 제1松花
江 하류에 위치한 通河와 依蘭 일대에 있다. 북위 孝文帝 延興년에 勿吉의 사신인 乙力支를
북위의 수도인 낙양으로 보냈다69). 그러나 물길의 남부에는 고구려가 있었고, 도중에 契丹이
있었다. 『魏書』 勿吉傳에 和龍(현재 朝陽)로 가는 교통길에 대해 “初發其國, 沂難河西上, 至
太魯河”로 기록하였다. 즉, 사신들은 우선 배를 타고 제1 송화강 하류에서 출발하여 서쪽의
방향으로 洮兒河(길림성 洮南市 일대)까지 항행하였다. 이후 배를 버리고 육로를 선택해 남으
로 내려갔다. 용성은 옛 北燕의 요새이며 북위가 북연을 멸망시킨 후 “改置營州, 治和龍城”70)
즉 이름을 용성으로 바꿨다. 『北史』

契丹傳은 용성을 “皆得交市於和龍. 密雲之間, 貢獻不

絕”71)라고 기록하였다.
넷째 烏洛侯의 주요 교통로이다.
烏洛侯의 명칭은 최초 『魏書』 烏洛侯國에서 나타났다. 그 위치를 “烏洛侯國, 在地豆於之北,
去代都四千五百餘里, 其土下濕, 多霧氣而寒”라고 하였다.

『위서』 권 108, 『예지』에 따르면

“魏先之居幽都也, 刻石爲祖宗之廟於烏洛侯國西北…石室南距代京可四千里”라고 하였다. 즉 여
기의 石室은 1980년 발견된 대흥안령 북쪽의 鄂伦春 自治旗인 阿里镇 西北 10㎞에서 위치하
는 嗄仙洞에 있는 北魏조상의 石室이다. 烏洛侯는 嗄仙洞의 동남 500리쯤에 있었다. 즉 嫩江
상류의 지류인 甘河와 嫩江 두 강이 합류한 곳이다. 여기가 烏洛侯의 중심지이다. 그런데 북
조에서는 눈강 중·상류 일대의 실위 부락을 줄곧 오락후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室韋가 자주 사용한 교통로는 이 시기의 주요한 통로로 불 수 있다.
남북조 시대 실위의 위치에 대해 여러 학설이 존재하다. 『위서』 실위국에 “失韋國, 在勿吉
北千裏, 去洛六千裏. 路出和龍北千餘裏, 入契丹國”라고 하였다. 실위, 특히 북실위의 위치는
嫩江 상류가 아닌 흑룡강의 상류, 그리고 그 支流 呼瑪河 流域에 있는 가능성이 활씬 더 높
을 수 있다. 훌룬·부이르호 일대가 실위와 오락후 등의 확실한 지리좌표로 설정되었다. 반면에
실위는 당연히 눈강 중·하류 유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위는 고구려와 마철교역
을 하였으므로 남으로 눈강과 북류 송화강 유역을 활용하여 고구려와 연결된 교통로가 있었을
것이다. 그 선상에는 부여성을 비롯한 고구려 성들이 포진해있었다. 한편 중국지역과는 嫩江
의 서부에 있는 지류를 따라 南下하여 고구려 등과 공유한 和龍(朝陽)을 통해 중원에 진입하
였을 것이다.

5. 결어
고대 동아시아 문명에서 중화문명 외에도 몇 개의 문명이 있었다는 이론을 전개했다. 그 주
古代日本の對外關係｣, 古代日本の國際化, 朝日新聞社, 1990, pp.52～53.
68) 松山利夫, ｢ナラ林の文化｣, 季刊考古學 15號, 1986년. 雄山閣出版社, p.45.
69) 『魏書』 勿吉傳에서 “延興中，遣使乙力支朝獻”라고 하였다. 또한 『冊府元龜』 권 99 『外臣部』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70) 『魏書』 肅宗紀 北魏 熙平 二年(서기 517년).
71) 『北史』 권 94, 契丹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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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위하여 인류 역사상에서 명멸했던

문명의 성격과 과정 등을 살펴보았고, 특히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요소들을 열거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동방문명을 설정한 후에 강력한
특성으로서 해양의 비중이 큰 해륙문명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그 증거 가운데 하나로서
교류의 중요한 조건인 교통로를 ‘해륙교통망’ 이라는 틀 속에서 분석하였다. 그 동안 해로에
관해서는 여러 번 발표했고, 수로는 부분적으로 발표했었는데, 본 발표문에서는 그대로 전제
하거나 부분적으로 변형시켜서 서술하였다. 그리고 육로는 고대에 한정해서, 전 주체집단이
사용한 길을 다 다루지는 못했으나 일부의 중요한 육로들은 찾아내 서술하였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문명, 특히 동아지중해를 중요한 문화 공간으로 삼은 지역에서는 해로 수로 육로 등
이 유기적으로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발표문은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역사상, 즉 사
료 및 고고학 관련은 일부만 언급하였다. 졸저 『고조선 문명권과 해륙활동』, 지식산업사,
2016. 에는 상세하게 서술하였음을 밝힌다.

각주에서 혹시 빠진 부분들 또한 졸저에는 언급

되었음도 아울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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歷史 속의 災難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安全共同體’

송완범
(고려대)

目 次
1. 서; 문제제기-일기예보사의 위치
2. 한일 간의 교류방식
3. 고대일본의 재난
4. 결-동아시아안전공동체의 모색

1. 서; 문제제기-일기예보사의 위치
이번 학술대회의 전체주제에는 ‘평화, 창조, 문화교류’가 키워드로 들어있다. 학회가 개최되
는 부산은 이 중심단어들이 아주 잘 어울리는 곳이다. 또한 지난 번 ‘태풍25호 콩레이’는 부
산에도 적잖은 피해를 주었다. 이처럼 본 발표주제인 재해/재난을 통한 광역평화체제의 구상
체로서의 동아시아안전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도 부산은 적절한 장소적 위치를 차지한다.
자연재해/재난을 이야기할 때 일기예보는 적중 여부를 떠나 우리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이 일기를 예보해주고 설명해주는 일기예보사가 서있는 위치가 동아시아 각국이 갖는
인식의 차가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일기예보사의 위치가 바로 각국의 역
사적 인식, 동아시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실마리가 있다는 말이다. 그럼 동아시아 각국의
일기예보사의 위치로 생각하는 동아시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한국의 기상을 예보하는 기상예보사의 경우 한반도의 동남쪽인 일본 규슈(九洲) 북쪽 위치
에 서서 한국의 일기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기상예보사는 태평양 위에 서서
일기를 예보하는 설명을 한다. 이는 자전하는 지구를 생각할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본
인은 이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기상예보사가 서 있는 각각의 위치가 바로 양국의 역사를 설명
하고 이해하는 위치와도 겹친다고 생각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한국은 기상을 설명할 때
한반도의 오른쪽과 밑에 위치한 일본열도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다. 아니 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역사적인 면에서도 오버랩 된다. 다시 말해 중
국만을 중시하고 일본을 경시해 온 전통적인 역사관과도 묘하게 겹치는 것이다.
반면, 일본의 기상예보사가 일본의 기상을 예보하는 데는 중국의 기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반도를 지나는 기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일본에게 더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이는 일본이 한반도를 넘어 중국 대륙을 지향한 역사적 경험과도 일치하는 것이다.1)
1)

宋浣範, 「『東アジア安全共同体論』序説-戦争・災害・災難-」, 金野純 編, 學習院女子大學
國際學硏究所叢書 『調和的秩序形成の課題』, お茶の水書房, 2016; ワンアジア財団 編 『アジア共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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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한
국의 기상예보사의 위치가 아닌 일본의 기상예보사의 위치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일본이 한반도를 넘어 대륙을 보는 역사적 시선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서 2장에서는 한일 간의 문화교류 실태를 생각하기 전에 양국
간에는 어떤 교류방식이 있었는지에 대해 동아시아 각국이 얽히고설킨 전쟁을 통해 분석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일본고대의 재난 사례 두 건을 들어 자연재난인 천재와 인위적 재난인 인재
를 통틀어 이 재난 요소가 국가정책의 존폐와 정권의 명운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상의 지견을 바탕으로, 그리고 2011년 3월11일에 발
생한 ‘3.11 동일본대지진’ 이래 얻어진 연구 성과에 의거하여 일국을 넘어서는 광역체제로서
의 동아시아권내의 안전을 構想하는 ‘동아시아안전공동체’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2. 한일 간의 교류방식
한일 간은 2천년이 넘는 상호교류 속에 사람과 물건, 그리고 정보(人, 物, 知)의 교류를 통
한 역사적 실체를 공유했다. 그러면서도 ‘임나일본부설’로 초래된 ‘한반도남부경영론’으로 말
미암아 역사분쟁이 이어지고 있다.2)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 역사문제의 앙금은 한마디로 ‘일
본의 일방적 침략’ 경험에 기반을 둔다. 일본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한 사례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임나문제’로 일컬어지는 삼국시대, 왜구로 상징되는 고려 말 조선 초, 임진/ 정
유왜란(임진전쟁), 한일강제병합 등이다. 이러한 사건들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식량 등
자원이 부족하여 평화 시에는 무역으로 이를 보충하지만, 해외와의 교섭이 원만하지 않을 때
에는 침략이라는 무력 수단을 동원해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의 한국 침략은
일본이 분열에서 통일의 시기로 들어갈 때 이루어졌다. 이는 통합된 세력들의 불만의 분출구
로 가장 가까운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2차 대전의 패망에서 우여곡절은 있지만 큰 의미의 부흥기에 서 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잘 나타나는데 구조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많이
의존하는 경제구조가 그 방증이다. 한편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중국과는 달리 한국의 태
도보다는 일본의 국내 사정에 의해서 결정된 사례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한국
의 입장에서 對 일본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과의 관계 보다 일본과의 관계가 훨씬 예측하기 어
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관련된 동아시아적 규모로 벌어지는 전쟁에서 그 실
례가 확연히 드러난다.
그렇다면, 중, 한, 일이 모두 서로 얽히고설킨 전쟁이 과연 존재했던가? 역사상에는 고대의
한반도, 특히 백제가 중국의 당이 한반도를 장악하려 한 663년 ‘백촌강 싸움’에서 왜(일본)와
손잡고 당과 싸운 기억이 있다.3) 또한 일본이 한반도를 장악하려 한 1592년의 임진전쟁에서

体へ向かってー教育を通じた平和ー』, 芦書房, 2018; Edited by One Asia Foundation 『Towards
Asian Community-Peace through Education』, Ashi-Shobo, 2018 참조.
2)
,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창비, 2010; 동, 백제는 일본의 기원인가, 창비, 2002 ; 동 임나일본부 연구
, 일조각, 1993 참조.
3) 송완범, 백촌강싸움과 왜 동아시아세계의 재편과 관련하여 , 한국고대사연구45집, 2007( 일본의 전쟁과 평화
, 인터북스, 2014에 재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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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의 명과 손잡고 일본을 저지했다.4) 그리고 근대에 들어 1894년 청일전쟁에서는 한국
이 힘이 없어 결국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에서 서로의 이익을 주장하여 충동하고, 이로부터 한
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로 화하게 되었다.5) 이 식민지의 경험이 지금도 한일의 사이를 격랑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 세 전쟁에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전장이 모두 한반도였다는 사실이다. 대륙의 중국과
해양의 일본이 싸웠건만, 모두 전장이 한반도였다는 기막힌 사실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버거움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결국 동아시아에서 한반도 생존의 길은 한국이 힘을 갖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동북아의 균형 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로 귀결된
다.6)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세 전쟁의 결과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세력 재편이 발생했다는
점이다.7) ‘백촌강 싸움’ 이후, 한반도 3국이 통일신라와 발해의 남과 북으로 대치하게 되고,
당과 일본이 정립되는 구도는 현재의 동아시아의 판도와 흡사하다. 그리고 임진전쟁은 중국에
서는 명에서 청으로의 왕조교체, 일본에서는 도요토미(豊臣)씨 대신에 도쿠가와(德川)씨로의
세력교체를 동반했다. 그리고 청일전쟁은 한반도에 대한 세력권을 청에서 일본으로 넘겨주는
전기가 되었다.
앞에서 일본의 한국 침략은 일본이 분열에서 통일의 시기로 들어갈 때 이루어졌다던가, 한
국과 일본의 관계는 중국과는 달리 한국의 태도보다는 일본의 국내 사정에 의해서 결정된 사
례가 많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일본 국내의 통합된 세력들의 불만의 분출구로 가장 가까운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공식 아닌 공식은 세 차례 전쟁의 사례에서도 어김없이
반복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일본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
의 날씨를 예보하는 일본 기상예보사의 위치에 서있어야 할 것이다.

3. 고대일본의 재난
1)재난과 대외정책의 수정
ａ天平宝字七年（七六三）二月：出羽国飢
ｂ天平宝字七年（七六三）四月：信濃・陸奥国飢, 壱岐嶋疫
ｃ天平宝字七年（七六三）五月：伊賀国疫, 河内国飢
ｄ天平宝字七年（七六三）六月：尾張国・越前国・能登国・大和国・美濃国飢, 摂津
山背国疫
ｅ天平宝字七年（七六三）七月：備前阿波飢
ｆ天平宝字七年（七六三）八月：近江・備中・備後・丹波・伊予国飢,山陽南海等道諸国旱
하여 両道節度使를 停止하다. 丹後国・阿波・讃岐飢
ｇ天平宝字七年（七六三）九月：疫死者 많고 水旱이 거듭되어 神火도 빈번하게 발생

4)
,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 동,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참조.
5) 하라다 게이치 저, 최석완 역, 청일러일전쟁, 어문학사, 2012; 하라 아키라 저, 김연옥 역, 청일러일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살림, 2015 참조.
6) 김현구, 『동아시아 세계와 백촌강싸움』,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김현구, 『일본은 한국에 어
떤 나라인가』,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참조.
7) 주35부터 주 37까지의 저, 역서 참고.

- 58 -

尾張・美濃・但馬・伯耆・出雲・石見等六国 흉년
ｈ天平宝字七年（七六三）十月：淡路国飢
ｉ天平宝字七年（七六三）十二月：摂津・播磨・備前飢
ｋ天平宝字八年（七六四）正月：播磨・備前飢
ｌ天平宝字八年（七六四）二月：石見国飢
ｍ天平宝字八年（七六四）三月：志摩国疫. 摂津・播磨・備前・備中・備後・淡路・
出雲国飢
ｎ天平宝字八年（七六四）四月：美作・阿波・讃岐・伊予飢, 淡路国疫
ｏ天平宝字八年（七六四）八月：山陽南海二道諸国旱疫.石見国疫,河内・山背・近江・丹波・播
磨・譛岐・多嶋飢
ｐ天平宝字八年（七六四）是年, 兵과 旱의 연속으로 米価가 石당 千銭이 되다.
위의 史料②群을 통하여 天平宝字7年과 8年에 全国的인 旱害와 疫病의 蔓延 그리고 民心
의 離反에 동반하는 神火의 発生 등이 여실히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史料ｐ는 이상의
많은 史料들을 한 마디로 정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러한 弊害를 불러일으킨 原因으로
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推進되고 있는 ‘신라정토’ 計画을 들고 있다.8) 바꾸어 말하면 쌀 일석
당의 価格9) 이 千銭까지 이르게 된 原因으로서 두 가지의 理由가 제시되었다. 우선 한 가지
는 「旱」때문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兵」 즉 ‘신라정토’ 準備라고 한다.
그런데 当時의 백성을 괴롭혔던 요인으로 旱이라는 自然的現像과 함께 対新羅戦争準備라는
인위적인 요인을 들어졌던 점, 그리고 그 시점이 天平宝字8年이라고 하는 점에 注目하면 新
羅戦争計画의 中止의 시점을 推定할 수가 있다. 그런데 従来의 対新羅戦争計画 中止에 대한
意見으로서 節度使의 停止를 들고 있다. 事実 위의 史料ｆ를 보면 山陽道와 南海道의 節度使
가 停止되어 있다. 그리고 続日本紀의 天平宝字6年末부터 新羅戦争에 대한 記事가 나오고 있
지 않는 것도 이전 설의 근거이다.
그러나 이하의 史料③과 함께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밖으로부터 天平宝字8年 日本을 제
외하고 唐・渤海・新羅의 東아시아 三国이 使臣 왕래를 하고 있고, 일본 국내에서는 같은 해
新羅戦争計画의 被害가 人民을 고통 속에 빠트리고 있는 큰 要因으로서 제시되고 있다(위의
史料ｐ).
2) 사천왕신앙과 재난
다음의 사천왕(四天王)신앙10)에 관한 기사가 있다. 원래 사천왕 신앙은 「금광명최승왕경(金光
明最勝王経)」을 본원경으로 하는 불법 신앙이다. 「금광명최승왕경」은 불법을 보존하는 사천왕
을 필두로 하는 여러 신들의 힘에 의해 국가진호(國家鎭護)의 교설을 풀어낸 호국 경전으로
모두 10권이다. 이 10권 중에 사천왕에 의한 국가진호가 설파되어 있는 곳은 제6권이다.

8) 속일본기4, pp.59의 주17에서는 ‘나카마로의 난’이라고 하지만,
정토’를 위한 군사동원으로 해석한다.
9) 속일본기4, 보주25‐116 참조.
10) 사천왕을 본존으로 하고 행하는 수법(修法)이다. 재액을 막고
하게 지킴을 빈다는 사천 합행(合行)의 법을 이른다. 사천왕은
쪽을 담당하는 광목천(広目天), 그리고 남북을 각각 관장하는
沙門天이라고도)이 있다.
中村元著, 『佛教語大辞典』, 東京書籍, 19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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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인천황과 나카마로가 주도한 ‘신라

복과 덕을 불러 국토의 사방을 안온
동쪽을 담당하는 지국천(持国天), 서
증장천(増長天)과 다문천(多聞天, 毘

이러한 신앙 체계는 나라시대의 대표적인 호국신앙11)으로서의 극성기를 거친다. 그러다 9세
기 중반 이후 일본의 경계지역, 특히 동해(일본에서는 일본해라 부른다.) 연안, 즉 일본열도의
서쪽 편을 중심으로 사천왕법이 행해지고 사천왕사가 건립되는 배경에는 신라를 대상으로 하
는 고대일본의 대외의식의 변화와 수정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史料4】『日本三代実録』貞観8년(866)11월17일조
勅曰。廼者恠異頻見。求之蓍亀。新羅賊兵常窺間隙。災変之発唯縁斯事。夫攘災未兆。遏賊將
来。唯是神明之冥助。豈云人力之所爲。宜令能登。因幡。伯耆。出雲。石見。隠岐。長門。大
宰等国府。班幣於邑境諸神。以祈鎭護之殊効。(후략)
이상의 이해는 다음과 같다. 당시의 일본에 괴이한 일이 빈발하는 것은 신라의 적병이 틈만
나면 일본의 특히 사이카이(西海)도를 침범하기 때문으로, 신라의 침입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재변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를 진압하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신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위의 여러 지역의 신들에게 국가의 의례로서 국가의 제사 때 신명장(神名帳)12)에 등록된 신사
의 제신에게 공물이나 예물을 나누어 바쳐13) 일본을 수호하고자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다음의 율령국가의 동해 연안 지방의 사천왕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 부분에 대한 연구에는 이미 선학의 치밀한 정리가 있다.14)
먼저 신라와의 대립 구조가 제일 많이 보이는 사이카이(西海)도15)에는 일찍부터 사천왕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
【史料5】『扶桑略記』宝亀5년(774)是歳条
太宰府起四王院。
【史料6】『類聚三代格』巻2 宝亀5년(774)3월3일官符 太政官符
応奉造四天王寺像四躯事〈各高六尺〉
右被内大臣従二位藤原朝臣宣、奉勅、如聞新羅兇醜不顧恩義、早懐毒心常為咒咀、仏神難誣慮
或報応。宜令大宰府直新羅国高顕浄地奉造件像攘却其災。仍請浄行僧四口、各当像前、一事以
11) 『続日本紀』天平13年(741)3月乙巳条에 의하면, 널리 천하 여러 지방마다 7층탑을 세워 그 속에 금
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経)과
법 화경( 法
経)을 각 1
서사하여
관하도
하 다.
그리고 승려 이 20인
는
을 세 는 , 그 이 은 금광명사천왕 국지사(金光明 天王
国
)라고 하고,
구
은 10인
서 그 이 은 법화
지사(法
)라고
게
다.
12) 927년(延長5)에 만들어진 『延喜式』권9와 권10의 관사(官社)로 표시된 전국의 신사 일람표이다. 그래
서 ‘延喜式 내에 기재된 신사’라는 의미에서 ‘延喜式内社’ 혹은 ‘式内社’, 그 외 ‘式社’라고도 부른다.
西牟田崇生, 『延喜式神名帳の研究』, 国書刊行会, 1996 참조.
13) 『日本書紀』天智天皇9년(670)3월壬午条에 처음으로 나온다.
14)
, 「
の
国
天王法」, 『 形大
・
・
論 』5 2004; 동, 「「
の
国
天王法」
ての 論」 『 形大
・
・
論 』6 2005; 동 「
日本の
教
」
編『
日本の
』
, 2008 참조. 이
본문에서의
(
) 의 의 은 이 의 문 에 의한다.
15) 고대일본의
의 광
지방행
구 으로
도(
)가 있다. 나 에 북 도가
5 8
라고도 하 다.
, 『日本
の
』,
, 1996;
, 『
国
の
』,
, 1995 참조.
중, 서 도는 7세
에 국경조사 사 이 시
시 (690 경)에 그
지의
・ 이라고 불리고
있 지 에 , 의
이
어
・
・
・
・
・
의북
6국이
다.

之寺

들

묘 연 妙 蓮華
부씩
보
씩 머무르 절 우 데
름
호
비 니들
씩해
름
멸죄
華滅罪之寺

록 였
四 護
부르 했

三上喜孝 古代 辺要 と四
山 学歴史 地理 人類学 集 ，
古
代 辺要 と四
につい 補 ， 山 学歴史 地理 人類学 集 ，
， 古
代
境界認識と仏 信仰 ，鈴木靖民 古代
異文化交流 ，勉誠出版
후
미카미 三上 씨 견 상 논 들
율령제 역
정 획 기내칠 畿内七道
중 해 더해
져 畿 道と
였 前田晴人
古代 道と衢 吉川弘文館
虎尾俊哉 律令
家 地方支配 吉川弘文館
해
기말
업 작된 기 년
때까 筑紫 肥 豊
던 역 전 후 분할 확정되 筑前 筑後 肥前 肥後 豊前 豊後 부 규슈
탄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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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依最勝王経四天王護国品、日読経王、夜誦神咒。但春秋二時別一七日、祢益精進依法修行。
仍監已上一人専当其事。其僧別法服、麻袈裟蔭脊各一領、麻裳綿袴各一腰、綿襖子衫各一領、
襪菲各一両、布施一疋、綿三屯、布二端、供養布施並用庫物及正税。自今以後永為恒例。
宝亀五年三月三日
【史料7】『類聚国史』巻180 延暦20년(801)정월癸丑
停大宰府大野山寺行四天王法。其四天王像及堂舎法物等並遷便近寺。
【史料8】『類聚国史』巻180 大同2년(807)12월甲寅朔
大宰府言。於大野城鼓峰、興建堂宇、安置四天王像、令僧四人如法修行。而依制旨、既従停
止、其像并法物等、並遷置筑前国金光明寺畢、其堂舎等今猶存焉。而遷像以来、疫病尤甚。伏
請、奉遷本処者。許之。但停請僧修行。（巻178의 修法에도 비슷한 기사가 보인다.）
【史料9】『類聚国史』巻178 大同4년(809)9월乙卯
復令大宰府, 於大野城鼓峯、行四天王法。
【史料10】『日本後紀』弘仁2년(811)2월庚寅
於大宰府鼓岑四天王寺、造釈迦仏像。
【史料11】平安遺文 第4900号 弘仁11년(820)3월4일 大宰府牒案
府牒 観世音寺
応四王寺悔過預彼寺講師事
牒、案太政官主（去）大同四年九月十三日符、被右大臣宣、奉勅、令筑前国講師伝燈満位僧道
証等、依旧脩行者、府依符旨、比年奉行、然今道証解任但去、仍令其替講師勤覚遵行其法、此
則別国之時、国司掌城之日所行事矣、府今商量件悔過法、始去宝亀五年行之、而依太政官去延
暦廿年正月廿日符停止此法、即其像移属筑前国金光明寺畢、此則府帯国之日所為也、今件寺在
大野城中、彼城且付府已了、然則事須停止、国講師別当府講師寺察此状、自今以後、依預掌、
以牒。
弘仁十一年三月四日少典嶋田臣清田(후략)
【史料12】平安遺文 第4494号 太政官牒(園城寺文書)
（外題）「弘伝真言止観両宗官牒奥書親筆」
太政官牒
十禅師延暦寺伝燈大法師位円珍
牒、円珍奏状偁,(중략)嘉祥四年四月十五日辞京輦向大宰府、五月廿四日得達前処、以無便船、
暫寄住城山四王院、更蒙天恩、賜給月粮、少監正六位上藤原朝臣有蔭・筑前介正六位上紀朝臣
愛宕麻呂勾当其事,（후략）
【史料13】『日本三代実録』貞観8년(866)2월14일조
神祇官奏言。肥後国阿蘓大神懐蔵怒気。由是、可発疫癘憂隣境兵。勅、国司潔齋、至誠奉幣、
并転読金剛般若経千巻、般若心経万巻。大宰府司於城山四王院、転読金剛般若経三千巻、般若
心経三万巻、以奉謝神心消伏兵疫。
【史料14】『永昌記』天慶6년(943)6월17일조
四天王寺言上天王像振鳴。
【史料15】『日本紀略』天慶6년(943)8월2일조
天皇幸八省院、奉幣伊勢大神宮。依祈太宰府四王寺仏像堂舎鳴響也。
【史料16】『左経記』万寿3년(1026)5월13일조
天晴。及午後参右府。依宇佐異事、可有御祈願事之由、可賜太宰并五畿七道諸国官符之状、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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承之仰下大夫史貞行宿祢。
【史料17】『類聚符宣抄』万寿3년(1026)5월13일 太政官符
太政官符大宰府
応祈祷仏神攘除疾疫兼慎兵革事右得彼府去三月廿三日解状、得管豊前国今月廿日解状、八幡宇
佐宮今月十七日移、西門外腋御幣殿東方柞木俄枯、一葉無青、今月十三日申時所見及也。(중
략)

霊社示異、亀筮告凶、畏懼之至可不慎哉。夫消災於未兆、莫先仏力。期福祚於方来、不如

神符。右大臣宣、奉勅、宜仰彼府於四王院、修善祈祷。予慎兵革。於管内国分寺、請浄行僧三
箇日間、転読仁王般若経、防其疾疫。兼令宮司厳加誡、専竭如在之礼、莫致違例之徴。自余祈
祷、温故勤修者、府宜承知依宣行之。符到奉行。
左中弁源朝臣〔経頼〕 左大史小槻宿祢
万寿三年五月十三日
이상의 사료로부터 서해도의 사천왕법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더듬어 본다. 다른 지역과
달리 비교적 빠른 시기인 8세기 후반기에 사왕원의 존재나 사천왕법이 행해진 것을 알 수
있다.(사료5,6) 이 이유는 사왕원이나 사천왕법의 존재 목적이 분명하게 신라를 의식하고 있었
던 데서 알 수 있다.(사료6) 또 이 이유는 서해도의 다자이후(太宰府)의 오노(大野)성16)이 對
신라 최전선의 임무를 띠고 있었던 데 다름 아니다.
특히 오노 성의 사왕원은 신라와의 군사적 긴장을 배경으로 국가진호를 목적으로 하여 설치
된 것이고, 거기서 행해진 사천왕법은 승려 4인이 사천왕상 앞에서 낮에는 최승왕경(最勝王
経)을 송독하고, 밤에는 주문을 외워 봄가을에 사천왕법을 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다자이후
의 세금을 사용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사료6)
이후 사천왕법을 중단하고 사천왕상을 옮기고 있다.(사료7) 그러다가 사천왕상을 옮긴 후
에 역병이 창궐했기 때문에 원래의 장소로 다시 옮기고 있는데 승려는 두지 않았다 한다.
(사료8) 이어 오노성에 사천왕법이 부활하고(사료9), 몇 년 후에는 사천왕사에 석가불상을
건조하고 있다.(사료10)
곧 이어 수행하는 행자 스스로가 과거의 죄상을 참회하여 그 공덕에 의해 불법의 흥륭과
천하의 안태, 만민의 풍락과 오곡의 풍양 등을 비는 법요 행사인 회과법(悔過法)을 다자이후의
관세음사가 주도하는 내용이 보인다.(사료11) 9세기 중반의 견당사로 파견되는 원진(円珍)17)이
머무르는 장소로 사왕원이 이용되었다고 하는 기사가 보인다.(사료12)18) 이어 아소대신의 역
정으로 생각하는 역병이나 이웃 나라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역시 사왕원에
서의 금강반야경과 반야심경의 강송이 행해지고 있다.(사료13)
10세기에 들어서도 괴이한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오노성의 사천왕상에 그 해결책을 찾고
있다.(사료14,15) 그리고 11세기가 되면 부젠(豊前)국의 우사하치만(宇佐八幡)궁에 괴이한 현
상이 발생하자 역시 오노성의 사천왕사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사료16,17)

16) 660년의 백제 멸망 이후 백제부흥을 목표로 한 왜국은 663년의 백촌강의 싸움에서 나당 연합군에
의해 참패를 하게 되고, 나당 연합군의 왜국에의 침입을 방비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이른바 ‘조선식
산성’이라는 방어시설을 건설한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664년에 쓰시마(対馬)・이키(壱岐)・쓰쿠시
(筑紫)에 사키모리(防人)와 봉수대를 설치하고 다자이후의 서쪽에 미즈키(水城)를 축조한다. 다음 해인
665년8월에는 나가토(長門)에 성을 쌓고, 같은 시기에 망명한 백제인인 憶礼福留와 四比福夫를 쓰쿠
시(筑紫)에 파견하여 오노성과 기(椽)성을 쌓게 했다.
17) 佐伯有清, 『智証大師伝の研究』, 吉川弘文館, 1989 참조.
18) 平安
4464, 4482
참조.

遺文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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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8세기 후반부터 11세기 전반에 걸쳐 다자이후의 오노성에 설치된 사왕원의
존재는 사천왕이라는 동서남북의 수호자를 통해 신라라는 이국의 군사적 위협을 예방하는
것이었다. 또 오노성의 사왕원은 9세기 초(사료8)부터는 역병과 괴이 현상에도 효험이 있는
능력 있는 대상으로 신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오노성의 지명에는 사천왕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사방의 네 봉우리
마다 사당을 만들고 그 안에 사천왕상을 두어 승려 1인씩 거주하면서 기도를 전담하게끔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19)
산인도20)의 기사도 마찬가지다. 산음도, 즉 지금의 교토, 오사카, 효고(兵庫)현의 북부 일부
와 시마네(鳥取)현과 돗토리(鳥取)현을 아울러 이르는 지칭이다. 그런데 주지하는 것처럼 시마
네현의 행정구역에는 독도(일본에서는 다케시마)가 들어있다. 우리는 독도 문제를 근대 이후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고대의 산음도와 사천왕상의 문제를 보는 한 이전부터 중요한 지
역이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의 부속도서로 주장
하는 배경에는 고대 한반도의 신라를 적국으로 간주하고 그 신라를 제압하기 위한 정신적 표
상으로 사천왕을 체화시킨 것에서 그 전조가 보인 셈이다.

4. 결-'동아시아안전공동체'의 모색
현재 본인 연구의 주안점은 ‘인간’과 ‘공생’을 우선시하는 ‘인간안전’과 ‘안전공동체’에 미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은 또한 ‘재해의 교훈’ ‘재해연구의 협력’ ‘현장으로부터의 공생’
‘안전공동체의 추구’ 등이라는 그 간의 학술대회의 키워드들과도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리고 인간 사회의 ‘안전’에 대응하는 말은 ‘재해’ 혹은 ‘재난’만은 아닐 것이다. 그 외에도 ‘전
쟁’도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재난과 안전’은 ‘전쟁과 안보’와도 연관이
가능하다. 즉, ‘전쟁과 평화’는 ‘재난과 안전’과 표리관계에 있는 셈이다.21)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안전공동체론’은 동아시아세계의 공존･공생･공영을 위한 것이 되지 않
으면 안 된다. 이러한 목표에 어떤 정치적 의도나 불순한 사상이 개입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

】

關西大學 社會安全學部 편,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포스트3.11과 인간연구팀 옮김, 검증
3.11동일본대지진, 문, 2012.
외 지음, 일본의 대외위기론과 팽창의 역사적 구조, 제이앤씨, 2008.
김현구 외 지음, 한일 상호간 집단거주지의 역사적 연구, 경인문화사, 2011.

三上喜孝 앞 논

19)
, 의 문 참조.
20) 丹波国（京都府 중부, 兵庫県 동변의 일부, 大阪府 高槻市의 일부, 大阪府 豊能郡 豊能町의 일부）,
丹後国（京都府 북부） , 但馬国（兵庫県 북부） , 因幡国（鳥取県 동부） , 伯耆国（鳥取県 서부）
, 出雲国（島根県 동부） , 石見国（島根県 서부） , 隠岐国（島根県 隠岐島）을 이른다.
21) 宋浣範, 「『東アジア安全共同体論』序説-戦争・災害・災難-」, 金野純 編, 學習院女子大學
國際學硏究所叢書 『調和的秩序形成の課題』, お茶の水書房, 2016; ワンアジア財団 編 『アジア共
同体へ向かってー教育を通じた平和ー』, 芦書房, 2018; Edited by One Asia Foundation 『To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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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歷史 속의 災難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 安全共同體’>에 대한 토론
이충호(부산외대)
본 발표는 ‘공생·공영’을 위한 ‘인간안전’과 ‘안전공동체’ 결성을 주안점으로 하여 ‘동아시아
안전공동체’를 모색해 가는 것을 목표로,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의 ‘전쟁’을 일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을 통해 한일간의 교류방식을 역사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발표자는 먼저 2장에서 ‘한일 간의 교류방식’에 대해 백촌강 싸움, 임진전쟁, 청일전쟁을 예
로 들어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전장이 모두 한반도였다는 점, 결과적
으로 동아시아의 세력 재편이 발생했다는 점이 공통된 특징으로 특히 일본의 한국 침략이 일
본 국내 사정에 의해 결정된 사례가 많으므로 전쟁에 관한 일본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
해서는 일본에서부터 동아시아의 전쟁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 3장 ‘고대일본의 재난’에서는 덴표(天平) 연간의 재난으로 ‘가뭄’이라는 자연재난과 함
께 ‘신라정토준비’라는 인위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점을 사료를 통해 확인하고, 특히 당시 나라
시대의 사천왕신앙은 대표적인 호국신앙으로 이를 신라를 대상으로 하는 고대일본의 대외의식
과 연관에서 재고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료를 통해서 서해도 지역에서 다른 지역과 달
리 비교적 빠른 시기인 8세기 후반에 사왕원이 존재하고 사천왕법이 행해진 것은 신라를 의식
한 것으로 다자이후 오노성의 경우 대신라의 최전선으로 사왕원이 설치되고 사천왕법을 행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표자는 이상과 같은 역사기록을 토대로 고대의 산음도와 사천왕상의 문제를 보았을 때 서
해도 지역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는 고대 한반도의 신라를 적
국으로 간주하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정신적 표상으로 사천왕을 체화시킨 점에서는 그 전조를
보이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발표자의 제안처럼 ‘동아시아안전공동체’ 결성을 위해 동아시아 역사 속의 ‘전쟁’을 일본의
시선으로 재확인하는 것은 균형된 고대사 인식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며, 동아시아의 전쟁에
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특징들을 통해 일본의 역사인식을 파악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다.
여기서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이라는 재해를 일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동아시아안전공
동체’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참고할 만한 일본의 역사인식의 특징은 무엇
인지 보다 구체적인 발표자의 의견을 구하고 싶다.
그리고 이에 더해 발표자가 마지막에 제시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고대 일본에서의 대
신라인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일본의 역사인
식이 향후 ‘동아시아안전공동체’의 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
도 제시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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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평화와 문화교류를 위한 종교의 역할

조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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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작하는 말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가 순기능(順機能)을 발휘하여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해소하고
문화교류가 활발한 평화로운 지구촌 지구(地區)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종교는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하여 궁극적 의미와 해석을 제공해 주는 설명체계이기에 가장 복합적이며 총체적인
문화현상이다.”1) 그러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더욱더 현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객관적이고 냉
철하게 분석하고, 예언자적 통찰력(Prophetic Vision)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실천에
앞서가야 한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가 초래한 역기능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과 전쟁 등의 뼈아
픈 역사를 반성하고, 이제는 종교가 평화공동체 존속과 번영에 순기능을 제공한 전통을 계승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동아시아 지역을 평화지구(Peace Zone)로 만들고,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 본보기로써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샌드위치에 처한 한반도는 늘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었다. 지금 우리들은 조
상들이 고민하였던 것과 같이, 현재의 긴장된 상황에서 해법을 찾아 고심하고 있다. 선조들이
1) 노길명, 『한국 신흥종교 연구』, 서울, 경세원, 1996, 2001(2쇄)),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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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였던 것을 우리 역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여기서 한국의 종교인들이 나름대
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평화가 없이는 종교인으로서 설 자리가 없게 되기에
국가의 위기에 예언자적 통찰력으로 민감해야 한다. 한국인이면서 종교인으로서, 종교인이면
서 한국인으로서 현실 문제 극복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전쟁이 없어야 평화가 있게 되기에,
전쟁 발발의 적은 가능성이라도 염두에 두고서 국가 정책이나 국민들의 가치관 정립을 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네 가지를 전제로 한다. 첫째, 종교사회학(Sociology of Religion)의 범주
를 전제로 하고, 종교가 독립변수로서 사회변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면서 평화세계 구현에 앞
장서자는 것이다. 세속화 바람이 일면서 종교가 불필요한 것이라는 견해가 번지고 있으나, 필
자는 종교라는 제도화된 종교, 경성(硬性) 종교는 변화하더라도 종교성이나 영성(靈性)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전제를 갖는다. 둘째, “21세기는 종교가 가정과 사회에 스며들게 되어서
종교라는 형식이 사라질 것이지만 종교성은 개인과 가정에서 오롯이 실현된다.”는 종교용해론
의 견해를 따른다. 셋째, 제2의 축의 시대(The Second Axial Age)를 창출하는 효과를 만드
는 참종교(True Religion)가 되게 한다. 넷째, 영정지의(靈情知意)에 근거하여 종교문화교류를
통한 동북아시아평화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II. 21세기 종교 전망
1. 현대인의 종교 이해
종교가 현대인들로부터 중요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써 쇄신할 필요가 있다. 세속화에
밀려나서 외면당하는 종교에 대한 인식을 ‘참종교’(True Religion)로 대체해야

한다. “참종교

는 종교라는 전통적인 형식을 갖지 않지만 종교성 및 영성을 함의하고 개인, 가정, 사회, 국
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고 필자는 규정한다. 즉 제도적인 경성종교(硬性宗敎)로서
의 모습은 없지만, 자유로운 형식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가진 연성종교(軟性宗敎)로서의 영향
력을 계속 갖자는 것이다.
종교에 대한 현대인의 견해는 세가지이다. 첫째, 종교소멸론 및 종교무용론이다. 둘째, 종교
부흥론 혹은 종교존속론이다. 셋째, 종교용해론이다.
1)종교소멸론 혹은 종교무용론
이는 종교에 대한 부정적 견해이다. 마르크스가 “종교는 사회적 연막(煙幕, smoke
screen)이다.”2)라고 규정했고,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종교를 억압적이고 조작된 사회체제로 간
주한다. 즉 종교는 미래 구원이라는 환상적인 소원 충족 명목을 앞세워서 신도들을 피억압자
로 만들고 이성을 마취시킴으로써 불건전한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나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다. 종교는 웅장한 규모의 영사된 영상으로써 관중이 비현실적 비본질적인 것을 믿도록 미혹
시킨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 대신에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와 프로이드는
인류가 경제적 심리적으로 성숙기에 도달하면 종교가 사라질 것으로 예견하였다. 그리고 피터
버거는 지식사회학을 개척하면서 종교의 쇠퇴에 대해 언급하였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장구한 인류사에서 종교가 문화의 토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과학발전,
르네상스, 인본주의 및 무신론의 등장으로 종교와 무관한 문화나 생활양식이 대거 등장하여

2) Frank Whaling저, 이용범•이진구 공역, 『현대 종교학과 사회과학』, 서울, 서광사, 1994,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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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적 생활이 범람하고 있다. 종교문화는 밀려나고 있다. 이런 반응은 그만큼 종교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대한 반발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없게 된다는
종교무용론(宗敎無用論)이나 종교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는 종교소멸론(宗敎消滅論)을 주장하
면서 종교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없애려는 경향이 생겼다.
대다수의 인간은 종교인이면서 동시에 사회공동체 구성원이기 때문에 종교와 사회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종교’와 ‘사회’라는 두 개념에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근대화 이전 시대에는 종교가 사회변화에 주도적이었던 상태로써
종교가 독립변수(獨立變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는 종교에 무관심하거나 외면
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종교가 행하던 각종 복지혜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보험회사
들이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도 종교인 통계가 달라지고 있다.
2017년 1월 5일 한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 49,052,389명 중에서 종교를 가진
국민은

21,553,674명(44%)이고,

종교를

갖지

않고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국민은

27,498,715명(56%)으로 나타났다.3) 그 동안의 조사에서는 늘 종교인구가 실제 인구 숫자보다
중복체크로 인하여 더 많았는데, 작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무종교 및 비종교 인구가 종교 인구
를 초월하였다. 그만큼 종교가 현대인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실정이다.
‘2014 제너럴 소셜 서베이’ 분석에 따르면 미국인은 2012년부터 3년간 750만명이 종교를
떠났다. ‘종교를 선호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인구 4분의 1이 ‘관심이 없다’고 했다. 1990년
때까지 전체 인구 대비 무관심론자들은 한 자릿수였는데, 2014년에는 23%로 늘어났다. 한국
갤럽 보고서에도 10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종교인 비율이 4% 포인트 감소한 50%였다. 비
종교인 중 71%가 ‘종교가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비종교인이 종교인을 염
려하는 역설적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이 68%로
서 30년 전보다 20% 이상 증가하였다.”4)
이상의 통계가 주는 의미는 세계적으로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막론하고 종교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일종의 종교 위기 상황이다. 이런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바꾸는 종교인의 지혜가 필요하다.
2)종교부흥론 혹은 종교상존론
인간사회가 변해도 종교는 여전히 있게 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종교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세속적인 삶 속에서 부단히 초월적이며 성스러운 존재를 찾고, 거룩한
백성(Holy People)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 과정에서 종교가 역할을 하게 된다.
프랑스 혁명 시기에 활동한 뒤르켐(Durkheim)은 “종교란 성스러운 사회적 접착제((social
cement))이다. 즉 격리되고 금지된 것과 관련된 신앙과 행위의 통합 체계로서, 그것을 준수하
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불리는 하나의 도덕적 공동체로 통합시킨다.”5)라고 하였다. 그는
창조주, 신, 천국과 지옥 등의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 단지 아노미(Anomi) 상태에 있는 사회
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하여 종교가 성스러운 가치관을 제시하면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
였다.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homo
3) 종교를 가진 자를 세분하면, 불교 7,619,332명, 개신교 9,675,761명, 가톨릭 3,890,311명, 원불교
84,141명, 유교 75,703명, 천도교 65,964명, 대순진리회 41,176명, 대종교 3,101명, 기타 98,185
명이다.
4) 《매일종교》. 2015.5.30. 1면.
5) Frank Whaling저, 이용범•이진구 공역, 앞의 책,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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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sus)”6)라고 규정하며 인간은 선천적으로 종교성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그는 세계
의 여러 종교들을 고찰하면서 영적인 존재, 초월자, 등이 실존한다고 보았다. 종교는 문화적
창조(cultural creation)와 인간의 변용(modification of man)을 함의하며, 중요한 몫을 갖는
다는 것이 그의 종교 이해이다.
로버트 닐리 벨라(Robert Neelly Bellah)는 로버트 벨라는 뒤르켐의 입장과 종교진화론에
서 현대사회에 형식화된 기존의 종교 대신에 새롭게 등장한 시민종교를 주장하였다. 예로써
종교성과 국가 정체성이 결합된 상태인 미국의 종교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래서 제도와 형식
을 강조하는 경성종교 대신에 형식이 없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역할을 하면서 인간이
거룩해지려는 노력이나 영성 추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공민종교, 시민종교’(Civil Religion)이라고 한다. 시민 종교는 내세에 대한 아이디어나
신비적인 경험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오로지 현세에 대한 실질적 관심으로 한정 된다. 다
양한 국가적 상징과 역사적 사건들은 종교적인 것과 유사한 경외와 헌신을 유발하며 사회적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로써 미국인은 국가(國歌, God bless America)를 부를 때에 거룩함 혹은 영성을 충족한
다.7) 이와 유사하게 일본은 260년간 지속된 도쿠가와 막부시대를 끝내고 1868년에 메이지유
신체제를 시작하면서 천황제를 내세웠다. 일본은 서양 선진국이 기독교를 중심한 국가체제로
써 발전한 것을 모방하면서 천황을 중심한 존황국체론(尊皇國體論)을 강조하였고, 신도(神道)
를 국가신도로 격상하였다. 종교 대신에 천황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상징성을 부여하고
정신적 구심점을 만들었다.8)
뒤르켐과 벨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굳이 하나님이나 신의 존재 설정을 할 필요가 없더
라도 인간이 살다보면 공동체를 이루고, 자연히 성스러운 어떤 내용을 추구하면서 질서를 유
지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만물의 영장(靈長)으로서 영성 충족 욕구는 영원히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엘리아데는 처음부터 신적 존재, 거룩하고 초월적인 영역을 전제로 하면서
종교의 상존(常存)을 강조한다.
3)종교용해론
종교용해론은 문선명선생의 21세기 종교전망에 대한 내용을 압축하여 필자가 정리한 단어
이다. 즉 제도화된 경성종교은 사라지지만, 연성종교 형태로써 종교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내재하면서 인간에게 종교성 혹은 영성을 충족해 준다는 것이다. 즉 종교성 혹은 영성
이 제도화된 종교에서 벗어나서 가정 안에서 내재하면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선
명선생은 1954년 5월 1일에 세계기독교통일신렵협회(통일교회)를 창립할 때부터 빨리 종교 간
판을 내려야 할 때가 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침내 그는 1997년 4월 10일부터 대내외적으
로

통일교회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世界平和統一家庭聯合,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이라는 교단의 명칭으로 공식적으로 변경하였다.5) 21세기는
경성종교(硬性宗敎, 제도, 형식, 성직자, 공간)가 사라질 것을 예견하면서 다양한 연성종교(軟
性宗敎)시대 도래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연성종교문화콘텐츠 개발의 중심에 가정이 자리하고
있다. 즉 가정을 중심한 종교성과 영성 충족을 강조하였다. 예로써 1997년 10월 13일에 제정

6) http://cafe.daum.net/midangliterature/cZbd/164
7) https://ko.wikipedia.org/wiki/%EB%
8) 이기용, ‘메이지유신과 근대한일관계의 변용’, 한일관계사학회 학술회의, 『메이지 유신과 한일관계의
변용』 (한일관계사학회, 2018.10.13.), 3-16쪽.

- 69 -

한 훈독회(訓讀會)가 있다. 이는 가족들이 시간을 정하고 진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2. 참종교와 제2의 축의 시대
21세기를 참종교로서 제2의 축의 시대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새천년의 여명기인 지금은
‘제2의 축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종교와 종교인을 필요로 한다. 인류문화사를 보
면 지금으로부터 약 2600-2400년경에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종교 문화가 형성되었고, 인
간의 생활에 큰 변화를 주게 되었다. 그 시대에도 위기가 있었으나, 종교가 출현하여 이를 극
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새 사상, 새 문화, 새 문명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종교문화 중심으
로 장구한 역사를 분석한 칼 야스퍼스(1883-1969)가 ‘축(軸)의 시대’(Axial age)라고 불렀다.9)
그 시기는 넓게는 B.C.900-200년 사이였고, 세계의 4지역에서 인류의 정신에 자양분이 될 위
대한 사상과 전통으로서 유교, 도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그리스의 철학적 합리주의가 생겼
다.
이 제1의 축의 시대에는 기록 역사 가운데 지적, 심리적, 철학적, 종교적 변화가 가장 생산
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로부터 중세기의 과학과 기술 개발로 근대를 창조한 ‘서구의 대전환’ 이
전까지 이에 비길만한 시대가 없었다. 그러니까 약 B.C.600년부터 중세기까지 2천년을 지배해
온 사상과 문화와 문명이 제1축의 시대의 영향을 받아왔다.
이 축의 시대에는 예언자, 신비주의자, 철학자, 시인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들의 사상이 대중
화되어 인류 전체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강자의 약자에 대한 약탈이 자행되던 원시 종교
문화 형태에서 평등과 복지를 추구하는 고등 종교 문화로 탈바꿈하였고, 사회 변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축의 시대에 발전한 다양한 종교전통들은 인간 의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강
한 의지를 보였고, 인간 존재의 내면 깊은 곳에 잠겨 있는 초월적 차원을 발견했다. 그 경험
이 새로운 종교문화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 차원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침묵
이나 참선 문화 형태로도 발전하였다.
근대에 들어서 종교가 중심에서 배제되고 정치와 무력과 경제력을 중심한 평화공동체 운동
이 르네상스와 근대화 이후로 추진되어 왔으나 역시 궁극적 해법은 미궁에 빠져 있다. 이제
인류는 지쳐있고 허탈과 불안에 빠져 있고, 올바른 기능을 못하는 종교에 냉소적이다. 한반도
에는 여전히 긴장이 고조되고,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의 본연의 역할을 하는 참종교가 출현하여 한반도 위기를 극복해야 한
다. 참종교는 경성종교 유형이 아니라 연성종교 문화콘텐츠를 최대한 발휘하는 형태이다. 비
록 종교마다 평화를 지향하고 강조하는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교리와 깨달음의 근본은
궁극적으로 평화공동체 구현을 지향한다. 여러 종교들이 연합하여 ‘제2의 축의 문화’를 창안하
고, 신도들은 종교평화와 세계평화를 여는 평화유전자(Peace DNA)를 가진 평화일꾼들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종교문화교류 증가를 통한 평화공동체 구현을 종교인들이 연합하여 앞서서
제시해야 한다.
본 고찰의 주제가 되는 ‘종교문화로써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구현’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주
어져 온 대명제이지만 특히 작금의 혼란스런 한반도 주위 정세에서 종교인의 각오와 결단이

9) Karen Amstrong, The Great Transformation, 정영목 역, 『축의 시대』, 서울, 교양인, 2010,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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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요청된다. 타고르(Rabindranath Tagor)10)가 칭찬한 동방의 등불, 세계를 비추는
행복의 빛, 진리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 한국 종교, 한국종교인들의 심기일전이 요청된다.

3.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참종교의 요청
한반도에는 핵무기와 각종 군사 무기 제거 여부와 관련하여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
도가 갖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우리 조상들은 늘 외침을 받아왔고,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왔다. 그래서 긴장 상태가 습관이 되어서인지, 외국에서 볼 때에 한반도가 핵무기로 인하
여 큰 일이 난 것 같은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태연하게 잘 살고 있어서 오히려 세계를 놀라
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우리는 태평스럽게 살 수만은 없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평화
로운 한반도를 이루고,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가 주위국가들을 평화의 국가들로 결합시키는
평화시멘트(Peace Cement)가 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숙명이다.
“평화(平和,peace)는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없이 국내적 및 국제적으로 사회가 평온하고 화
목한 상태이다.”11) 평화는 좁은 의미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현대적 평화 이해는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써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완전(完全)한 상태이다. 이것은 용어는 다르지만 각 종교가 꿈꾸어 왔던 이상적 사회와
국가의 경지이다. 노르웨이 평화학자 요한 갈퉁(Johan Galtung)은 그의 저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에서 평화를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 그리고
갈등을 비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구분하였다. 당연히 종교
는 적극적 평화 구현에 앞서야 한다.
‘간디’는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정의가 구현된 상황으로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진정한 평화는 단지 긴장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
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했다. 스위스의 진보적 사회학자인 장 지글러도 테
러리스트들의 대부분이 가난과 좌절로 인해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 빈민출신이라는 사실을
근거를 제시하면서, 평화는 테러와의 전쟁이 아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부요한 사회가 건설
될 때에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평화의 한자어 平和를 파자하면 밥을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것, 밥상공동체 식구 의식을 공유하면서 공생공영하는 것이다.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중에서 당연히 우리는 한국 국민, 한국종교인으로서 적극적인
평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종교가 먼저 왕성한 문화교류를 통하여 평화 구현을 위
한 역동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종교평화가 없이는 세계평화가 이뤄질 수 없다”12)는 한
스 큉(Hans Küng)의 견해를 전제로 하고, 유네스코(Unesco)와 갈퉁(Johan Galtung)이 선언
한 ‘종교가 평화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선언을 우리는 신중하게 수용해야 한다.
필자는 종교가 문화교류 증가를 통한 평화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게 될 때에 참종교(True
Religion)로서 명성을 회복할 것을 강조한다. 종교무용론과 종교쇠퇴론 및 종교에 대한 외면
과 냉소를 극복고서 참종교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것을 필자는 염두에 둔다. 참종교는 이전과
같이 제도화된 종교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참종교는 종교의 속성인 신성한 힘
(Sacred Power)으로서 세속사회를 이끄는 평화 일꾼(Peace Worker)으로서 위상을 갖게 하
는데 종교인이 앞장서는 것이다. 그리하여 종교성 및 영성을 개인이나 가정 단위로 함양하면
10) 타고르(1861-1914), 인도의 시인, 노벨 문학상 수상(1913)
11) 신기철•신용철, 『새 우리말 큰 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1989, 1992, 3540쪽.
12) Hans Kung, Projekt Weltethos, 안명옥 역, 세계 윤리 구상, 왜관, 분도출판사, 1992, 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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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류대가족(One Great Family) 구현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참종교로서의 역할
강화에 대한 제안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이런 가능성이 이미 제기되었다.
20세기 말엽에 이르러 21세기를 평화의 시대로 맞는 준비를 하면서 종교문화 콘텐츠를 중
심하고 평화세계를 지향할 수 있다는 선언과 제안이 있었다. 한스 큉은 “평화를 심는 종교로
서 평화를 확산시키고 촉진시켜야 하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13)고 제안하였다. 갈통은
“21세기를 위한 평화 정책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분류하면서 종교가 문화 분야
에서 기여할 것을 촉구하였다.”14) 유네스코는 21세기를 맞기 위하여 1994년 유네스코 집행위
원회 제145차 회의에서 ‘평화의 문화 구축을 위한 시론’을 선언하였고, 1995년 총회 제28차
회의에서 ‘평화의 문화를 향하여’ 프로젝트를 채택하였다. 평화문화의 동반자들 중에서 종교의
역할과 관련하여 마르티(Felix Marti)는 “종교는 평화의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갖는다.”15)라고 하였다. 위대한 종교적 가치들의 신성함과 비폭력의 지혜를 부각시켜서 폭력
의 정신을 무력화시키는 종교문화콘텐츠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4.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참종교의 역할
1)신인본주의와 영정지의(靈情知意)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보통 인간의 정의를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 ‘놀이하는 인간’(Homo Ludens), ‘축제를 즐기는 인
간’(Homo Festivus), ‘지혜를 가진 인간’(homo sapiens),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homo
faber) 등으로 규정한다.”16) 본 고찰에서는 ‘종교적 인간’을 주요개념으로 채택한다. 인간은
본성적 선유적으로 종교적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즉 매일 영성이 충만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될 때에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생래적 본성적으로 영성
을 갖고 태어나게 되고, 지상에서 육신을 갖고 살면서 영성을 잘 키워서 온 인류가 함께 통일
과 평화와 행복이 충만한 지구촌대가족공동체를 이루는 거룩하고 고상한 존재(Holy Being)이
다.
본 고찰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종교적 인간이 되기 위하여 영정지의 4 가지 요소에 균형
을 갖추자고 강조한다. 중세시대에 대중화된 신본주의는 영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결점이 있었
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인본주의가 출현하여서 지정의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신본주의와 인본
주의는 여전히 단점을 갖고 있어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그 대안이 신인본주의(神人本主義,
Theohumanism)이다.
종교계에서 제시한 기존의 다양한 평화를 위한 방안이 있지만, 필자는 영정지의(靈情知意)
로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제기한다. 이는 인간이 갖는 인식 혹은 문화의 범주가
되는 토대를 기존의 지정의(知情意)에서 영정지의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중세가톨릭을 중심한
신본주의(神本主義, Theocentrism)에서 실망과 싫증을 느낀 이후에 제기된 인본주의(人本主
義, Humanism)에 근거한 지정의를 토대로 한 문화는 인성과 도덕성의 고갈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사회는 더욱 피폐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필자는 신본주의와 인
본주의를 결합하여 신인본주의에 근거한 영정지의를 강조한다. 즉 인간은 본래적으로 종교적

13)
14)
15)
16)

위의 책, 151쪽.
Johan Galtung,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도서출판 들녘, 2000, 29쪽.
하영선, 21세기 평화학, 서울, 도서출판 풀빛, 2002, 313쪽.
이은봉, 『놀이와 축제』, 서울, 도서출판 주류, 1982,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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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며 영성을 갖고 태어나고 살아간다는 기본 전제를 갖는다.
2)평화 영성(Peace Spirituality) 계발(啓發)
종교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는 비폭력으로서 혁명적 사상이다.”17)는 주장을 효과적으
로 선구자의 입장에서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럴 때에 참종교의 위상을 갖게 된다.
종교가 갖는 신성한 힘, 신비의 영역, 초월적 부분이 영성이다. 영성이 뭐냐에 대해서도 의
견이 다양할 수 있다. 영성(靈性, Spirituality)은 문맥에 따라 세 가지로 정의된다. “궁극적
또는 비물질적 실재(實在, reality), 자신의 존재의 에센스(essence, 정수)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내적인 길(inner path), 의거하여 살아야 할 준칙으로서의 가장 깊은 가치들과 의미이
다.”18) “신령스럽게 총명한 품성이다.”19) “영성은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
계를 통하여 서로 소통하고 하나됨의 길을 추구하는 경향성이다.”20)
기독교에서는 영성을 강조하고, 불교에서는 불성(佛性), 가정연합에서는 심정(心情,Heart)이
란 단어를 강조한다. 이처럼 종교마다 용어는 다를지라도 공통된 인간 속성과 욕망으로서 영
성의 개념이 교리에 내재한다. 즉 ‘각 종교마다 추구하는 최고의 존재(하나님, 창조주, 신, 절
대자, 종교 창시자 등)가 바라는 뜻에 맞추어서 살고자 하는 신앙인의 삶의 콘텐츠가 영성이
다.’고 할 수 있다.
정지의 3요소에다가 영성을 첨가해야 온전한 인간 생활의
지침이 된다. 이상적인 영정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그리
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실현 방안도 영성, 감
성, 지성, 사회성과 관련하여서 적절하고 유익하고 효과적인
콘텐츠를 계발해야 할 것이다.
3)평화 감성(Peace Sensibility) 계발
평화 감성은 인간애나 가족애로써 함께 평화공동체를 지향하려는 태도이다. “감성(感性)의
의미는 느끼는 성질 혹은 감각이나 지각에 의하여 불러 일으켜져 그것에 지배되는 심적 체험
의 전체 또는 인상을 받아들이는 힘이다.”21) 우리는 인류 전체를 대가족으로 여기고 수용하는
열려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평화 감성의 출발이고 토대이다. 평화 감성은 평화를 추
구하는 강렬한 마음가짐이며, 실현 과정에서 요구되는 아픔이나 희생도 감내할 용기를 갖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동족의식 강조도 유효하다. 한국 일본 중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섞여서 살았다. 즉 현재 우리들의 조상을 살펴보면 우리들은 원
근의 친척 관계이다. 따라서 평화 감성을 계발하여서 공동의 조상을 가진 후예임을 각인하고,
그만큼 심리적으로 공생공영하려는 욕구를 분출시켜야 한다.
4)평화 지성(Peace Intelligence) 계발
평화 지성은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전
문가 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전문가가 될 정도로 동북아 정세와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고도
17)
18)
19)
20)
21)

Johan Galtung 저, 강종일 외 4인 공역, 앞의 책, 580쪽.
https://ko.wikipedia.org/wiki/ (2018.8.15. 검색)
신기철•신용철, 앞의 책, 2392쪽.
조광봉, 통일영성의 이해, 가평,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05, 19쪽.
신기철•신용철, 앞의 책,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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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를 익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부 수집 및 분
석에 따라서 투명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평화와 통일은 결코 어느 특정인만이 독점하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주요 관
심사가 되어야 하고, 모두가 수준 높은 차원에서 전문가에 근접할 때에 잘못된 사상 체계인
이데올로기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세계사에서는 많은 이데올로기가 출현하여 혹세무민한
경우가 많았다. 현대에는 다양한 과학적 매체로써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기에 이데올로
기가 더 많이 출현할 수도 있고, 또 이와 달리 올바른 사상과 문화 체계의 확립이 될 수도 있
다. 우리는 당연히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전철을 반성하면서 종교가 평
화 지성 계발에 앞서야 할 것이다.
5)평화 사회성(Peace Sociality) 계발
평화사회성은 평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실제적인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창안하고 실천하
는 것이다. 종교인이 종적으로 거룩함을 체험하고 나면, 횡적으로는 비움과 나눔과 공생공영
의 비전 실현에 앞장서게 된다. 이런 종적 횡적 특징이 하나로 결합되는 순간이 예배 혹은 예
불이다. 예배나 예불은 섬김의 대상(하나님, 신, 부처, 알라, 절대자, 창교자 등)을 향하여 최
상의 것을 봉헌하면서 일체가 된 황홀(恍惚, Ecstasy)한 경지를 체험한다. 그런 후에 횡적으
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생활문화를 공유한다. 이런 종교의 본질이 있기에 나눔과 섬김을 필요
로 하는 평화공동체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평화 실천
문화를 낳는데 유리하다.
종교계가 종교문화교류 증가를 통한 초국가적 평화공동체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물론
실천 과정에서는 자기 것을 먼저 내어주고 희생해야 하기에 ‘평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거룩한
고통인 성고’(統一聖苦, Holy Suffering for Peace Community)가 따른다. 현실에 적극 참
여하여서 빛과 소금, 민중의 지팡이의 역할을 할 때에 참종교로써의 이미지가 향상될 것이다.
그래서 종교인이 성고를 감당할 분명한 통찰력과 의지를 갖고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현에
앞서야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좋은 프
로젝트나 프로그램에 적극 관심을 갖고 동참하여 평화공동체를 향한 전진을 해야 할 것이다.
종교계가 큰 프로젝트의 동향이나 미래전망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세계가 주목하고 벤치마킹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와 국외 수출에 우리가 앞서
야 할 것이다. 경이로운 한강의 기적을 낳은 새마을 운동을 중국의 오지나 동남아 등으로 확
산해야 할 것이다. 선교사나 포교사가 파송될 때에 경제적 자립 방안을 대동한다면 낯선 곳에
서 환영을 받을 것이다. 평화는 밥을 나누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자.
예로써 선문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한 꾸무 룽굴라는 콩고에서 새마을 운동을 접목시켜서
지역주민을 잘 살게 만들었고, 그 실적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는 한국에 있을 동안에 새
마을 운동에 가입하였고, 세계로 새마을 운동을 소개하였고, 자기 고향에 성공 사례를 남겼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말 현재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위하여 한국을 다
녀간 외국인은 133개국 45,375명이고, 합숙 훈련을 받은 사람은 72개국 2260명이었다.”22)
(2)한일해저터널 프로젝트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한일해저터널의 시추 작업은 있었
다. 과학적인 기술도 충분하다. 그러나 국가 사이의 감정 대립, 정치적 득실 관계 등으로 인하
22) The Association for Saemaul Undong Studies, Saemaeul Undong in the Globalizing
World, Nov. 10-11. 2008,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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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부작용도 있겠지만, 거시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에서 보면 이익이
더 많다. 미시적 문제를 넘어서 초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조명을 해야 할 것이다.
신장철 숭실대 교수는 한반도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실현 국제심포지엄에서 “한일해저터널
이 동북아 통합물류 시스템 구축, 경제공동체 형성, 갈등 요소 극복, 남북한 통일시대 조기 실
현 등의 장점이 있다.”23)고 강조하였다. 일본의 나가노 신이치로 대동문화대학 교수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일한중 3국이 연계하여 경제규모를 합하면 세계시장의 21%를 차지하게 되어 아
시아시대를 대비하는 대안이 된다. 경제적으로는 일한중의 3각 관계를 갖고, 정치적으로는 일
한미의 3국 관계를 유지하자. 한일 사이에 년간 1천만명 이상이 주로 비행기를 이용하여 왕래
한다. 해저터널이 생기면 자동차를 통하여 물자와 사람의 왕래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은 확실
하다. 왕래를 많이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평화공동체 형성으로 가게 된다.”24)
(3)다문화가족 증가
분노, 망가진 자존심, 원수 등의 감정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양가의
가문이 자녀의 결혼을 허락하는 것이다. 이미 세익스피어가 1597년에 쓴 소설 『로미오와 줄
리엣』은 원수 사이에 있던 이탈리아 명문 몬타규 가문의 로미오와 케풀렛 가문의 줄리엣 사이
의 애절하고 비극적인 사랑을 다루었다. 이는 결혼이 평화창출 효과에 아주 크다는 것을 증언
하였다.
문선명선생은 세계평화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하면서 특히 국제축복결혼식
을 통하여 국가 사이의 원수 감정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물론 다문화가족의 삶에는 애환이
있다. “다문화가족(Multicultural Family)이란 결혼이민자 여성과 한국인 배우자, 그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한다.”25)
국제결혼 가정 부부 사이의 문화적 갈등도 있지만, 고부 사이에 한일간 민족 감정이 내재하
는 경우도 있다. “어느 일본인 며느리는 시아버지로부터 10년간 무시와 구박을 받았지만 마침
내 해원하였다. 이들의 속죄로 평화세계 구현이 앞당겨지게 된다.”26)

문선생은 “보복의 악순

환은 끊어지지 않았다. 맞는 자가 이긴다는 원칙이 지켜지면 궁극적인 평화와 해방이 성취될
것이다.”27)라는 신념으로 개인적으로 닥친 많은 오해와 박해와 고난을 극복하였다. 그는 다문
화가족이 겪을 아픔을 예상하면서도, 먼저 맞는 거룩한 고통인 성고(聖苦)를 겪어야 한다고 제
자들에게 강조하였다.
문선생의 사상을 따라서 국제결혼을 한 통일교회 및 가정연합 신도들은 한국에서 살면서
모범 가정을 이루어 칭찬을 받는다. 1990년초반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상, 장관
상, 시장상, 군수상, 기타 자치단체장상 등을 받은 수상자는 총646명이다. 이들은 외국인이면
서 한국의 충효사상에 감동을 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연합의 한-일 다문화가족(남편 한국인, 아내 일본인)은 일반 다문화가족에 비해 사회적 문
제점이 적은 것으로 평가받았다.28)
23) 신장철, ‘왜 지금 한일터널인가? 현주소와 정치 경제적 효과’, 「한일터널의 동북아시아 파급효과」,
2017.12.11. 국회의원 제1소회의실, 10-19쪽.
24) 나가노 신이치로, ‘한일터널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 「한일터널의 동북아
시아 파급효과」, 2017.12.11. 국회의원 제1소회의실, 26-39쪽.
25) 이종복 외 공저,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서울, 양세원, 2012, 217쪽. 2011년 4월 4일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인지·귀화)도 다문화
가족에 포함된다.
26) 문선명,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서울, 김영사. 2009, 248쪽.
27) 황선조, 『천일국시대의 참주인』 제9권, 서울: 성화출판사, 2008, 52쪽.
28) 김명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일 다문화 가정의 부부 갈등 개선 연구」 (아산: 선문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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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는 종교적 이유로 입
국하는 경우가 많았다.”29) 그 절대다수가 문선생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국인과 결혼한 일본 여
성들이다. 한ㆍ필리핀 가정은 2,433가정, 한국ㆍ태국 300가정, 한국ㆍ몽골 100가정, 한국ㆍ중
앙아시아 200가정으로 집계된다. 가정연합 본부에서 파악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숫자는
15,651명으고30), 가정연합과 다문화평화연합, 한ㆍ필 부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숫자를
합산하면, 총 20,547명이다. 이 중에서 중앙아시아와 몽골, 서양권 다문화가정 자녀의 숫자는
정확하게 고려되지 않았으니, 실제로 더 많은 이들이 있을 것이다.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ㆍ일 다문화가정 자녀 총 17,195명인데, 가정연합의 한ㆍ일 다
문화가정 자녀는 15,800명으로 91.9%로 해당하여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한다.31) 그리고 가
정연합의 한ㆍ일 다문화가정 자녀는 가정연합의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에서 74%를 차지한다.
(4)6자 구도의 균형
한국은 숙명적으로 강대국 틈새에 기어 있어서 생존을 위한 지혜가 요구된다. 따라서 6자
관계의 정립을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한국, 일본, 미국의 국
제적 견고한 유대가 필요하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종교계 혹은 종교인으로서 보면 종교자유를 충분히 허락하는 한미일(韓美日)
3국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종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빛은 소망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연성적(軟性
的) 차원의 시혜(施惠)이다. 그러나 소금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 이는 곧 정의(正義)를 구
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의 구현에서 종교의 자유 허용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한국은 우선적으로 일본과 미국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조성을 해야 한다. 그런 후에
북한, 중국, 러시아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을 수
도 있겠으나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종교자유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5)다양한 종교문화콘텐츠 교류
종교계는 희생, 봉사, 비움, 나눔과 섬김의 차원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템과
프로젝트를 창안해야 한다. 이익 추구가 아닌 인간성 공유, 인류한가족 개념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야 한다. 예로써, 종교인의 왕래, 명절과 축제 기간에 상호 초청 및 교류, 유학생 양
성, 자전거를 활용한 피스로드 활성화, 탈북자 후원, 자매결연, 문화예술 인적 자원 교류, 평
화와 통일 전문가 양성, 여성종교인의 적극적 활동, 종교평화 헌장 선언 등이 있다. 50년 역
사를 갖는 한국종교협의회가 이미 많은 평화구현 관련한 실천콘텐츠를 실시한 것이 많이 있
다.32) 이들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한미일 주민 자매결연 맺기, 한미일 종교인들이 북한 중국 러시아 주민과 평화 통일 염원
기도 및 방문, 의료봉사, 종교청년 봉사단, 통일기원 걷기 대회, 축구공 및 배구공 후원, 文具
보내기, 농기구 보급(리어카, 자전거, 쟁기 등), peace road, 문화예술 교류, 자매결연, 탈북
자 후원을 통한 평화 역군 양성, 컴퓨터와 외국어 가르치기, 등 물리적 인적 차원의 활발한
학위 논문, 2018.08), 24쪽.
29) 김승권 외, 「2009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정책보고서」, 2010년 6월, 132쪽.
30) 가정연합 소속 한국다문화평화연합 선교사회 자료
31) 행정자치부,「2015년도 결혼이민자 자녀 현황(행정자치부, 2015년 1월 1일 기준)」, http://www.liv
einkorea.kr/homepage/kr/multidata/statisticsFamily(검색일: 2018. 3. 10).
32) 한국종교협의회, 『한국종교협의회 50년 50사』, 서울, 성화출판사,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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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등이 있다. 한국종교협의회가 이미 많은 평화통일과 관련한 실천콘텐츠를 실시한 것이
많이 있다.33) 이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V. 맺는 말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평화세계 구현에 아주 중요하다. 특히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상에 있다. 한반도가 갈등과 분쟁과 전쟁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이
와 달리 화해와 협력과 평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우리는 후자를 택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계가 적극 현실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였다. 국가가 없는 종교는 설 자
리를 잃게 된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에 종교도 적극 활동을 해야 한다.
필자는 참종교, 영정지의, 신인본주의, 제2의 축의 시대, 등의 새 개념으로써 동북아시아 평
화공동체 구현에 종교가 앞장 설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평화영성, 평화감성, 평화지성, 평화
사회성 계발로 세분하였다.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에 동참, 한일해저터널 프로젝트, 다문화가족
양산, 6자 구도의 균형, 다양한 종교문화콘텐츠 교류 등을 제안하였다. 평화통일운동 프로그램
실천에 앞장 설 때에 참종교써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좋은 이미지가 확산되어 외면당한 종
교에서 주목받는 종교로의 전환이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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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평화와 문화교류를 위한 종교의 역할>에 대한 토론
강명호(선문대)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와 동북아정세, 국제정세 등이 ‘평화’라는 화두 속에 첨예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 상황에서 직간접적으로 상관관계에 놓인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와 국민
들 모두가 평화로운 해법들을 궁구하고 있는 가운데 조응태교수님께서 그 평화구축의 한 축을
담당할 종교의 역할을 연구하고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높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러 대내외적 원인으로 인해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 종교위기 극
복의 방안으로 새롭게 종교의 방향성과 역할을 제시한 것 역시 높이 평가할 점이라 여겨집니
다. 이러한 귀한 논문의 논평을 맡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글의 목적을 발표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종교(종교인)가 역기능적 역할
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순기능의 전통을 계승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해소하고 문화교류를 활성화시켜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것입니다.
우선 종교(종교인)가 국가와 사회현상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독립변수’로서 그 사회와 국가
의 긍정적인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종교무용론(소멸론)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세기에도 제도화된 경성종교(硬性宗敎)의 그 꼴들은 유연하게 변
하더라도 ‘종교성이나 영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는 ‘종교상존론’을 지지합니다. 앞으로도
경성종교에서 형식이 없는 듯하지만 인간이 거룩해지려는 노력이나 영성 추구의 욕구를 충족
시키며 종교의 역할을 다하는 연성종교(軟性宗敎)로 나아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발표자께서는
그 연성종교의 방향성을 종교성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스며들어 오롯이 실현되어지는 ‘종교
용해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 발표자께서는 종교의 역기능으로 인한 종교무용론의 위기극복의 방안으로
써, 종교의 순기능을 다하는 종교로써,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종교의 방향성으로써 ‘참종교’를
제안합니다. 종교가 현대인들에게 중요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종교, 종교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종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적인 형식을 갖지 않지만 종교성 및 영성을 함의하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참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참종교는 자유
로운 형식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가진 연성종교로서의 영향력을 갖습니다.
과거 ‘제1의 축의 시대’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재현되어 ‘제2의 축의 시대’로 창출되어지고,
그러한 효과를 창출하는 종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참종교는 그러한 제2의 축의 시대를 창출
하는 종교, 제2의 축의 문화시대에서 중심 역할을 할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참종교는 소극적
평화구현을 넘어서 적극적 평화구현에 앞장서는 종교요, 종교적 가치들의 신성함과 비폭력의
지혜를 부각시켜서 폭력의 정신을 무력화시키는 종교문화콘텐츠를 발전시키고, 이러한 문화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평화공동체 구현에 앞장서는 종교라고 전합니다. 종교가 이러한 참종교의
모습을 갖추고 참종교의 역할을 다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발표자께서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실현 방안으로 영성, 감성, 지성,
사회성과 관련하여 콘텐츠를 계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간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결합한
신인본주의(神人本主義)에 근거하여 지정의란 마음의 기능 위에 영성을 더하여 ‘영정지의(靈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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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意)’를 가진 ‘종교적 인간’으로서 평화 영성, 평화 감성, 평화 지성, 평화 사회성을 계발하기
를 희망하고, 종교가 그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또한 그러한 활동에 동참하고 교류하
기를 제안합니다. 그 한 예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표자께서 현대 종교, 종교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가볍지 않다고 여겨져 한 명의
종교인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대 종교가 나아갈 방향과 역할 및 동아시아인으로서
혹은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종교인들이 갖추고 추진해야 할 역할 제안에 크게 공감하
면서 한편으로 많은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된 글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궁금함을 여쭙고자 합니다.
1. 발표자께서는 ‘종교용해론’을 종교무용론(소멸론), 종교부흥론(상존론)과 구별하여 새로운
개념적 용어로 정리하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부흥론(상존론)의 한 흐름, 즉 경성종교
가 아닌 연성종교의 형태로 존속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를 특별히
‘종교용해론’으로 개념화해서 구별하여 정리한 데에는 발표자의 어떤 깊은 의도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어떤 학자들의 담론에서는 ‘제2의 차축의 시대’가 한국 신종교의 교조들이 출현함과 더불
어 시작되었다고 보고, 이를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로 보기도 하는데, 이러한 견해
와 발표자님의 21세기 ‘제2의 차축의 시대’ 운동 제안과는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발표자께서는 종교인으로서 현실문제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에서 종교(종교인)가 국
가 정책이나 국민들의 가치관 정립에 기여하는 방향의 역할, 적극적 평화구현에 앞장서는 역
할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종교(종교인)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나 사회참여의 역할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는데, 종교(종교인)가 ‘독립변수’로서 정치참여 혹은 사회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 79 -

근대 항구도시의 외래 공연문화
신근영
(고려대)

目 次

론

1. 서

항구도시에 등장한 외래 공연문화
3. 국제적 연합공연단의 흥행
4. 결론
2.

1. 서론
급변하는 해양루트의 영향력으로 동아시아의 항구도시들은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갔
다. 1883년 인천개항 이후 일본-한국-중국을 잇는 공식적인 항로가 개통되었는데, 이전 고베
-나가사키-상해를 연결하던 항로는 1886년 일본우선주식회사(日本郵船株式會社)에 의해 고베
-부산-인천-옌타이(煙臺)-톈진(天津)을 기항하는 항로로 변경되었다. 몇 년 후에는 러시아 블
라디보스토크-상하이 항로가 개설되면서 원산, 부산, 나가사키, 옌타이도 기항하는 등 러시아
기선도 중국과 조선의 항로에 참여하게 되었다.
근대가 만들어낸 항구도시의 부두에는 상점, 호텔, 은행 등의 건물이 들어섰고, 건물 형태도
빠르게 변화했다. 도시 구조와 규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인종이나 지역의 기
능에 따라 지리적 구분이 일어나는 등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다양한 생산물이 산지
에서 모이고 교역지로 운반하기 위한 바다 네트워크가 도서지역 간에 발달하는 양상과 상품을
운반해온 상인들의 임금이나 보수, 교환품으로서 다양한 상품들이 거래되면서 근대 도시문화
의 저변이 뚜렷뚜렷하게 자리잡아가는 과정이 발견된다. 특히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콘
텐츠 유입과 그 수용양상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과제이다.
외국 공연단체는 처음엔 부산, 인천, 원산, 상하이, 칭다오 등 개항장 항구도시에 마련된
거류지를 중심으로 활동했다가 곧 내륙을 향해 순회공연을 시작했다. 공연단의 주요 관객은
거류지 외국인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현지 관객의 흥미를 끌며 공연 범위를 넓혀갔다. 곳곳
에서 전통적 기예와 서구적 기예를 섞어놓은 공연물이 등장했다. 해양루트를 통해 들어온 외
국의 공연문화가 철도를 타고 내륙 깊숙이 파고들어 전 지역에 확산된 것이다. 근대 공연예술
의 흥행과 확산 과정이 제국주의의 침탈과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 공연물에 의한 변화로는 단순히 기예의 혼종만이 아니라 연출자와 연희자 등 인적 교
류 측면에서도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다. 한번에 7-80명을 헤아리는 대규모 공연단이 결성되었
고, 한반도를 넘어 연해주(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동했다. 연해주는 19세기 이후 일제
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곳으로 강제병합 직전 약 45,000명의 한인의 집단거주지이자 독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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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지로서 여러 세력들이 충돌하고 변화가 극심한 국제도시였다. 훗날 연해주 출신의 공연예
술종사자들이 배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新
舊공연문화의 흥행과 확산과정을 살피고 동아시아 공연문화 네트워크의 출발을 논의하고자 한
다.

2. 항구도시에 등장한 외래 공연문화
본래 항구는 근대적 개념의 포구로서 부두 따위의 설비를 갖춰 수륙교통의 거점 구실을 하
는 곳이다. 전통시대의 포구는 바닷길을 이용한 물자 유통의 거점이자, 바다를 통해 다른 곳
과 연결되어 있는 출입구이며, 육지와 섬, 그리고 포구와 포구를 잇는 매개적 통로였다. 포구
는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성립되고 존속했으므로, 이 지역에 전승되어 온 공연예
술은 지역 간의 교류 및 전파와 수용 과정을 보여준다. 포구 사람들의 여흥과 유희를 담당하
던 전통공연예술의 자리에 외국의 것이 차용되었으나, 이들이 마을공동체의 결속력이나 유대
감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다. 새로운 공연물은 오락이자 여흥으로 소비될 뿐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담보하지 못했고, 지역인의 안녕과 안전을 기원하는 기능을 기대할 수
도 없었다. 포구(항구)마다 발달했던 각종 의례와 예능이 담당했던 종교적․사회문화적 역할이
줄어들고 오락성 위주의 외국 공연예술이 유입되어 서로 다른 층위를 형성하게 되었다. 외국
공연단의 등장과 실내극장의 탄생은 종래 공연예술 종사자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시련의 시
작이었다. 그 나름대로 새로운 기예를 배우기도 하고 실내극장에 맞게 공연물을 재창조하기도
했으나, 어지러운 사회 상황 속에서 전통을 지켜나가기란 쉽지 않았다. 공연예술은 본격적인
질적 변화를 맞이했고, 그 안에서 신구의 대립이 연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근대 동아시아
해역권의 성장 속에서 항구도시는 새로운 문물이 유입되는 교류의 장이자 동시에 기존의 질서
를 거부하고 낯선 가치가 주입되는 해체의 장이 된 셈이다.

1) 부산의 외국 공연문화1)
가장 이르게 개항장이 된 부산에는 일찍부터 일본에서 유입된 공연물들이 연행되었다.
해은 민건호(海隱 閔建鎬, 1843-1920)는 1883년부터 1914년까지 부산에서 공직생활을 했
는데 당시 관료로서의 활동과 개인의 일상생활을 상세히 기록한 해은일록(海隱日錄)을 남겼
다. 해은일록 속에는 개항장 부산의 모습은 물론 해은이 관람했던 일본의 공연예술에 관한
기록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일본배우의 시예장(試藝場)이나 기예장(技藝場)에 초청되어 참
관한 적이 있고, 일본 영사관에서 열린 화희(火戱, 불꽃놀이)를 구경하기도 했다. 하루는 일옥
(日屋, 일본인의 집)에서 환술법(幻術法) 몇 종류를 구경했는데, 참으로 놀랍고 괴상하고 의아
했다고 적고 있다. 해은일록의 기록만으로는 해은이 본 환술이 정확히 어떤 양상의 공연물
이었는지는 자세히 알기 힘들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1880년대부터 부산에는 일본의 대
중적인 공연물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다른 개항장(인천, 원산)보다 빠르게 공연

1) 졸고, 「20세기 초 부산과 외국의 공연예술」(『인문사회연구』18-1,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에
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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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종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부산의 일본인 전관 거류지 내에 거류민을 대상으로 연극 등의 공연을 하기 위한 극
장시설이 없자 관계법령을 만들어 극장을 설치, 운영하기 시작했다. 1881년 12월 15일 부산
영사관은 일본 거류인민영업규칙 제48호에 제흥행(諸興行), 제유기장(諸遊技場)이라는 업종을
마련해 시바이(芝居, 연극)와 요세(寄席)의 영업을 공식화했다. 시바이, 요세는 전통적인 대중
오락의 일종으로 주로 가설극장에서 연행되었다. ‘거류인민영업규칙’은 영업의 종류를 제흥행
과 제유기장으로 나누었는데, 시바이와 요세는 연극에 가까운 공연물이고 관람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에 ‘흥행’ 안에 포함되었다. 제유기장은 손님이 직접 움직여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서 당
구, 궁술, 실내총 따위를 일컫는다.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직업 중에 ‘흥행업’을 하는 사
람들이 개항초부터 나타났음은 일본의 대중문화가 일찍부터 부산에 유입되었음을 알려주는 부
분이다. 이에 비해 서울(京城)에 거주했던 일본인 거류민들 중에는 1888년에 이르러서야 흥행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다.2) 이보다 7년이나 먼저 부산의 일본인 거류지에는 일
본의 대중적인 공연물들이 연행되었던 것이다.

거류인민영업규칙
제48호 메이지14년(1881) 12월 15일
(중략)
十二 諸興行 諸遊技場(芝居, 寄席, 玉突, 弓術, 室內銃 類)
거류인민영업규칙(1881)

가설극장의 설립과 운영은 곧바로 상설극장의 영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1895년에는 부산이사청이 극장취체규칙 제15호, 각종 흥행취
체규칙 제16호 법령을 제정하고 공표하여 부산에 처음으로 상설극장이 세워져 운영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1895년의 취체규칙은 1881년의 영업규칙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공연물에 대
해 이야기하고 있다.

제16호 제흥행취체규칙 별지와 같이 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메이지28년(1895) 7월 24일
일등영사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제1조. 제흥행이라는 것은 씨름(相撲), 칼놀리기(擊劍會), 가루와자(輕業), 곡마(曲馬), 데오도리(手
踊, 손춤), 데지나(手品, 마술류), 발재주(足藝), 인형놀리기(操人形), 그림자놀이(寫繪), 해학적 연극
(茶番), 흉내내기(八人藝), 고단(講談), 만담(漫談), 제문읽기(祭文讀), 인형극(淨瑠璃), 팽이놀리기(獨
樂回), 동물재주부리기(鳥獸使) 기타 구경거리를 말한다. (중략)
제흥행극장취체규칙(1895)

위 취체규칙에서 정의한 제흥행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공연물들은 일본 에도시대 서민의 대
중오락으로 부상한 미세모노(見世物)에 포함된다. 에도시대 일본 서민들의 대중오락인 미세모
노(見世物)는 사찰, 신사의 경내나 가설극장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신기한 문물을 돈을 받고 관
2) 일본인 거류민이 남긴 경성발달사(京城發達史)에 따르면 1888년 348명의 일본인 중에 ‘흥행(興行)’
업을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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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케 하는 형식의 예능을 말한다. 자그마한 물건에서부터 진기한 동물, 사람 그 자체나 기예,
훗날 건축물과 기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단순한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스토리를
넣는 등 半연극적인 형태로도 존재했다. 세간에 화제가 되거나 인기있는 에피소드, 사건 등을
각종 조형물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양상을 띠기도 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부산내 상설극장은 1903년 발행된 ‘부산항시가 및 부근지
도’에 표기된 ‘사이와이좌(幸座)’와 ‘마쓰이좌(松井座)’이다. 이 지도는 사이와이좌와 마쓰이좌
가 상존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데, 적어도 1903년 혹은 그전에 극장이 설립되었음을 알려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강제병합이 자행되기 전 부산의 일본식 극장은 사이와이좌와 마쓰이좌
외에 후키좌(富貴座, 1905?-1907?)와 부산좌(釜山座, 1907-1923) 등이 더 있었다. 그리고 이
상설극장의 전단계인 가설극장 역시 거류지 안팎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다. 1905년 간행된
부산항세일반에 따르면 “극장은 2개소가 있고 해마다 여러가지 흥행이 끊이지 않았으며 근
자에는 일본인 거주지 외에도 가설극장을 설치하여 관람을 제공하게 되었으니 하층사회의 오
락으로 삼고 일반 관람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같은 시기 운영되던 사이와이좌와 마
쓰이좌 외에도 실내공간에서 공연물을 관람할 수 있는 가설극장들이 곳곳에 자리잡았던 것으
로 추정된다. 가설극장에서 연행된 공연물들은 대개 일본의 대중오락인 미세모노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제흥행
종별
대중소설연극(장사연극)
속요연극(우카레부시연극)
겐지이야기 연극(겐지부시 연극)
옛배우연극
씨름흥행
활동사진 및 니와카(니와카교겐)
마술・손짓춤
제문・죠루리
죠루리・환등
우카레부시
가루와자 흥행
비파 흥행
합계

일수
207
70
5
30
20
19
12
49
15
37
24
3
491

『부산항세일반』 제흥행 일람

2) 인천의 외래 공연문화
인천은 첫 개항지이자, 수도 한성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각국의 외국
인들이 유입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특히 인천에는 청국과 일본의 거류지가 생기면서 거류민
의 숫자가 늘어나고 여러 극장들이 생겨났다.3)
3) 개항 이후 청국과 일본 모두 자국민을 위한 공연단의 흥행이 발견되는데, 인천내 청국 공연단의 기록
을 아직 찾지 못하여 본고에서는 부득이 일본의 공연단만을 대상으로 논의한다. 근대 신문기사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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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초기 인천내 일본인 거류민들은 수도 서울보다 훨씬 많이 살고 있었고,4) 이들을 위해
많은 시설들이 세워졌던다. 특히 극장과 같은 문화시설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설립되었다. 기
록을 보면 인천에 소위 극장이 설립된 것은 1897년 이전으로 보인다. 메이지 30년(1897) 이
전에 부청 서쪽에 일본인 거류민을 위하여 100석 규모의 하나미치(火道)를 갖춘 극장이 이미
개설되었다고 한다.5) 이후 이 극장은 1897년에 다른 곳으로 옮겨 극장 양식으로 신축하여
‘인천좌(仁川座)’라고 불렀다. 따라서 일본인 거류민을 위한 공연물들은 1897년 훨씬 이전부터
이뤄져 왔음을 알 수 있다.
1897년에 개설된 인천좌에서 연행된 공연물들의 내용이 무척 흥미롭다. 새로 세워진 인천
좌에서는 ‘일본인들의 오락장으로서 만자이, 고오당, 우다 등을 상연하였다’는 회고가 눈길을
끈다.6) 자국민을 위안할 목적으로 연행된 이 공연물들은 일본의 요세에 해당하는 만자이(漫
才), 고단(講談), 우타(歌曲) 등이다. 일본인 거류민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 극장인만큼 많
은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본 거류민들을 위한 유흥 공연이 이루어진 것이다. 개항 초기에
는 이런 요세 공연들이 주류를 이루다가 1910년 강제합병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일본식 전통
연극 가부키(歌舞伎) 및 여기에서 파생된 신파극이 공연되었다.
개항 초기 조선에 와있던 일본인 거류민들은 대개 하층계급들이 많았고 상업에 종사하는 영
세한 업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에 수준있는 연극, 즉 가부키나 노(能)과 같은 전통연극은
아직 발을 들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7) 가부키와 노가 연행되기 시작한 것은 통감부 설
치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인의 이주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그전까지는 사루시바이(猿芝居)와
같은 간단한 연희, 그리고 요세(寄席) 정도의 공연물들이 거류민의 유흥거리였던 셈이다.
일본 내에서는 유행이 지난 사루시바이였지만, 조선의 일본인 거류지에서는 인기가 높았다.
거류지 내의 일본인들에게는 본국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좋은 구경거리이기 때문이었을 것이
다. 거류민 중에는 영세한 상인이나 임노동자 등 하층계급이 많았기 때문에 단순한 오락거리
를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이 공연물들이 거류지 내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에게까지도 반응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조선관객들에게 이같은 동물재주는 신기한 구경거리였음에 틀림없
다. 일본의 공연문화가 호기심의 대상이자 향유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을사조약과 통감부 설치 등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시작되면서 공연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
다. 큰 규모를 자랑하는 수준있는 공연물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러일전쟁 후 조
선의 패권을 확보한 일본은 ‘오락기관의 불비한 것을 개탄’하면서 극장의 창설을 서둘렀다.
1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진 명실상부한 근대극장으로서 가부키좌가 인천
에도 설립되었다. 가부키좌와 함께 일본인 거류지의 중심지역에는 죽원관(竹園館)과 표관(瓢
館)과 같은 근대적 공연시설을 갖춘 극장들이 생겨났다. 이곳에서는 각종 유흥 공연은 물론
활동사진(영화), 신구연극 등을 제공했을 것이다. 이중 죽원관은 1915년 당시 유일한 요세극장
으로서 소개되어 있다.
펴보면 청국 공연단은 한성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4) 1883년 75호 348명에서 1905년 2853호 12711명으로 증가.
5) 『仁川府史』, 仁川府廳, 1933. 그런데 김호연은 이 극장에 대한 더이상의 기록이 전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6) 고일, 『仁川昔今』, 주간인천사, 1955.
7) 거류민 중에는 ‘청년 무뢰한의 도항자’도 많았고, ‘거류지 안에서 여러 가지 위험하고 과격한 언행을
일삼아 어리석은 양민을 선동하고 거류지 밖으로 나아가서 조선의 지방 관민을 협박하는’ 일도 있었
다고 한다(박찬승, ｢서울의 일본인 거류지 형성 과정－1880년대~1903년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62호, 한국사회사학회, 2002,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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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41년(1908) 2월에 건축한 것으로서 시내 가장 번영한 미야마치(宮町) 거리에 있는
2층 건물의 大家. 1층을 관상장(觀商場)으로 했는데, 지금은 오직 2층을 요세(寄席)로
쓸 뿐이다. 현재의 경영자는 미야다 세이지로(宮田政次郞)로서 정원은 300명이다. 가와
노 다케노스케(河野竹之助) 소유.8)

가부키좌를 비롯해 일본인 극장들은 1900년대 전성기를 맞이한 신파극을 주요 레퍼토리로
삼아 공연했다. 공연일수의 2/3을 신파극에 할애할 정도였다. 인천의 가부키좌와 표관에서도
일본에서 들어온 유랑 신파극단들이 공연했음은 당연하다. 특히 인천의 가부키좌에서는 신구
연극은 물론 ‘기술’ ‘마술’ 과 같은 곡예단도 흥행을 했었고, 활동사진(영화)도 상영했다고 한
다. 가부키좌에서 연행된 기술과 마술은 현재 일본 요세 예능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연예장(演
芸ホール) 등에서 공연되고 있다.
개항장 인천의 요세극장에서 연행되었던 공연물들은 미세모노(見世物)에서 유래한 기예들이
대부분이다. 영세해져가는 미세모노들 중에서 극장식 무대공연에 어울릴만한 공연물만이 요세
의 형식을 빌려 살아남은 셈이다.

3. 국제적 연합 공연단의 흥행
근대 일본의 미세모노는 미세모노코야(見世物小屋)라는 가설극장을 갖기도 했으나, 어디까
지나 유랑형태의 흥행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관객층 역시 어린아이나 빈민, 서민층을 대상
으로 흥미 본위의 볼거리 제공 측면을 내세우고 있었다. 서양에서 온 박래품(舶來品)이나 전기
제품, 축음기 등 새로운 형태의 볼거리들이 등장했고 신연극과 영화가 활성화되는 반면 일본
의 전통적인 미세모노류 기예들은 점점 위축되었다. 일부는 서양의 서커스단과 협작하여 일본
식 곡마단을 발족하는 등 자구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근대적 서구 연극의 돌풍에 위축되
고 여기에 자국 시장만으로는 한계를 느낀 공연단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과 궤를 같이 하
며 주변국으로 순회공연을 개시했다. 일본의 공연물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공연물 나아가 서양
의 연희자와 공연물까지 합세한 국제적인 연합 공연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흥행에 나섰다.
일본 내뿐만 아니라 근대 항로의 발달과 더불어 조선과 청국을 오가는 공연단들도 생겨났다.
본고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우선 일본 내에서 흥행한 연합 공연단에 관해 논의하고,
이들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강하여 추후 발표하고자 한다.
조선인 연희자가 등장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연합 공연단은 1902년 오사카 마쓰시마 야치
요자에서 공연한 한풍산(韓風山)․김원기(金元基) 일좌였다. 1902년 일본 신문에 실린 조선인과
청국인(중국인)으로 구성된 연희단의 공연기사를 소개한다.

8) 『仁川鄕土史料調査事項』, 仁川公立普通學校, 1915. 『인천향토자료조사사항』상권(인천학연구원, 2007)
에도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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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月二十六日より十月五日まで、大阪松島八千代座にて、韓風山・金元基一座の奇術・曲
芸。八千代座は今日より支那人韓風山一座の奇術
『大阪朝日新聞』1902. 9.26

이 신문에 소개된 공연단은 청국인 한풍산(韓風山)과 조선인 김원기(金元基) 일행이다. 이들
은 오사카 마쓰시마의 야치요좌(八千代座)에서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흘간 공연을 갖
게 되었다. 이들의 대표적인 공연은 기술(奇術)과 곡예(曲藝) 등이다. 기술이란 전통적 환술(幻
術) 즉 마술의 일본식 명칭인데, 일본에서는 마술과 손재주기예를 합해 현란하게 움직이며 시
선을 빼앗는 기예류 전반을 기술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곡예는 신체를 움직여 기교를 만드는
것인데, 때로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한풍산으로 대표되는 이 한중연합 공연단은 마술과
곡예를 대표로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풍산과 김원기 일행은 오사카를 비롯해 전국 각지를 다니며 흥행을 했다. 그들에 관한 기
록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一月一日より、大阪千日前の見世物。
娘義太夫（播重席）／土佐犬角力（第二井筒席）／娘義太夫（春木席）／西洋運動（奥田席）／鏡抜
け（山田席）／犬の芸（第三井筒席）／団十郎一座の俄（改良座）／市川福円一座の照葉狂言（金沢
席）／女水芸（小宝席）／故松本喜三郎作の三十三所霊験記生人形（横井座跡）／難波戦記パノラマ
（横井座跡）／日本チャリネ大曲馬（横井座跡）／嵐寛十郎一座の照葉狂言（南座）／成綾団の新演
劇（弥生座）／朝鮮支那両国人手品（龍の席）／貝祭文（喜代丸席）／新内源氏節（八百駒席）／浮
れ節（愛進亭）／娘大蛇使い（千代の席）／娘手踊（山本席）／宝楽一座の俄（柴田席）／改良剣舞
（第一井筒席）／五天竺生人形（高木席）／女剣舞（吉田席）／万国名所巡り（南地五階眺望閣南
手・交進会）
『大阪朝日新聞』1903.1.1
○一月四日より十日まで、東京歌舞伎座にて、韓風山・金元基一座の奇術・曲芸。
歌舞伎座にては一昨日より昼夜二回開場なす清国人韓風山一座の大曲芸は、従前のと違ひ、技芸も高
尚にて、種々奇術を見せ、尚朝鮮人二名の一寸法師も又呼びもので、好景気なりと.
『都新聞』1903.1.6
○清国人韓風山一座は一昨日は築地の団十郎宅へ招かれ、菊五郎も同家へ来り、共に曲芸を見物せし
と。又同一座は本日より五日間、二回興行にて、神奈川青木町で興行す.
『都新聞』1903.1.13
○一月十三日より五日間、神奈川県青木町にて、韓風山・金元基一座の奇術・曲芸。
又同一座は昨日より五日間（昼夜二回）神奈川青木町にて興行するとの事.
『時事新報』1903.1.14
○五月二日より七日まで、東京九段靖国神社大祭の賑わい。
…其次に朝鮮人の一寸法師が二人で手品をやつて居る。賑かな囃子に合せて左（さ）も面白さうにやつ
て居る。不具の身で遙々海外に来たとばかり聞いてさへ憐れなものを、之を見世物にとは随分冷酷なも
のだ…
『東京朝日新聞』1905.5.5.

1902년 9월부터 다음해 1월 1일 오사카 센니치마에에서 공연했던 이들은 며칠 만에 관동지
역으로 옮겨가 도쿄와 가나가와 등지에서 흥행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1905년에도 ‘조선인
일촌법사’의 공연소식을 전하고 있음을 볼 때 단발성 흥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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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의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마도 러일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상 웃고 떠드는
희학적인 공연을 알리기 부담스러웠거나, 한풍산․김원기 일행이 본국에 돌아가는 바람에 일본
에서는 흥행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치는 않다.
바다를 건너온 중국인과 조선인 연희단의 인기는 매우 높았다고 한다. 관서지방을 두루 순
업하고 관동으로 넘어가 도쿄와 가나가와 지역에서도 흥행했다. 그들의 공연관람료는 특등 1
원부터 4등석 10전까지 다양했는데 이는 다른 미세모노 공연과 비교해도 낮은 금액이 아니었
다.
조선인 김원기(金元基)는 당시 49세의 난장이였다.
키가 3척2촌 정도로 1m남짓한데 일본식 별명은 일촌
법사(一村法師)였다. 방울받기(手品)와 줄타기(繩渡)가
가능한 전형적인 광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 기
록에서는 그가 연행한 기예를 ‘데지나(手品)’라고 표기
했는데 이는 마술(魔術)이라기 보다 우리의 방울받기
와 유사할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의 데지나는 마술을
비롯해 손으로 하는 대부분의 기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원기와 짝을 이룬 중국인 한풍산의 주특
기가 마술이며 김원기는 곡예(曲藝)를 주로 했다는 기

『時事新報』 1903.1.4.일자 삽화

록이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김원기는 처음엔 중국인 한풍산(韓風山)과 함께 일본에 건너가 오사카․교토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도쿄에서도 기예를 펼쳤던 것으로 확인된다. 김원기에게는 강진부(姜振夫)라는 파트
너가 있었는데 그 역시 난장이였으며 별명은 이촌방(二寸坊)이었다. 나이 많은 김원기는 법사
(法師), 그보다 어린 강진부는 방(坊)이라는 호칭을 붙여 서로 주고받는 공연을 연행한 것으로
보인다.9) 한국의 전통연희가 기예와 재담이라는 독특한 공연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희
자는 필히 재담을 나눌 어릿광대(파트너)가 필요했기 때문에 김원기와 강진부는 짝을 이루어
공연을 진행했을 것이다.
김원기는 몇 년 후 조선에 돌아와 일본의 마술사들과 협연을 갖고, 수익금은 학교에 기부하
는 등의 활약을 했다. 일본에서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유명 마술사들과 함께 조선을 방문해
경성각 연극장에서 공연을 펼쳤다는 기록이 있다.10)

9) 법사나 방은 모두 불교의 승려를 일컫는 용어인데, 승려복색을 하고 유랑하면서 기예를 보여주는 것
을 업으로 삼았던 연희자들을 관용적으로 부르는 말로 쓰였다.
10) ○ 演金寄校
今日 南문 外 御成座에 到 奇術師 無惣齋, 天佑와 一寸坊 金元基○ 十月八일 午后 七時브터 同
御成座에셔 대奇術을 演다 同金元基 該演藝賃金의 半分은 學校에 寄附코져야 誠心 開演
다더라 (『매일신보』 1910.10.08.)
김원기와 함께 공연을 도모했던 일본인 연희자 無惣齋, 天佑 등은 당시 유명한 마술사였다. 한일강제병
합이 벌어진 지 두 달 만에 일본인 연희자들과 무대를 가진 셈이다. 이 일에 대한 평가는 추후 자료
를 보강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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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연희자가 참여한 연합 공연에 관한 일본 신문기사)
○八月中頃より、神戸朝日座にて、日清韓三国の奇術大曲芸。
「朝日座

日清韓三国の奇術大曲芸を興行する由なるが、西洋大奇術士といふ朝鮮人の玉

教石、金永園、玉光石一座にて、石割曲芸大運動といふは清国人李月山、及宝山、夏凱林一
座

又日本人曲芸士は菅野忠人一座なりといへば、定めて面白きことなるへし。初日は本日

か又は明日になるか未定の由なり」
（「神戸又新日報」1903.8.11）
○九月六日より、香川県丸亀市富屋町常盤座にて、清韓合併の奇術大曲芸。
「嘗て第五回博覧会開会中、道頓堀の中の芝居に興行し喝采を博せし清国人の奇術師及宝
山、夏凱林、李月山外二名と朝鮮人三名との合併奇術は、今回丸亀市に至り、来る六日より
同市富屋町の常盤座に於て興行する筈なるが、奇術の尤も奇なるは、太夫の腹部其他面部を
除くの外、如何なるケ所にても大なる石を置き、観覧者をして槌（五貫目以上）を以て其石
を割らしむる業なりと。
（「香川新報」1903.9.2）
○八月中頃より、神戸朝日座にて、日清韓三国の奇術大曲芸。
「朝日座

日清韓三国の奇術大曲芸を興行する由なるが、西洋大奇術士といふ朝鮮人の玉

教石、金永園、玉光石一座にて、石割曲芸大運動といふは清国人李月山、及宝山、夏凱林一
座

又日本人曲芸士は菅野忠人一座なりといへば、定めて面白きことなるへし。初日は本日

か又は明日になるか未定の由なり」
（「神戸又新日報」1903.8.11）
○六月十四日より二十日まで、京都歌舞伎座にて、清・韓・セルビヤ三国合併演芸会。
「官妓（キーサン）の舞踏を観る

十九歳を頭に十六歳迄の妙齢が八人、之れをお手前もの

で言ふと所謂羞花閉月、沈魚落雁といふ喧ましい風貌、遉（さす）がに何れも若い丈に美し
いことなり。舞は『抛球楽』『男舞』『太鼓の舞』『剣の舞』の四番を観たが、何れも同調にして稍
異曲といふ風なり。何れの曲にも両手を左右に水平に延ばして手首を和かくする振の多くあ
るを見れば、韓国の舞は重に手にあるらしい。面白いのは『男舞』と『剣の舞』なり。『男舞』は
相思の春、未だ若き男女が互ひに恋の楽しさに憧憬して相舞ふもの。男に扮する十八歳の梨
花は中々の美人にして、嘗つては韓国皇帝陛下の天覧を辱ふして二本の砡のピンを賜りたる
妓であるといふ。矢張男女共に手を左右に延して、足軽く、右に左に、前に後に行交ひて、
時に相抱く態よく、相愛の夢に耽るの趣ありて好い。『剣の舞』は舞人三名、ペルリ来浦の図
等によく見る唐人帽子の如き帽子を冠り、両手に一尺位の短剣を持ちし扮装なるが、序破急
ありて、静まり返りたる他の舞とは稍目先を変へて面白し。何れの曲も同じ手振の余りに重
複するは拙い。銓（つま）りは単調に過ぐるのなり。単調なれば飽きを買ふのは道理であ
る。されど優美は確かに優美なり。唐美人画にありそうな格好する時もある。楽は余程古代
の楽らしく、大太鼓、鼓、笙、篳篥、横笛、胡弓等にて、楽譜も平淡のもの。時々教師金宣
鉉が舞の拍子をとつて笏拍子を打つのも何やら耳新しき心地する。一度は観て唐振の優しみ
を味ふも興があらう。此他に四耳比亜（セルビア）婦人ルポーフ嬢の舞踏やら清国人の曲芸
が数番ある。壷の曲芸、鎗投げなどは熟練を重ねたるもの。大力の清人が三十五貫目の大石
を持つたり、十六貫目あるといふ往昔（むかし）関羽が持つてゐたやうな鉄の大薙刀の使ひ
分けも見る値打がある」
（｢京都日出新聞｣19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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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月十八日より、大阪堂島座にて、清国朝鮮合同奇術大会。
「堂島座の支那朝鮮両国打込の大曲芸は十八日開場せしが、縄上の曲芸など余程珍らしき
ものなり」
（｢大阪朝日新聞｣1912.2.19）
○四月二十八日より、名古屋千歳座にて、高田天学・李鳳雲・全水鳳の大魔術・空中回転。
「千歳座

本日午後六時より開演する日本朝鮮合同空中回転大魔術高田天学、李鳳雲一行

は、東都を始め各地に於て非常なる大好評を博せしものにて、斬新なるもののみを見すると」
（｢名古屋新聞｣1912.4.28）
○四月二十八日より、名古屋千歳座にて、高田天学・李鳳雲・全水鳳の大魔術・空中回転。
「千歳座

空中廻転危険術日本人高田天学、朝鮮人李鳳雲、全水鳳合同一座は昨日開演せし

處、好評にて、李鳳雲は先年伊藤公に危険術を観覧に供し、賞賛を受けし者なりと」
(｢新愛知｣1912.4.28.、4.29

4. 결론
20세기를 전후한 격동의 시기는 공연예술계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이 ‘근대극이 싹틀 수 있
는 준비’ 기간 동안 일본을 비롯한 많은 외국 연희단이 조선에 유입되었고, 조선의 공연물도
외국에 소개되었다.
당시 일본 언론 및 각종 문헌과 도상자료, 영상자료에 등장하는 여러 조선인 연희자들의 존
재는 우리의 공연문화가 결코 수동적이고 일방적으로 근대를 맞이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오히려 매우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외부의 자극에 맞섰으며, 우리의 공연
예술을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를 맞은 한국과 일본의 공연
예술계에 나타난 이러한 여러 변화는 한국은 물론 일본의 신문기사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
나고 있다. 단편적이나마 그 편린들을 엮어가면서 근대를 맞은 조선의 공연문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항로의 발달로 새로이 등장하는 항구도시에 나타난 외국 공연문화를 살펴보고,
마찬가지로 외국에 진출한 조선의 전통연희에 대해서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런 기초작업을
통해 추후 근대 동아시아의 공연문화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본 연
구자의 최종 목표이다. 많은 한계와 보완점이 있음을 자각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자의 조언과
지적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삼고 싶다.

【참고문헌】
각주로 대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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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도시의 등장과 동아시아 공연문화 네트워크>에 대한 토론
서유석(경상대)
본 발표문은 여러 사례를 통해, 우리 근대 항구도시의 외래 공연문화의 실상을 정확히 보여주
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의 공연문화가 매우 다양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접한 토론자는 정
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본 발표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제 정확한 전공분야가 아니
기 때문에, 토론자 스스로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 있을지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여쭙는 것으로 발표문의 더 나은 발전을 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
은 마음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토론이라기보다는 토론자의 개인적 궁
금함을 질의하는 수준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중국인의 공연문화는?
본 발표문은 꼼꼼하게 개항이 이루어진 몇몇 도시들의 일본인 공연문화를 자세히 살피고 있
습니다. 실증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된 논의가 더 궁금할 뿐입니다.
다만 소략하게 논의되고 있는 중국인들의 공연문화가 궁금합니다. 학계에서 그 진위에 대해
논란이 많긴 하지만, 박황의 판소리소사 혹은 판소리 200년사에는 비록 개항이 이루어진
항구도시는 아니지만, 중국인들에 경극으로 추정되는 공연이 창극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
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주근도 이에 대해 그 발언의 진위를 의심하면서, 그 가능
성을 무시하지는 않은 바 있습니다. 혹시 본 발표문에는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중국인
들의 공연기록에 대해 연구하신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 한풍산과 김원기
본 발표문에 의하면 청국인 한풍산과 조선인 김원기 일행으로 이루어진 공연단의 존재가 드
러납니다. 이들의 공연은 일본인들에게 자신들의 ‘미세모노’ 공연의 하나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김원기는 다양한 ‘곡예’를 보여준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난장이였던 그의
공연은 얼핏 남사당의 공연을 연상할 수 있게 합니다. 김원기의 공연이 우리 전통 유랑예인들
의 공연과 어떠한 공통점 혹은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다양한 일본인들의 공연문화
발표문에 제시된 ‘부산항세일반 제흥행 일람’을 보면 매우 다양한 공연 종목을 살필 수 있
습니다. 발표자께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우리의 공연
은 이러한 공연물들이 종류별로 개별적으로 무대에 올려진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공연처럼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일본인들의 공연문화에서도 비슷한 시기 우리의 공연물처
럼 연극과 마술, 혹은 연극과 죠루리 등이 함께 공연되는 경우는 없었는지요? 정확히는 제시
된 종별 공연물들이 하나하나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몇 가지가 함께 공연되는 종
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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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다문화 네트워크 시대와 崔致遠
안영훈(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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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다문화 네트워크 시대와 崔致遠>에 대한 토론
고용환(경남정보대)

교수님 발표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다음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①어린나이에 건너가 在唐시절 16年間 創作활동을 하여 많은 작품을 남긴 중에 詩歌만 300여
首있고, 그 외 散文과 應用文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高麗文人인 周慎齋는 《游清涼山錄》중에
서 稱崔致遠을 「東方文學之祖선조」라 칭할 만큼 탁월한 작가였다고 합니다만, 비슷한 시기에
특출한 한중작가를 예로 든다면, 어떤 시인(작가)을 들 수 있을까요?

②작가崔致遠선생이 지은 시가 중에 中韓[道教文化]에 끼친 시구나 구절 등의, 영(취)향이 있
다면 어떠한 시구를 들 수 있을까요?

③문인으로서 최치원은 대강 세 가지 유형의 시를 지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첫째로 在唐留學시
절 고향을 그리며 지은 서정시/ 둘째로 현실에 대한 批評詩 셋째로 경치를 사실적으로 묘사
한 寫景詩/로 나누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전대의 육조시인 혹은 당나라시대의
시인 중에 어느 시인의 시풍에 가까운 영향을 주고받은 것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④최치원의 생애 문학에 있어서 풍류도(의식)과 다문화의 수용하려는 태세를 당대의 국제관계
에서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⑤<계원필경>에서의 이문화 체험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들 수 있을까요?

⑥최치원이 우리나라 후대작가에 끼친 영향이 있으면, 소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⑦마지막으로 최치원이 한국문학 全般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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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문명공동체 로드맵
- 역내 인문ㆍ종교ㆍ문화예술 네트워크 제안 전홍석
(원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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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말

21세기 전반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격동기다. 문명의 축이 변동됨은 물론 그 내용과 질이 대전환하
고 있다. 서구중심주의(West-centrism)의 세계사적 철수단계인 ‘세계화(globalization)’의 패퇴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East Asia) 중심의 새로운 시대를 촉진시키고 있다. 통상 현세기는 구미축이 침강하고 동아시아
가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아시아태평양시대(the Asia-Pacific era)’1)로 일컬어진다. 이 문명축의 변동은 미국

脫

의 동북아시아 주목, 서유럽의 대거 동진, 일본의 아시아 귀속 강조,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탈구입아

歐入亞 선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평양 횡단 교역량이 대서양 횡단 교역량을 두 배 이
상 능가한 지 오래다. 그리고 21세기 초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싱가포르 등 5개국의 GDP 합계는

유럽연합(EU) 27개국의 GDP 합계를 이미 앞질러 미국까지도 넘보고 있다. 더구나 미국과 유럽의 GDP
증가율이 하락세에 있는 반면에 동아시아의 GDP 증가율은 계속 상승세에 있다.2)
그러나 이러한 동아시아권의 세계적 위상 제고와 세계경제의 동아시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한중일 3국은 전형적인 근대국가로 자처하면서 패권적 ‘국가주의(nationalism)’에 기대어 반목
과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여전히 ‘근대국가 시스템’과 이로부터 기인된 ‘냉전질서’가 지배
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본래 냉전질서는 전쟁을 멈춘 종전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고 국지적
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시상황을 일컫는다. 이러한 냉전질서는 일상의 공간과 사고의 틀 속까지
전쟁의 의식과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 경계해야 할 점은
현 동아시아 질서의 축이 신종플루처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곧 평화질서와 양립할 수 있을 만큼 새
1) ‘
-태평양(Asia-Pacific)’ 개념은 각광받는 새로운 지역 개념들 중 하나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오세아니
아, 러시아 극동지방, 그리고 미국, 캐나다, 맥시코를 포괄한다.
2) 황태연, 공자와 세계 1 : 패치워크문명 시대의 공맹 정치철학 제1권 공자의 지식철학(상), 파주: 청계출판사,
2011, 5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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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해 업그레이드된 ‘신냉전질서’라는 사실이다.3)
최근 역사 영토 문제 등의 신민족주의, 신냉전 기류는 동아시아의 분열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
본은 점증하는 인접국의 국력신장에 맞서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군사비지출 세계 4위, 해군력

尖閣)열도 영

2위를 바탕으로 평화헌법 폐지, 집단자위권, 핵무장의 노골화, 주변국가와의 독도, 센카쿠(

大國崛起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과도한 패권의

토 분쟁 등 여러 잡음을 내고 있다. 중국 역시도 대국굴기

식으로 주변국을 복속시키고자 하는 대국주의적 야욕을 확산시키고 있다. 중국은 자국과 미국의 ‘주요

釣魚島,

2개국(G2) 시대’를 선언하면서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한다. 일본과는 댜오위다오(

南沙)군도와 시사(西沙)군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

센카쿠열도) 분쟁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난사(

다. 또한 동북공정, 불법어로, 이어도 영토 분쟁화 시도 등은 한국과 직접적으로 갈등을 빚는 대표적인
사안들이다. 이러한 현 동아시아권의 제반 분쟁과 균열 현상들은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적 평화협력
구상으로서의 ‘국제 공공성’ 공백이 불러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에 지속가능한 ‘문화와 평화 질서’의 출현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다. 다시 말
해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 번영이 보다 발전된 형태로 상승ᆞ지속되려면 이를 보위할 ‘동아
시아적 가치’가 응축된 이 지역의 영구적인 평화번영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

域內 생활세계의 민주적 잠재력과 참여, 더 나아

문화시스템이 동행하는 ‘동아시아성’의 확보만이 역내

가 인권보호, 평등한 상호 인정과 존중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안하는 혁신적인 동아시
아 다이멘션(Dimension)으로서의 ‘문명공동체 로드맵’은 동아시아 생명문화운동의 핵심인 인문인, 종교
인, 문화예술인을 역내 연결망(network)의 ‘생명주의 데모스(Demos, 마을 민중ᆞ시민ᆞ다수)’로 격상시켜 동
태적이고 역동적인 ‘동아시아의 정체성(identity)’을 모색하는 데 목표를 둔다.4) 그 궁극적 지향점은 현재
세계적 담론인 예술ᆞ공감ᆞ영성ᆞ생태문명의 동아시아적 의미를 진작시키고 그로부터 각성된 ‘동아
시아 평화공동체’를 정식화하는 데 있다.

Ⅱ.

: 시민사회 지역구상

현재 글로벌(global) 사회와 식민지적 지배가 동일선상에 존재한다면 그에 맞서 문명공동체적 ‘지역화
(regionalization)’로의 전환노력 역시 간과될 수 없다.5) 동아시아공동체의 전제조건인 ‘지역정체성’은 분명

미래의 기획이자 이 미래를 조망하면서 과거로부터 성찰하는 기획이다. 그런 만큼 시간의 퇴적 위에
3) 이기호, 동아시아 시민사회 지역구상에 대한 고찰 , 동향과 전망 통권78호, 박영률출판사, 2010, 189쪽.
4) 본고에서 제안하는 동아시아 시민사회 지역구상으로서의 ‘인문 종교 문화예술 네트워크’는 1990년대 초부터
등장한 한국발 동아시아담론사로 볼 때 ‘동아시아아이덴티티(identity)담론’, 이를테면 지역정체성이란 어떤 고정적
이고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사회적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변형되고 재구성된다고 보는 동아시아정체
성론, 그리고 ‘대안체제담론(
)’에서의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 즉 동아시아 역내 시민사회 등
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연대(동아시아 시민사회 공동체) 추구와 맥을 같이한다. 박승우,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리뷰
, 아시아 리뷰 제1권 제1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1, 77 89쪽 참조.
5)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역화(regionalization)’란 개념은 주로 민간(시민)영역이라는 점에서 국가영역인 ‘지역주의
(regionalism)’와 구별된다. 이를테면 지역주의란 다수의 국가를 포괄하는 특정지역에 다자적인 교류와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는 시도를 말한다. 지역주의의 주된 행위주체는 국가기구로서 기본적으로 지역주의는 국가가 위로부터
주도하는 움직임이다. 반면에 ‘지역화’는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교류와 상호의존
의 증대를 말하는데 이는 아래로부터의 추동력이라 할 수 있다. 박승우, 동아시아 공동체와 동아시아 담론 , 
동아시아브리프 제6권 제4호(통권 22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지역연구소, 2011, 13쪽 참조.

ㆍ ㆍ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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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존재방식으로서 동아시아의 ‘지역성’을 찾는 작업에는 많은 인내와 지속성이 필수적
이라고 말해지는 것이다. 사실 근대 동아시아의 역사는 “전제와 정체의 동아시아로부터 해방과 변혁의
동아시아라는 대조적인 이미지로 이행해온 역동의 과정”6)이었다. 후자와 관련해 동아시아에서 그 고
유한 전통성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단일성과 연대를 추구하고자 하는 관심은 20세기 초 이래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상상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왔다. 최초의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는 안중근이 남긴 동양평
화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한국, 중국, 일본 3국간의 상설기구인 ‘동양평화회의체 구성’,
‘동북아 3국 공동은행 설립과 공용화폐 발행’, ‘동북아 3국 공동평화군 창설’ 등을 제의함으로써 동북아
시아공동체 형성이론의 사상적 선구로 평가된다.7)
이른바 ‘동아시아’란 정치적 경제적ᆞ문화적ᆞ역사적 경험공간과 그 미래의 기대지평이 복합적으
로 융합된 ‘지리정치적(geopolitical) 개념이자 지리문화적(geocultural) 개념이다. 초국가적 동아시아공동체,
즉 지역연대와 지역정체성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동아시아담론’은 이들 개념군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
서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점차로 고조되었다.8) 다시 말해서 20세기 후반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미소
양극 중심의 세계질서가 다극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 또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공존과 연대의 모색이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본격화된 것이다.9) 최근 ‘동아시아’ 개념은 동북아
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포괄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유교문명권으
로 한정했을 때 동아시아는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며 중국의 소수민족, 타이

琉球)도 포함된다.

완, 홍콩, 싱가포르, 몽골, 일본의 일부가 된 오키나와(

여하튼 이 지역주의자들은 유럽연합(EU), 북미주자유무역지대(NAFTA) 등의 예로부터 고무되어 특정
한 지역을 바탕으로 초국가적 공동체를 만들거나 또는 국가 간 경쟁과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역
적 협력과 정체성의 형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1967년에 결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에 추가하여 아세안(ASEAN:

말레이시아ᆞ싱가포르ᆞ인도네시아ᆞ태

국ᆞ브루나이ᆞ베트남ᆞ라오스ᆞ미얀마ᆞ캄보디아)과 한국ᆞ중국ᆞ일본 3국 간의 ASEAN+3(APT),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과 같은 지역공동체의 출범으로 결실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利害관계를 투사해서 채우고

위한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자국의 욕망과 이해

자 하기 때문에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은 요원하게만 느껴진다. 탈냉전으로 일시 사라졌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의 팽팽한 대결구도가 다시 살아났고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다.
6) 김경일, 제국의 시대와 동아시아 연대, 파주: 창비, 2011, 8쪽.
7)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1910년 여순 감옥에서 작성된 미완성의 글이다. 그 특징을 보면 민족국가의 독립사상
과 동양평화사상이라는 공존형이 아닌 양자의 통합형이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한국이나 미국에서 주로 행하고
있는 두 당사국끼리의 양자동맹형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함께하는 다자동맹형이며, 독립국가들 간의 국가연합
과 같은 칸트형이 아니라 독립국가들의 다자동맹 위에 초국가적 통합체를 만든다는 장 모네형이다. 따라서 개
별국가의 사업들을 서로 돕는 협력형이 아니라 동맹체가 함께 입안 추진하는 공동사업형이다. 안중근의 한중일
공동평화군 창설, 공동은행 설립, 공동화폐 발행, 공동산업개발 추진 등은 유럽경제통합 이후의 과제들이다. 그
리고 이러한 공동사업들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가는 신기능주의형이
다. 유럽통합체가 밖으로 당시 소련의 도전에 공동대응하고 안으로 독일을 공동체의 틀 속에 묶어두듯이, 동양
평화론은 밖으로 서양 혹은 외부 제국주의의 도전에 공동대응하고 안으로 일본의 침략주의를 자신의 틀 속에
묶어두려는 구상이다. 윤현근, 동아시아공동체 수립에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근원과 함의 , 국방연구
52권 3호, 2009, 46쪽; 김영호, 국제: 안중근 동양평화론 토대 위에 ‘동북아 건축학개론’ 열어라 , 한겨레,
2014. 01. 02., 10면 TOP 각각 참조.
8) 전홍석, 동아시아 모델의 전환: 중세화론과 진경문화 , 조선시대 공공성 담론의 동학(황태연 외), 성남: 한국
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206쪽 참조.
9) 김경일, 제국의 시대와 동아시아 연대,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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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의 국제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어 신냉전, 신민족주의 기류를 형성하면서 그 위험 수
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의 남북대화, 3월 대북, 방미 특별사절단 파견 등을
계기로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방북을 마친 특사단은 4월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북한
의 비핵화 의지 표명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 뒤로 곧바로 이어진 방미 특사단의 활약은 5월
말~6월 초 북미 첫 정상회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급기야 4월 27일 감격스러운
‘2018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었다. 두 정상은 평화의 집에서 3개 장 13개 조항으로 이뤄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이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개선, 전쟁위험 해소,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골자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싱가포르에서의 ‘6
12 북미정상회담(2018)’의 성사로 결실을 맺었다. 양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
계 정상화 추진, 6ᆞ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반전에도 불구
하고 CVID(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논란 속에서 ‘북의 비핵화’가 아니라 남쪽의 미군

을 포함하는 ‘한반도의 비핵화’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더
군다나 현재 동북아시아는 때 아닌 신냉전질서가 재현되면서 혼돈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예컨대 국제
구도의 다극화 특징인 해묵은 영토ᆞ역사 문제, 위안부 문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사태
등으로 불신과 대립이 상존한다.
특기할 사항으로 이러한 냉전질서는 현재 동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는 ‘근대국가 시스템’의 태생적
산물이라는 데 심각성을 더해준다. 현 동아시아 다극화체제의 핵심인 이 근대국가 범주는 본질적으로
근대적 ‘국민(민족)국가(nation-state) 시스템’과 겹친다. 엄밀히 말해서 근대 세계시스템의 역사는 서구에서
형성된 근대국가의 조직체가 지구상에 보급되어 가는 과정이었다.10) 그리고 이 시스템은 유럽의 중세
와 비교할 때 ‘민족국가’의 압도적인 우위성이 확보되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여기서 “민족국가의 존재
이유는 영토의 독점지배,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통한 영토장악, 국가에 충성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을
국경 내에 격리하는 데 기초한다”.11) 또한 대외적 차원에서 근대국가는 어떤 외부의 권위에 대해서도
자유로우며 다른 국가들과 평등한 동격의 관계를 유지한다. 그런 이유로 다른 근대국가들과 끊임없는
경쟁관계에 있다. 이 경쟁의 목표는 영향력, 권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생존이며 그 경쟁 과정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수반된다.12) 냉전질서는 이러한 근대국가의 생존공식으로서의 전쟁을 내장하
고 있는 질서, 곧 무력에 기초한 평화를 의미한다.
이처럼 현 동아시아지역의 반목과 충돌은 공존의 질서를 보장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초국가적 공간’
과 ‘국제 공공성’이 부재한 데서 기인한다. 아울러 그로부터 파생된 과거 생존공식으로서의 근대국가체
제 내지는 그 국제규범을 지나치게 고집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근대 국민(민족)국가 시스템’이
조성하는 냉전질서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국가’를 불러내고 국가에 배타적 지위를 부여한다. 그럼으
로써 “국가 이외의 행위자는 항상 주변부에 배치되고 국가 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거
나 국가의 필요에 의해 참여가 조절되거나 통제된다”.13) 더구나 이 민족국가의 탄생과정에서 상상된
10) 이 중앙 집권식 근대 세계시스템이 출현한지는 인류 역사상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다. 이 서구식 모델인 근
대국가는 ‘중세 말근대 초(15 18
)’ 유럽에서 등장하여 여러 세기에 걸쳐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는 데 성공
했다. 이후 그 존재양식은 세계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오늘날 그것은 ‘국가’ 그 자체와 동일시된다.
11) Jeremy Rifkin, The European Dream: How Europe’s Vision of the Future is Quietly Eclipsing the American Dream, New York:
Tarcher, 2004. 제러미 리프킨, 유러피언 드림, 이원기 옮김, 서울: 민음사, 2012, 262쪽.
12) 김준석, 근대 국가, 서울: 책세상, 2011, 39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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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은 역사상 그 내부의 억압과 차별을 은폐하는 억압적 기제이자 그 문화적인 근원에 이미 폭

‘

력성을 내포한다. 동아시아지역에 있어 근대적인 민족국가의 성립과정에서 발생된 일련의 배타적이고
대결적인 민족주의 전쟁사가 이를 반증해준다.
그러므로 근현대 동아시아지역의 역사적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 ‘민족’ 개념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문명공동체론의 핵심가치인 ‘동아시아시민(
회)’을 거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무력에 기초한 냉전질서가 횡행하는 이때에 가장 주목해야 할

공간이 ‘동아시아 시민사회’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지역의 공동번영과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수평적 연대와 교류가 필수적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동아시아시민은
국가와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문명(Civilization)’의 경계가 그렇듯이 국가시민과 세계시민의 중
간 지점에 위치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민족,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자발성을 바탕으로 국
적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자격으로 국제사회의 동학에 참여하는”14) 사람들이다. 더욱이 그들의 문화
적 체험과 집합적 정체성은 동아시아 문명공동체 구상을 위한 출발점과 그 자원이 될 수 있다.
이 ‘시민사회 지역구상’은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그 발상이 독립적이며 창의적이고, 국경을 넘어서는
도전들에 대해 책임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이 접근법은 그 자체가
이미 냉전질서를 부정하는 사고와 원칙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하겠다.15) 21세기는 시간과 공간이 더욱
압축되면서 인간활동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변했다. 그러므로 원래 재산을 보호하고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배타적 통치체제인 ‘민족국가’는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위협에 효과적으
로 대처하기 어렵다. 우리는 과거 잘못된 국가주의의 이념으로 겪어야 했던 불행한 역사와 그 전쟁의
참상들을 기억한다. 이제 안전에 대한 개념도 국가적 영토라는 좁은 한계, 그리고 재산권 및 시민권에
따르는 제한된 보호를 초월해 더욱 넓어져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포용적인 ‘문명’ 기제를 통한 ‘보편적 인권’의 실현, 즉 그 보호와 안전의 의미장을 확
장하자는 주장을 함축한다. 과거 가변적 대결적ᆞ배타적인 국가 단위보다는 그 본질이 “가장 상위수
준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 결집체이며 가장 광범위한 수준의 문화적 동질성”16)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안정적ᆞ공생적ᆞ포용적 문명 단위가 국제질서와 세계체제이론으로서 정합성을 갖추어가고 있다. 그
리고 그 필요성에서 새로 대두된 정치적ᆞ문화적 개념이 다름 아닌 인간의 공통된 취약성과 연약성,
그리고 그 안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보편적 인권’이다. 이 보편적 인권은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
(Jeremy Rifkin)의 견해에 따르면 “연결된 자와 단절된 자, 포함된 자와 배제된 자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행동기준”17)이다. ‘공감(empathy)’은 새로운 사회적 접착제이며 ‘보편적 인권’은 세계화 의식을 증진
하는 새로운 행동규범인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곤경과 고통에 공감해야만 보편적 인권을 존중할

感

수 있다. 공감의 ‘감( , pathy)’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의 정서적 상태로 들어가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는 것을 뜻한다. 좀 더 부연해보면 수동적인 입장을 의미하는 동정(sympathy)과 달리
공감은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하며 관찰자가 기꺼이 다른 사람의 경험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공유한다는 의미인 것이다.18)
이기호, 동아시아 시민사회 지역구상에 대한 고찰 , 190쪽.
박길성,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구조변동, 서울: 사회비평사, 1996, 72쪽.
이기호, 동아시아 시민사회 지역구상에 대한 고찰 , 194쪽 참조.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Touchstone, 1997. 사무엘 헌팅
턴, 문명의 충돌, 이희재 옮김, 서울: 김영사, 1998, 49쪽.
17) 제러미 리프킨, 유러피언 드림, 361쪽.
13)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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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교적 영구 구원의 꿈을 활성화시킨 사회적 접착제는 ‘신앙(faith)’이었다. 근대에 와서
는 물질적 진보를 위해 누구나 추구한 것이 ‘이성(reason)’이었다. 그러나 지금 도래하고 있는 새로운 시
대에는 인간의 공통된 취약성을 보호하고 세계화 의식을 갖기 위한 수단이 바로 ‘공감’이다.19) 그렇다
고 해서 신앙과 이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리프킨은 과거의 사회적 접착제인 신앙, 이성은 공감과
의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역설한다. “온전한 세계화 의식은 이 세 가지 사회적 접착제를 특정한 순위
없이 전부 수용한다. 신앙, 이성, 공감은 전부 성숙한 인간의식에 필수적인 요소다. 각각은 상호 배타
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 13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신앙과 이
성 사이의 조화, 미묘한 합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다면 글로벌 시대의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
신앙, 이성, 공감 이 세 가지를 상호보완적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20) 이와 같
은 인간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다름 아닌 동아시아 시민사회 지역구상으로서 ‘인문 종교ᆞ문화
예술 네트워크(network)’를 문명공동체의 핵심요소로 배정하게 된 이론적 근거가 된다.

Ⅲ.

․종교․문화예술 네트워크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성을 위한 연대와 공조는 우리는 하나라는 인도주의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애
의 ‘공감’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소통과 화해에 이르는 ‘지역정체성’은 타자와 공유하는 생명
존중의 호혜적 각성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공존의식이 공고화되었을 때 화합과 조화, 그리고 공동번영
이라는 ‘평화공동체적 공동선’에 도달할 수 있다. 지난날 패권주의시대에 이방세계의 타자에 대한 정복
과 승리의 논리가 득세했다면 현세기는 이질적이고 적대적 관계의 그들과 대화하고 화합하는 문명공
동체 차원의 ‘공감적 공존의 철학’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그 사유모델을 근대성(modernity)과 끊임없는
교섭 속에 있는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사상과 지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논제는 동아시아의 전통 깊
은 문화유산을 통해 대안적 정치ᆞ경제ᆞ사회체제를 모색하려는 시도21), 그리고 세계문학사에 나타난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문학유산의 상징적 의미를 읽어내고 이를 미래
에 투시하는 방법을 통해 유럽중심주의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22) 등과 맥을 같이한다.

聖人의 문덕文德”, ‘도道’

그런데 이러한 방향의 연구는 본래 ‘동아시아성’ 영역이었던, 즉 보편적 성인

中華’를 근대 국가주의ᆞ민족주의와 대척점에 위치한 ‘동아시아시민

와 연결되는 문명생명주의의 ‘중화

주의’로 격상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것은 현재 국민국가 범주로 전락한 ‘중화’의 의미적 용법을 문
명공동체적 의미로 재개념화, 복원하는 일과 관련된다. 더 나아가서는 서구와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적
인 ‘근대화(modernization)’ 개입으로 인해 파괴된 동아시아 ‘중화 세계시스템’을 현재화하는 작업과도 무
연하지 않다. 여기에는 또한 동아시아 ‘평화협력의 문명코드 — 중화생명주의’를 수반하는 평등과 호
혜, 개방과 포용, 관용과 다양성 등의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원칙들이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 궁

18) Jeremy Rifkin, The Empathic Civilization: The Race to Global Consciousness in a World in Crisis, Cambridge, UK: Polity, 2010.
리프킨, 공감의 시대, 이경남 옮김, 서울: 민음사, 2010, 19 20쪽 참조.
19) 제러미 리프킨, 유러피언 드림, 349 350쪽, 참조.
20) 제러미 리프킨, 유러피언 드림, 351 352쪽.
21) 김형찬,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철학의 정체성 , 오늘의동양사상 14,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6, 197 203쪽
참조.
22) 조동일,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 문학, 서울: 지식산업사, 1999, 39 40쪽 참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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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체는 ‘동아시아시민주의’가 선도하는 예술 공감ᆞ영성ᆞ생태문명과 그에 기초한 항구적인 ’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 발상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탈근대적 중세화(medievalization)론’과 접맥된다. 중세화론은 상호의존
이 심화되고 세계화가 일정한 단계에 도달했을 때의 국제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용어로 출현한 것이다.
잘 알다시피 근대화는 ‘modernization’의 번역어로 등장한 말이다. 근대화는 그 진원지가 서구라는 점에
서 유럽문명권에서 먼저 이루어진 논의를 그 용어와 함께 수입한 것이다. 그런데 중세화를 뜻하는
‘medievalization’은 영어를 비롯한 서구어에는 없는 말이라고 한다. 그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동아시아의
용어 중세화를 ‘medievalization’으로 번역해 사용해야 함은 물론, 동아시아학계가 앞서서 ‘중세화론’을 개
척하고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23) 아무튼 이 신중세화 이론은 1960∼70년대에 아놀드 월퍼스
(Arnold Wolfers), 헤들리 불(Hedley Bull) 등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헤들리 불은 장래에 출현할 가능

성이 있는 국제시스템의 하나로서 ‘새로운 중세’를 제시했다. 이러한 ‘신중세화체제’는 오늘날 서구가
유러피언 드림(European Dream)으로 대변되는 EU의 실체를 ‘신중세화’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田中

만하다. 최근의 주창자들로서는 리프킨을 위시해서 일본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타나까 아끼히꼬(

明彦), 국내에서는 동아시아학의 노학자 조동일 등이 눈에 뛴다.24)

이처럼 ‘신중세화론’과 연계시켜 볼 때 ‘중화’적 가치는 전통문화의 현재성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근대 국가주의의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 ‘중화’의 의미 구성체로부터 긴밀한 내적 연관관계의 풍부한
‘동아시아적 함의’를 추출할 수 있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정체성과 그 연대감을 추동하고 강화하는 역
내 공통된 ‘문명의 생명소’로 작동해왔다. 그리고 ‘중화 공공성’은 동아시아 현실역사에서 원심적 ‘중화

夷族지역의

보편주의’와 구심적 ‘중화민족주의’로 표출되었다. 역사상 중화문명은 동아시아 여러 이족

소단위 민족문화와의 교섭 속에서 창출ᆞ발전되었고 동아시아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

華族의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해서 동아

고 향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중심이 화족

시아의 보편적 규범인 중화는 원천적으로 배타적 근대 국가주의로 한정시켜 사유할 수 없다.25) 현재에

偏在하여 한족중화주의, 티베트중화주의,

도 중화보편주의는 동아시아문명의 역내 생명소로 투영ᆞ편재

新疆중화주의, 월남중화주의, 일본중화주의, 한국중화주의 등의 각양각색의 생동하는 중화민족주

신장

의적 스펙트럼을 구성한다.
사실상 ‘동아시아 — 중화’란 지리상의 개념으로서의 고정된 경계나 구조를 가진 실체가 아니다. 그
것은 이 지역을 구성하는 주체의 행위에 따라 유동하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공간이다. 더욱이 동아시
아세계는 하나의 사유공간이자 문제설정으로서 새로운 실험을 통해 창조되는 미래지향적인 과제임과
동시에 ‘동아시아성’의 재활성화를 기약하는 과거로부터 재구성되는 반성적 영역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백영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지적 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로, “동아시아를 어떠한 고정된

～

23)
, 동아시아문명론, 파주: 지식산업사, 2010, 27 28쪽 참조.
24) 전홍석, 동아시아 모델의 전환: 중세화론과 진경문화 , 214 220쪽 참조.
25) 전홍석, 동아시아 모델의 전환: 중세화론과 진경문화 , 237 238쪽 참조. 이와 함께 본고에서 지칭하는 ‘중국’
이란 말 역시도 오늘날의 국가(
) 개념이 아니라 동아시아대륙의 중심부 중원
을 지배하는 왕
조, 즉 책봉의 권한을 가진 천자
의 제국임에 유념해야 한다. 더욱이 그 왕조의 지배민족 역시도 역사상 한
족
만이 아니었고 선비, 거란, 여진, 몽골 등의 다른 여러 민족도 함께 포함되었다.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국
가는 특정한 가문이 국가권력을 독점하는 왕조의 형태로 존재했다. 예를 들면 한 은 곧 왕조의 명칭이며 국가
의 칭호였다. 그러나 중국은 국가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원이라는 특정한 활동 공간에서 ‘중화’ 문화를 창
조하고 향유하면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특정 ‘역사공동체’의 명칭이었다. 김한규, 천하국가: 전통 시대 동아
시아 세계 질서, 서울: 소나무, 2005, 10쪽 참조.

漢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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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지 않고 항상 자기 성찰 속에서 유동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사고와 그에 입각한 실천

事象이나 성질이 유사한 지역범

의 과정을 뜻한다”.26) 그런 의미에서 여태까지의 동아시아가 어떤 사상

위인 ‘등질지역’을 찾아나서는 작업이었다면, 그보다 어떤 중심지의 기능이 미치는 범위인 ‘기능지역’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그 개진된 진술을 옮겨보면 “정치적 기
능지역, 경제적 기능지역, 문화적 기능지역 등 구체적 요소 — 예를 들면 책봉, 동전의 유통, 서적의 유
통 등 — 에 따라 하이퍼텍스트(hypertext)와 같이 등질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는 그 지리적 영역이 고정
된 것이 아니라 신축적이며 다양하고, 따라서 동아시아는 하나가 아니라 다수 존재할 수 있고 그러한
다수의 동아시아들이 중첩되며 동아시아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27)

創新해가

이러한 인식 속에서 본 로드맵은 ‘인문 종교ᆞ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창신

는 동아시아 문명공동체 구성을 제안하다. 그리고 이 제안은 크게 보아 ‘동아시아 시민사회 지역구
상’28) 노선에 합류한다. 이 발상 이면에는 “국가를 넘어서는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새로운 가치들을 실
험하고 미래에 대한 공동의 기억을 키워가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동시에 그러한 실험이 가능한 시민사
회의 자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그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고 언제든지 충전될 수 있도록 노력
하는 것이 필요하다.”29)라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인권과 평화 보장을 위한 초국가적 연합체 강화는
‘동아시아시민’, 곧 역내 인권주의자와 평화주의자의 상호 빈번한 교류와 공감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
리고 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바람직한 동아시아 문명공동체는 공감적 문화(

)감수성에 기초한 ‘보

편적 인권’과 ‘평화 이념’을 지향하는 시민세력이 그 정체성 구성의 주체가 되었을 때 견고해질 수 있
다. 이것이 바로 역내 인문ᆞ종교ᆞ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통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을 제안하는
이유다.

諸國이 근대적 민족(국민)국가의 사고회로에서 벗

근본적으로 ‘동아시아 문명공동체’ 실현은 역내 제국

어나 동아시아성과 세계성에 접속하는 ‘열린 민족주의’의 성숙이 요청된다. 이와 연동된 문제로서 이
지역의 평화협력과 공존공영 역시 영토에 기초한 의무와 재산권에서 탈피해 ‘지역의 공동선’에 입각한
의무와 ‘보편적인 인권’에 애착을 가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문명공동체의 구성 주체로서 ‘동아
시아 시민사회’를 요청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시민은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의 존엄과 자유를 존
중하며, 평등한 관계 속에서 타인과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가치와 행동 방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30) 특히나 ‘생명’을 체현하는 인문ᆞ종교ᆞ예술세계는 문
화지형의 최고단계에 위치한다. 그러니만큼 본고에서 제시하는 동아시아의 평화 네트워크는 상호중첩
적인 다원적 지역문화를 창조적으로 형상화하는 문화예술인, 경건성과 생명애로 자기희생을 감내하는
종교인, 그리고 국가민족주의의 완충지대인 문해율을 높이고 문명공동체적 가치를 이론화하고 대중화
하는 인문학자로 구성된다.

—

26) 백영서, 중국에 ‘아시아’가 있는가?
한국인의 시각 ,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정문길 외 엮음), 서울: 문학
과지성사, 2000, 58쪽.
27) 하세봉, 한국학계의 동아시아 만들기 ,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4호, 동아시아문화포럼, 서울: 열화당, 2000,
231쪽. ‘지역’이라는 단어는 일국
내의 지방(local), 특정한 지대(area), 광역권(region)을 포함하는 그 외연이 폭넓
은 개념이다. 그런데 지리학에서는 리전(region)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성질이 같거나 서로 밀접한 공간관계를
갖는 범위’라 규정하고 지역을 등질지역과 기능지역으로 구분한다.
28) 이유선,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과 시민사회 , 사회와철학 제11호, 사회와철학연구회, 2006; 이기호, 동
아시아 시민사회 지역구상에 대한 고찰 ; 신종훈, 유럽정체성과 동아시아공동체 담론 : 동아시아공동체의 정
체성에 대한 비판적 질문 , 
 제221집, 2014 각각 참조.
29) 이기호, 동아시아 시민사회 지역구상에 대한 고찰 , 206쪽.
30) 신진욱, 시민, 서울: 책세상, 2009,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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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실존자(existant) 인문인, 종교인, 문화예술인은 문명(

)생명주의의 데모스이자 이

지역 문화소통코드의 계발생산자로서 반목과 분쟁의 요소를 희석시키고 동아시아를 공감(생명)적 화해
의 문명세계로 추동할 것이다. 여기서는 인문인, 문화예술인 못지않게 기성의 사고형식을 넘어서서 무

知 情 意

한한 문화창신의 가능성을 담지한 ‘종교 영역’이 주효하다. 왜냐하면 신앙은 지 , 정 , 의 의 경험 전
체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초월한 영역에까지 관계하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본 제안 네트워크의 공공성
은 공감, 생명, 영성, 명상, 영감, 초월성, 아우라 등의 주제어를 통해서 동아시아인들의 “내면적 삶의
평화 완성과 지구 생태계와의 영적인 소통에 의한 총체적 오염의 사전 극복, 그리고 인간 간의 시장적
관계를 넘어서는 참다운 초월적 사랑을 획득”31)하는 데 있다. 이제 동아시아인들은 상호 대결적이고
배타적인 국가주의를 초월할 만큼 정신적 지혜의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동아시아는 분쟁과 갈등으로

共治의 모습으로

점철된 20세기로부터 탈각하여 21세기 공감적인 보편적 인간애에 기초한 평화와 공치

일신해야 할 전환점에 당면해 있다. 그런 점에서 초국적 시민사회로서의 인문 종교ᆞ문화예술 네트
워크는 문명공동체의 행위자, 소통자로 작동하며 지속가능한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간단없이 창조ᆞ
정립해나갈 것이다.
문명공동체적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의 정체성’은 전통적 문화자산과 겹치는 공동의 역사경험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현재적으로 창신해야 할 과제다. 또한 거기에는 ‘동아시아시민주의’에 입각한 역내
문화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 국가, 민족, 소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을 넘어서 오히려 거기로부터 수렴되
는 동아시아의 공동선, 곧 문명보편주의가 창달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의 공적 영역인
‘중화생명주의’는 동아시아 평화협력의 소통과 공감의 문명코드로,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지역(문명)정
체성 구성의 현재적 규범으로 끊임없이 재발견되어야 한다. 본 로드맵이 제안하는 역내 시민사회로서
의 ‘인문ᆞ종교ᆞ문화예술 네트워크’는 영성, 이성, 감성, 공감의 새로운 합의 영역인 ‘공감적 인간
(Homo-Empathicus)’을 인식주체의 또 다른 근거로 활용한다. 더불어 현 시대정신인 예술ᆞ공감ᆞ영성ᆞ생

태문명의 동아시아적 의미를 공론화함으로써 동아시아인들의 공감적이고 연대적 ‘생명(문화)감수성’을
일깨우는 참여자적 생명인식을 그 방법론으로 제시한다.32)
이렇게 “재발견된 인간은 서구 근대의 개인 유형인, 고립된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표준화한 근대사
회의 목표, 즉 양적ᆞ경제적인 소득 증대로 전치한 소유 집착적인 개인이 아니다. 이들은 세계의 구성
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동시에 자기 내면의 개성을 나름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관계망

情意의 면을 기능적으로 통일하면서 실

-내-자기표출’형 개인들이다”.33) 더하여 여기서의 인간형은 정의

존적 상황에서 생사를 걸고 초월적인 존재와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신앙 영역에까지 확장된다. 실제
로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동아시아상은 ‘생명 존중의 관계망’을 긍정하고 ‘문화(생명)의지’로 충만
한 예술적ᆞ공감적ᆞ영성적ᆞ생태적 세계로 규정할 수 있다. 아울러 그 실현주체는 그러한 가치의 동

覺者’, 곧 인간 안의 자비와 공감의 영성을 일깨우는 미학적이고 영성

아시아성을 체득한 ‘실존적 각자

(생명)생태적인 문화인격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들의 실체는 문명생명주의를 체현하는 ‘동아시아 데모

31) 김지하, 동서 통합으로부터 ‘’을 향하여 ,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장파), 파주: 푸른숲, 2009, 10쪽.
32) 참고로 리프킨은 이기적인 동물이 아니라 ‘공감하는 인간’이 인류의 문명을 진화시켜 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공감’을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로 들어가 그들의 고통이나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것으로 정의한다. 특히 유전학
에서 ‘거울신경세포(Mirror Neurons)’의 발견은 인간 본성에 대한 논쟁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인간은 타인의 생각
이나 행동을 개념적 추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신의 것인 양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거울신경세포가 바로 리프킨이 말하는 ‘공감뉴런’(Empathy Neurons)이다.
33) 문순홍, 온생명과 정치사회 체제 ,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4호, 서울: 열화당, 2000,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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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예술가, 인문학자, 종교 신앙인, 문화 이론가 등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시민사회’ 다름 아니다.

Ⅳ.

효용성: 공공재 기능

이 장에서는 상기한 제반 문제와 관련해서 본 로드맵이 제공하는 문명(

)적 공공재(public goods)

기능, 이를테면 적실성과 시의성 그리고 기대효과(효용성)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논구해보고자 한다.

兩岸갈등, 소수

첫째, 동아시아 역내 분단국의 통일 해법이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균열, 중국의 양안

민족(티베트 신장 등) 문제, 한반도의 남북대치 등의 상황은 과거 동아시아세계가 서구와 일본이 획책
한 제국주의적이고 폭력적인 근대 민족국가체제의 수용과정에서 배태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兩强구도 속에서 발발된 중국국공내전, 한국전쟁, 인도차이나 베트남전쟁 등 일련의 ‘동아시

미소 양강

아 30년 전쟁(1945∼1975)’은 모두 이 서구식 모델인 근대국가 시스템이 빚은 역사참극이다. 그 결과가
오늘날 역내 분단국의 상흔으로 유전되는 것이다. 근대국가 이데올기의 극점인 미소냉전체제가 해체
된 이상 동아시아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 체제를 더 이상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이제 동아시아는
근대 국가주의적 세계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미래 지향적인 ‘문명공동체적 세계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
색해야 한다. 그것만이 현재의 동아시아 제반 분쟁상황과 분단국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그 실효성은 서로 간에 수시로 살벌한 전쟁을 벌이던 유럽 국가들이 공통된 그리스도교문명을 선용
하여 유럽경제공동체(EEC)의 틀 속에 연합함으로써 각 나라들 간의 복잡다단한 전통적 영토 국경분

諸島 분쟁, 독일과 프랑스의 알자스-로렌 분쟁, 수데텐도이치 영

쟁, 즉 영국과 프랑스의 도버해협제도

토분쟁,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분쟁 및 단치히 영유권 분쟁 등을 일거에 해소했던 유럽의 선례에서 확
인할 수 있다.34) 특히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비추어볼 때 ‘문명’에 토대한 이 유럽의 공동체가 독일통
일의 길을 열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즉, “독일이 서유럽제국의 영구동맹국으로 엮어진 EEC의 틀
이 없었다면 영국과 프랑스를 위시한 주변 국가들은 서독이 동독을 병합하여 유럽최강국으로서의 지
위를 굳히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을 것”35)이라는 분석이 그것이다.
덧붙여 중국의 화약고가 된 티베트, 신장 등의 소수민족 갈등문제도 과도한 서구식 국가시스템을
집착하는 데서 기인한다. 때문에 그 해법은 근대 국가주의적 세계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태도가

習近平) 정부의 문제인식도 현재와 같은 강압보다는 보다 효율

관건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현 시진핑(

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통치기능이 확대되어야 중국내 통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정책의 전환
이 포착되어 고무적이다.36) 현재로서는 요원하지만 리프킨의 다음 말을 권장해본다. “중국과 인도는
민족국가 모델로서는 글로벌 경제와 문화를 수용하기에 역부족인 현실에서 북아메리카의 경우보다 더
큰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 인도나 중국이 과연 단일국가체제로서 10억 이상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
을까? 서로 얽혀 있는 정체성으로 사람들이 더욱 탄력적인 편의의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렇게 많은 인구를 단일국가체제로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가능성이 있는 시

準

나리오는 중국과 인도 둘 다 적어도 부분적으로 좀 더 준 자치 지역으로 분리되어 그들 지역이 세계
전체 속에서 나름대로의 경제 및 정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것이 좀 더 발전하면 두 나라
34) 황태연, 공자와 세계 1 : 패치워크문명 시대의 공맹 정치철학 제1권 공자의 지식철학(상), 69쪽 참조.
35) 황태연, 공자와 세계 1 : 패치워크문명 시대의 공맹 정치철학 제1권 공자의 지식철학(상), 69쪽.
36)
, 
,
:
, 2014, 169 17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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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국가의 틀을 떨쳐버리고 분화된 각 지역이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EU의 모델처럼 초국가적
정치연합체로 재편성될 수도 있다.”37)
둘째,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문화시스템 구축이다. 우리에게 자긍심과 동시에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시대’란 비단 ‘세계경제의 동아시아화’ 추세만을 한정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세계
문명의 중심축 변동을 알리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니만큼 현금 동북아시아 3국이 편협한
‘국가주의’에 편승하여 서로 반목하고 쟁투하는 행태는 금세기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
다. 이제 동북아시아 3국은 동아시아의 공동번영과 미래의 희망을 위해 상대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편
협한 이기주의와 그로 인해 형성된 분쟁의 역사 퇴보적인 의식의 어두운 잔영들을 거둬내야 한다. 그
리고 국가적 민족적 재난을 함께 나누고 분쟁을 해소하는 화합의 이념과 생명 존중의 동아시아 국제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 ‘동아시아시민’이 주체가 되어 “동아시아에 국민국가의
층위를 넘어선 공론공동체, 국가와 독립된 사회 제 세력이 만들어내는 사회공동체, 국경을 넘어선 문
화활동을 통한 문화공동체 등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 건설을 촉진하고 발전시켜 국가 중심적 동아시아
질서를 상대화하고 비판할 수 있는 다양한 안목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38)
그런 까닭에 동아시아 국제 소통기구에 준하는 문화적 공간과 시스템의 창출이 중요하다. 이러한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공영역적 문화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역내 국가적 행위의 갈등을 규제하고 건전
한 비판정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21세기 동북아
시아 건설을 국정목표로 정해 대외적으로 제시했던 기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바탕을 둔다. 그리고
2013년 한국정부에 의해 제안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 지

금 동북아에는 역내 국가 간에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자적 메커니즘이 없다는 인식이 그
것이다. 더 나아가 촛불시민혁명으로 2017년 5월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거시적으
로는 평화공동체를 지향하는 ‘동아시아 시민사회 문화시스템’ 안에서만 지속가능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문화자각과 그에 수반된 대외정책의 경우도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동의를 이
끌어내는 공유적 문화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생공영의 동아시아적 문화코드를 읽어내는 노력이 병행되

中國夢)’은 실현될 수 있다. 이 제반 수요에 호응하는 동아시아 인문ᆞ

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중국의 꿈(

종교ᆞ문화예술 네트워크 시민주의는 문명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교류협력, 평화협력 모색을 위한 다
자적 기제로서 역내 공론공동체, 지식공동체, 종교공동체, 사회공동체, 문화공동체, 예술공동체, 생태공
동체, 평화공동체 등을 선도할 것이다.
셋째, 소통적ᆞ연대적 문명(문화)코드 창출이다. 동아시아인들은 동아시아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
는 내셔널리즘(nationalism)을 해소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을 보장하는 평화협력 구상으로서의 ‘역내 공공
성’ 영역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또한 이 지역의 평화구현의 실마리는 초국가적 상호 의존
성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 조류에 부응하여 총체적이고 포용적인 ‘문명’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공동체
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데서 풀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또한 역내 국가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다문화사회의 위기, 인권보호, 생태계 파괴, 부의 불균형, 핵위협, 국제범죄, 사
이버테러 등의 초국가적 현안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분히 대립분쟁적인 기존의 정치

試案에 앞서, 그 긴장과 불확정성을 해소할 ‘문명’의 포용성이 개방해주는 지속가능한 생

ᆞ경제적 시안

활세계 영역의 ‘문화소통코드’가 필요하다. 달리 말하자면 단순히 정치ᆞ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지역통
37) 제러미 리프킨, 유러피언 드림, 463쪽.
38) 이시재, 시론: 영토분쟁 푸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 한겨레, 2012. 12. 04., 31면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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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하기 어려우며 동아시아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원한다면 ‘문화(생명)’라는 소통인자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 소통인자는 역내 국가 간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동아시아 평화의 생명선이 되
어줄 것이다. 경제와 문화가 어우러진 ‘동아시아문화경제공동체(CECEA: Cultural and Economic Community of
East Asia)’가 거론된 까닭도 여기에 있다.

다만 그 관건은 근대 서구와 일본의 제국주의적 국가주의로 인해 파괴되고 소실된 동아시아인의 소
통적 연대적 문명(

)코드를 어떻게 복원ᆞ창신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본 로드맵이 제시하는 ‘동아

시아 문명공동체’는 지적이고 종교적이며 예술적 실험과 생활세계에서의 일상적 실천을 통해 만들어
가는 ‘동아시아 정체성’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지평에 근거한다. 최근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를 살펴보면
크게 보아 정치ᆞ경제와 시민생활 두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문ᆞ종교ᆞ문화예술 네트워크는 ‘동
아시아시민주의’라는 새로운 협력모델로서 정치ᆞ경제 영역보다는 동아시아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동아시아시민의 탈권력적ᆞ탈시장적 생활세계에 바탕을 둔다. 때문에 이 네트워크는 동아시
아인의 공통된 생활유전자인 ‘동아시아 생명주의’를 시민사회의 문화영역에 구현하고자 하는 구상이기
도 하다. EAVG 보고서가 지역정체성과 지역의식 함양, 동아시아 문화 및 예술의 보존과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 협력을 촉구한 의미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본 제안서가 고차원적 동아시아 시
민사회에 기초한 예술ᆞ공감ᆞ영성ᆞ생태문명으로서의 ‘동아시아 문명공동체’를 제시한 이유다.
넷째, 동아시아 문명생명주의의 발신이다. 현대문명을 조형해낸 계몽주의사상은 인간 이성의 무한
한 발전에 대한 믿음과 자연에 대한 지배, 그리고 주체와 객체, 나와 타인을 구별하는 보편적 객관주
의로 요약할 수 있다.39) 이렇게 타자와의 관계성을 배제하는 이원적 근대성(주객이분법)은 인류의 확장
적ᆞ침략적ᆞ지배적 성향의 주체성을 지나치게 자극한 나머지 인간과 자연의 대치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문명과 문명 간의 상호 쟁탈과 적대감을 유발하는 사유의 틀로 작용
해왔다. 현재 동아시아의 제반 분열상 역시 이러한 근대성의 폐해와 무관하지 않다. 때문에 동아시아
는 분리된 개체로서 타자와의 관계성을 단절시키는 이항 대립적 근대 메커니즘에서 탈피하여 ‘생태적
관계망’의 회복을 통한 타자와 공감하고 공존하는 ‘생명공동체적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지역공동체적 견지에서 ‘문명’은 대규모의 총체적 인간 생존양식으로서 하위개념인 ‘문화’를 포괄하
는 유개념으로 관찰된다. 이때 문화는 그 상위개념인 문명에 대한 종개념으로서 국가나 민족을 종차로
하여 한국문화, 일본문화, 한족문화, 티베트문화 등으로 나타난다. 이를 ‘문명생명(생태)주의’로 치환해
보면 ‘문명’은 정상 단위로서의 생명, 곧 자기충족적이고 자기완결적인 총체로서의 생명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는 그 안에서 상대적 독자성을 견지하며 생존하는 개개의 조건부 단위의 생
명, 곧 ‘관계망—내—개체생명’으로 규정할 수 있다.40) 이러한 생명주의 문명관은 우리에게 역내 ‘민족
39) 이진우,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이해, 서울: 서광사, 1993, 16쪽 참조.
40) 여기서의 논변은 지구의 생명현상은 ‘온생명’이라는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적인 현상들이고, 따
라서 생명으로 세계를 본다고 할 때 이 세계를 구성하는 것의 단위성과 그 정체성은 다층적 다원적인 단위들
로 구성된 성층구조이며 원자처럼 개별화한 입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 얽힌 존재라는 점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장회익의 관점을 원용한 것이다. 장회익은 지구상에 나타난 계통적 생태적으로 연결된 전체 생명체계와 이를
지지하는 모든 필수적 요소들을 하나의 실체로 인정해 ‘온생명’이라 지칭한다. 이 과학적 개념으로서의 온생명
은 생명현상을 그 안에 완벽하게 담아낼 하나의 자족적 체계를 말하는데, 때로는 우주 내에 임의로 지정한 한
정상적 위치에서 외부로부터의 그 어떤 특정의 도움을 얻지 않고 그 안에서 자생적인 생명현상을 준영속적으
로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처럼 자기충족적인 단위로서의 온생명에 비교해볼 때 ‘낱생명’들은 생
명현상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물리적인 조건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한 자기충족성을 구가할 수 없
다. 왜냐하면 단위화가 단위화된 실체의 본질적인 한 부분을 필연적으로 단위 밖으로 배제하게 되는, 즉 이것
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위 밖으로 밀려난 본질적 한 부분을 항상 전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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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더 큰 생명의 질서, 곧 정상적 보생명인 ‘동아시아문명’을 전제로 해야 성립, 생존할 수

있음을 각성시킨다. 따라서 자족적 정상 단위인 ‘중화 생명체(문명)’가 파괴될 경우 그 조건부 단위인
민족국가도 저 본원적인 연대적 생명성을 상실하여 혼돈에 빠지게 되고 말 것이다.
본 로드맵은 생명의 내포성과 그 협동호혜성이 지시하는 상호 연결된 동심원으로서의 ‘문명(생명)공
동체’ 구현과 그와 결부된 동아시아의 보편적 문명코드인 ‘중화(생명) 공공성’의 회복을 요점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의 인문인, 종교인, 문화예술인은 ‘문명(중화)생명주의’의 발신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이 ‘동아시아 데모스’는 문명공동체 차원에서 중화생명주의를 온몸으로 내면화함으로써 동아시
아문명은 개체인 민족문화와 그 보생명의 결합 속에서 발현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41) 바꿔 말해
역내 민족문화의 참생명은 보다 근원적인 생명체, 곧 ‘전체로서의 동아시아 문화생태계(중화: 온생명적
동아시아성)’ 속에서 확보될 수 있음을 체현해내야야 한다. 인류의 문명사에 있어 시민은 각 시대별 사

회변동 과정에서 인간이 당면한 역사적 과제와 씨름하며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진화해온 존재다. 오늘
날 ‘동아시아시민 — 인문인 종교인ᆞ문화예술인’은 이 시민적 역사성의 현재적 소명자로서 유기적
생태의 관계망 안에서 타자와 공생하는 동아시아 문명공동체 구성의 행위주체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주체적 동아시아의 위상 정립이다. ‘동아시아’의 의미구성체는 서구 열강과 군국 일본이 각
인시킨 근대 세계시스템의 제국주의적 조형물로 이해된다. 동아시아학 구축은 유럽의 전 지구적 확장
에 따라 19세기에 형성된 구미의 창안물, 곧 동양시장에 대한 꿈과 지상낙원에 대한 갈망이 묘하게 결
합된 ‘태평양’이란 개념과도 연동된 문제다. 태평양은 아시아 핵심부의 산물이 아니라 유럽으로부터 뻗
어나가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연장으로 태평양권이 조직되어나간 소산인 것이다. 예컨대 태평양역사
의 여러 단계를 스페인령 호수에서 영국령 호수로, 다시 미국령 호수로 부르며 태평양전쟁을 통해 미
국령 호수에 대한 일본의 도전을 경험했다.42) 그러므로 이 지역구성체는 구미열강의 전 지구화된 이해
관계를 원리로 삼아 구미라는 중심에 대한 주변부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권’이란 명칭은
허구이고 ‘구미태평양권’이라고 부르는 게 옳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명실상부한 아시아태평양권은 아시아적ᆞ태평양적 내용과 구미태평양권 사이의 모순을
아시아적ᆞ태평양적 내용의 입장에서 극복할 때 성립 가능할 것이다. 구미태평양권에서 아시아태평양
권으로의 변화의 실제내용은 바로 그 모순 극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43) 때문에 이 지역이 구미태
평양권에서 아시아태평양권으로 넘어가는 ‘태평양의 재창안’이 이루어지려면 환태평양의 핵심지인 ‘동
아시아’가 그 개념의 태생적 한계인 제국주의로부터의 탈맥락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스스로가, 즉 동아시아시민이 주체가 되어 서구자본주의 국가의 이해관계가 일방적으로 관
단위 밖으로 밀려난 물질적인 한 부분이 바로 낱생명에 대한 조건으로 이를 장회익은 ‘보생명’이라 불렀다. 보
생명은 온생명에서 낱생명을 뺀 나머지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낱생명의 특정 조건은 보생명이며 낱생명은
정상 단위로서의 온생명에 대해 조건부 단위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장회익, 온생명과 인류 문명 ,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4호, 서울: 열화당, 2000 참조.
41) 문명권 내부담론 차원에서 ‘문화’는 자족적 단위의 생명으로서의 ‘문명’과는 달리 자족적 실체가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장회익의 온생명적 의미의 문명론을 다소 수정해 적용시켜 보면 문명의 하위 개체인 문화는 그것
의 ‘보생명’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 단위로서, 종적으로는 주변 생태계로부터 필요한 물질적 소
요를 공급받아야 하며 써서 변형된 찌꺼기를 다시 생태계 안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는 존재이고, 횡적으로는
주변의 다른 문화들과 일정한 협력 및 경쟁 관계를 맺으며 존속해 나가야 하는 존재이다.
42) 아리프 딜릭, 아시아태평양권이라는 개념: 지역 구조 창설에 있어서 현실과 표상의 문제 , 동아시아, 문제
와 시각(정문길 최원식 백영서 전형준 엮음), 문학과지성사, 1995, 58 60쪽 참조.
43) 전형준, 같은 것과 다른 것: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 ,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최원식 백영서 엮음), 창비,
2010, 287쪽 참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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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탈의 피해공간이 아니라, 타율적 근대의 아픔을 넘는 상호이해의 고리를 형성하고 공통의 문제
인식을 조직하며 그로 인해 새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문화적 소통과 연대의 창조적 공간으
로 변모해야 한다. 이로 보건대 동아시아시민주의가 구도하는 문명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적 가치와
그 정체성 확립은 향후 ‘태평양의 재창안’이라는 이 공동목표에 응답, 그 해답을 안출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여섯째, 동아시아 전통문화 재창조의 시의성 확보다. 동아시아에서의 ‘문명’은 어원상 중화 지향의

西華,

‘전통성’과 서화(

) 지향의 ‘근대성’이라는 이중의 교차적 층위를 구성하는 개념이다. 금세기 문

명대안론으로서의 동아시아 예술 공감ᆞ영성ᆞ생태문명의 구현은 ‘민족국가’를 지향하는 문명의 근
대적 개념사보다는 주로 ‘문명공동체’ 가치를 중시하는 문명의 전통적 개념사와 연계되어 있다. 그러므
로 동아시아 전통문화의 부활은 현재 중국의 국가주의가 표방하는 근대적 중화민족주의 방향과는 다
른 탈근대적 중화보편주의 세계시스템, 곧 보편성과 특수성을 잇는 거시적 구도의 결합조직이자 생태

和而不同: 理一分殊 理通氣局)’의 창조적 복원에서 확보될 수
있다고 말해진다. 이 견해에 따르면 ‘중화’ 개념은 원천적으로 국가주의로 환원될 수 없으며 ‘통일성(理
一ᆞ理通) 속의 다양성(分殊ᆞ氣局)’, ‘다양성(分殊ᆞ氣局) 속의 통일성(理一ᆞ理通)’을 이룩한 결정체다. 이
학적 관계망을 긍정하는 ‘동아시아 중세화(

문명의 원리는 중화로 대변되는 보편적 동아시아성이 개별적 민족문화의 형태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적시해준다.44)
결국 이 ‘신중세화론’은 각종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를 서구 중심의 근
대체제를 흔들 역동적 지역으로 사유하며 그 대안을 동아시아에서 찾고자 하는 ‘동아시아담론 — 문명
대안론’과 겹친다. 이 입장은 동아시아론을 주장하는 논자들 전반이 공유하지만, 특히 동아시아의 ‘전
통’에 주목하는 대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령 동아시아지역이 전통적으로 일원론적ᆞ생명론적
철학과 직관적ᆞ감각적 문화사상을 특징으로 한다든가, 또는 정신문화와 관련하여 “불교와 도가 사상
을 포함하는 신유학의 전통, 커뮤니케이션의 매체이자 사상의 원천으로서 한자라는 문자, 자연과 인간
의 일체화, 세계에 대한 유기체론적 시각, 개인주의에 우선되는 공동체 윤리, 선형적 사고방식 대신 나
선형 혹은 순환적 사고방식 등”45)의 본질적으로 서구와는 다른 문화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아울러 동아시아문명론의 보수적 입장에서는 유교사상을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동력
으로 보고 유교자본주의와 유교민주주의 가능성의 타진이 인류보편사의 새로운 방향모색에 능동적으
로 동참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46) 다른 한편에서 진보적 학자들은 유학을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는 하
나의 문명적 자산으로 여기는가 하면47), 문명론적 대안을 자기 전통 속에서 모색하는데 있어 풍부한
유산을 가진 동아시아에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보았다.48)

Ⅴ.

말

이상으로 역내 ‘인문ᆞ종교ᆞ문화예술 네트워크’와 그에 따른 동아시아의 문명공동체, 평화공동체
44)
45)
46)
47)
48)

전홍석,
하세봉,
함재봉,
최원식,
백낙청,

동아시아 모델의 전환: 중세화론과 진경문화 참조.
한국학계의 동아시아 만들기 , 219쪽.
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 서울: 전통과 현대, 2000, 39쪽 참조.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7, 412 413쪽 참조.
미래를 여는 우리의 시각을 찾아 , 창작과비평 79, 창작과비평사, 1993, 28 29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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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사항들을 논구해보았다. 21세기 초국적 공동체를 통한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는 문명
사적 과제다. 글로벌 파워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화를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성은 이제 외면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동아시아담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역내 국가들 역시도 대국적으로는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동아시아 ‘공동의 집’을 건설하
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의 집’이란 동아시아 구성원들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하는
통일된 초국가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동아시아공동체는 동아시아인의 ‘공동선’을 위한 공동
체가 되어야 하며 그것은 동아시아인 스스로가 ‘공통의 정체성’을 찾거나 만들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
에서 가능할 것이다. 최근 동아시아 문명공동체와 그 정체성 구성의 주체로서 ‘시민’과 ‘시민사회’의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새로운 구상과 대안은 국가, 민족, 기업과 구분되는 자발적 ‘동아시아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적 교류와 연대로서 ‘동아시아 시민사회 지역구상’으로 명명된다.
여기에는 19, 20세기 수직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화석에너지시대의 ‘국가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21
세기 이타적 협력과 네트워크적 신재생에너지시대의 ‘문명공동체 패러다임(

패러다임)’으로의 전

환이 상정되어 있다. 네트워크에 의한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인 사회시스템이 전 지구적으로 진전되
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서구식 근대적 국가, 즉 ‘국민(민족)국가 모델’은 이제 더 이상 절대적 가치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심지어 그 발상지인 유럽에서조차도 현재 회의와 비관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국민이
나 영토, 국가보다는 공통된 ‘문명적 가치’를 우선시하여 EU라는 초국가적 다중심 통치체제를 마련한

一國적 근대화 기획이 착수된 이후 동아시아공동체의 문화적

것이다. 이와는 상반되게 동아시아는 일국

소통과 연대적 실제상들이 파편화 기형화되어 역내 국가 간 상호 대결과 분쟁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
런 맥락에서 본 로드맵은 시민사회 지역구상 차원에서 발제된 것이다. 이제 맹목적이고 그릇된 ‘국가’
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문명’에 터하여 타자와 호응하는 상호주체적인 공존공영
과 평화번영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성’을 구체화해야 할 때다. 요컨대 본 로드맵이 구도하는 현실진단과
그 문명론적 설계가 이후 ‘동아시아 인문ᆞ종교ᆞ문화예술 교류’, ‘동아시아 인문ᆞ종교ᆞ문화예술공동
체 기구 결성’, 그리고 이를 수렴하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실현의 허브로서 ‘한중일 합작 동아시아대
학 설립’으로 가시화되기를 기대해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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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의 시대와 동아시아 연대, 파주: 창비, 2011.
김준석, 근대 국가, 서울: 책세상, 2011.
김한규, 천하국가: 전통 시대 동아시아 세계 질서, 서울: 소나무, 2005.
박길성,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구조변동, 서울: 사회비평사, 1996.
신진욱, 시민, 서울: 책세상, 2009.
조동일,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 문학, 서울: 지식산업사, 1999.
조동일, 동아시아문명론, 파주: 지식산업사, 2010.
최원식,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7.
함재봉, 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 서울: 전통과 현대, 2000.
김영호, 국제: 안중근 동양평화론 토대 위에 ‘동북아 건축학개론’ 열어라 , 한겨레, 2014. 01. 02.
김지하, 동서 통합으로부터 ‘’을 향하여 ,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장파), 파주: 푸른숲,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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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공동체: 문명대안론>에 대한 토론
문치웅(홍익인간재단)
서구 위주의 제국주의와 이에 동조한 일본의 동아시아 패권주의, 이어진 미소냉전의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도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변혁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자의와 타의에 의한 문명의 교류
와 충돌은 불가피하였다. 근·현대의 기본 바탕이 된 산업화와 과학기술문명, 새로운 이데올로기, 사상
과 새로운 국가체계 형성 등은 동아시아 전체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 본문은 근·현대 시기에 동아시아에 나타난 문명사적 요소들과 충돌, 갈등의 요인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상생과 공생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대안적 시도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다. 저자는 동아시아담론
의 문명적 이해를 제고하고 상호 유기적이며, 전일적 관계 또는 연결에 의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생명
생태적 문명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바탕에는 동아시아인들이 패권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독단주
의가 아닌 타자에게 마음을 열고 다양한 문화를 인정, 수용하고 소통적이고 연대감에 바탕한 상호존중
의 편안함을 기본으로 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기본으로 한 문명체계가 동아시아사회에 뿌리내리게 하
고, 그 환경위에 정치, 경제, 안보, 문화, 환경 등의 지역네트워크는 새로운 차원에서 작동되게 하는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기초규범 10 분류, 그 문명공동체의 성격과
방향 5가지를 제시하였다.
기초규범의 내용은 거시적 포괄적 세계주의, 유기적ᆞ공감적 관계망, 생명생태적 진보관, 다주체ᆞ
다중심적 다원주의, 호혜적ᆞ포용적 보편주의, 전일적 동서통합주의, 평화협력의식, 화해관용적 공존의
식, 동시적ᆞ균형적 진리관, 도덕적ᆞ예술적 가치관이다.
질의 1. 역사, 문화, 민족 구성적으로 많은 갈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환경에서 위 요소들이
기본 규범화 되려면 우선 해결되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법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
다고 본다. 문제의 해결은 서로가 이해가 되고 공감함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실
행 주체는 누구인가?
질의 2. 대안의 제시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현상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다. 동아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패권주의가 판을 쳐왔다. 그 속에 국가간, 민족간 문화적 충돌과 갈등
이 기본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 치유하고 생명생태적 문명대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오랜된 감정과 민족들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리프킨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21세기는 공감의 시대라 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 현대 문명의 핵
심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통한 생활은 현실의 나와 온라인상의 나를 점점 괴리
시켜 다중인격적 사회네트웤을 형성토록 조장하고 있으며, 자아와 타아의 공감은 극단적인 이기주의
속에 함몰되어 가고 있다. 종교적 분쟁, 산업적 분쟁, 지역적 분쟁, 종족적 분쟁이 20세기보다 더욱 극
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21세기의 현실이다. 제레미 리프킨의 ‘공감’, 다니엘 벨의 탈산업화 기획이
나, 들뢰즈의 욕망담론, 하버마스의 ‘공론장’에 대한 논의 등은 현실과 괴리되어 바라본 21세기에 대한
희망의 착종이자, 굴절이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대! 라고 묻는 오늘도 고단한 삶을 지탱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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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절대 다수의 서민들에게, 혹은 세계의 수많은 타자들에게 문명대안론은 어떠한 답을
줄 수 있는 논의인지 궁금하다.
질의 3. 문명대안론은 국가 또는 사회의 어느 계층이 중심이 되는 개념인가? 누구를 위한 문명론인가
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듣고 싶다.
동양에서 서구적 근대가 일상으로 수용된 지 오래이며, 동양의 사상과 전통 역시 서양사회의 일상에
깊숙이 침습되어 있다. 서양과 동양의 대립을 한·중·일 삼국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이들 사회에서 각자
의 전통(근대에 해석된)에 의해 굴절된 서구의 문명과 각 사회가 처한 현실 간의 갈등은 있을지언정
구체적인 사실로서의 서양과 동양의 갈등은 읽히지 않는다. 서구적 개인주의 혹은 자본주의적 가치 속
에서 파괴되는 가족의 가치와 그와 대립하는 동양의 전통적 가족관념을 예로 든다면, 서구는 자본주의
를 창안한 사회이지만 중국보다 물신주의적이지 않으며, 민주주의 전통을 기원전 그리스 시대에서 찾
을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사회였다. 오히려 동양의 가족 관념은 유교적 정치이념을 강제하기 위한 강
력한 정치담론에 불과하였으며, 고구려와 신라, 일본은 생산 활동 능력이 소진된 부모를 산이나 벌판
에 가져다 버리는 고려장을 행하던 사회였다. 서양과 동양 어느 사회가 가정의 가치를 중시하는지 묻
는다면 그 대답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다. 저자가 말하는 서구와 동양은 관념일 뿐이며, 근대와 대립하
는 전통 역시 근대적 해석을 거쳐 서구적 가치 및 이론과 타협한 전통일 뿐이다. 한국에서 유교담론이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근대의 산물이며, 일본의 무사도 역시 근대에 해석된 자본주의적 산물에 불과하
다. 오히려 서양과 동양은 자본의 기획아래 손을 맞잡고 서로의 전통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상품적 가치를 창출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도 전통은 근대의 서구적 해석을
통해 담론화된 전통에 지나지 않는다.
질의 4. 이러한 상황 인식에 대해 서양 대 동양, 근대 대 전통, 세계 대 지역으로 설정한 대림쌍이 현
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분석인지 궁금하다.
지역공동체의 사례로 유럽연합과 나프타 등을 들었다. 브렉시트는 유럽연합이 상호 경제적 이해를 기
초로 추구하였던 하나의 유럽이라는 가치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나, 정파의 주장에 의해 언제라도 무
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나프타 역시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라는 정치 슬로건과 철저하게 자
국의 이익을 주장하는 정파들의 입김으로 우역곡절을 겪고 있다. 이들 사례는 지역공동체가 언제라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 앞에 해체될 수 가치임을 보여주었다. 논문이 지적하고 있는 지역공동체로서의 동
아시아라는 공감대는 1)지역공동체의 핵심동기가 전통적인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입각한 경제적 이익
이라는 점, 2)동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의 성립이 오랜 시간 지속된 반목과 경쟁의 결과라는 점, 3)일부
국가들 특히, 중국과 일본 등의 국가가 강력하게 지역 패권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수천 년의 전
통으로 굳어져 있다는 점, 4)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가 쇼비니즘적 내셔널리즘에 바탕한 강력한 전체
주의적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5)이들 국가가 비슷해 보인다는 외견상의 서양적 착시를 걷어
내면 완전히 다른, 복잡하고 상이한 내면을 가진 사회라는 점, 6)중국의 제국주의적 확장과 일탈을 저
지할 수 있는 균형추가 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논문이 제안하는

문명론, 혹

은 ‘복수적 문명론이 교직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문명공동체와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
질의5. 논문이 지향하는 동아시아 공동체가 실현 가능한 구체적 대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이들 문제
들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술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너무 거시적인 부분에만 치
우쳐있어 그 세부적인 미시적 요소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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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境界人으로서의 渤海人과 渤海遺民

이효형
(부산대)

目 次
1. 머리말
2. 발해의 경계인, 경계의 발해인
3. 경계인으로서의 발해 유민
4. 경계인의 시선으로 본 발해사회
5.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다민족·다문화 국가였던 발해는 경계의 나라다. 동시에 경계
의 나라 발해다. 영토가 넓어 국경선이 길었던 지리적 경계 이외에 국가 귀속 등 여러 방면에
서 경계라는 단어를 놓고 논의가 필요한 한국사 내의 특이한 국가다. 이에 건국에서 멸망,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상에 수많은 경계인을 낳았던 발해를 경계의 국가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일까? 요컨대 시간과 공간, 인간의 경계에 서 있는 나라다.
경계인(境界人, marginal man, border rider, grenzganger)의 사전적 개념은 ‘바탕이 서
로 다른 문화나 사회, 집단의 경계선상에 있고 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글에서 의미하는 경계인의 개념은 사전의 내용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일단 발해 존
속기와 발해라는 국가의 멸망에 따른 국적 내지 국가 소속의 변화, 통치 집단의 변경에 의해
발생한 사람들로 규정한다. 이렇듯 경계의 나라 발해사 가운데 발해 존속기에 등장하는 발해
의 경계인을 살펴보고 발해의 멸망과 함께 등장하는 발해 유민을 경계인의 시각에서 논지를
전개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발해의 멸망은 동아시아 전체에 수많은 경계인, 즉 유민을 낳았다. 발해 유민에 대한 접근
은 단지 유민에 대한 동태만이 아니라 이주민·난민의 문제에서 바라다볼 수 있고 국가 귀속문
제, 경계인의 시각, 디아스포라의 관점1) 등 다양한 면에서 가능하다. 아무튼 위에서 언급한
대로 경계인의 시선으로 발해인과 발해 유민을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2) 더하여 한국

1) 金恩國, 「南北國時代論과 디아스포라diaspora」, 고구려발해연구제40집, 2011.
송영대,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바라본 渤海 유민의 高麗 이주 양상과 특징 검토」, 東아시아 古代
學제46집, 2017.
2) 이 글에서 사용하는 발해인의 개념은 이중적이다. 발해 존속 시의 발해인은 발해의 주민구성원이라는
넓은 의미이나, 멸망 이후의 발해인은 발해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그렇게 볼 수 있
는 집단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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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범위에서 발해사와 발해 유민사를 이해하려고 한다.

2. 발해의 경계인, 경계의 발해인
발해는 건국 시에 크게 고구려계와 말갈계라는 두 세력이 참여·합세한 국가다. 발해 초기의
지방사회 모습을 전하는 일본의 類聚國史에 의하면 “그 나라는 사방 2천리인데, 州縣과 館
驛이 없고 곳곳에 村里가 있는데 모두 말갈 부락이다. 그 百姓은 말갈이 많고 土人이 적은데,
모두 토인으로 촌장을 삼는다.”고 하였다.3) ‘토인’과 ‘말갈’을 대비하여 서술하는 상황에서 여
기서의 토인은 고구려계인을 가리키므로 발해는 국초부터 그 주민이 고구려인과 말갈이라는
두 집단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발해의 주민구성이 두 집단으로 간단하게 이뤄
진 것은 아니다. 주민구성에 대해서는 대조영의 출자, 말갈족의 실체와 더불어 국가별, 개인별
로 많은 논의가 있다.4) 처음엔 고구려계와 말갈계가 주류를 이루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거
란계, 해계, 중앙아시아계, 당나라계, 신라계, 위구르계 등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헌자료와 문화의 다양성에 근거해 그 추론이 가능하다.
이처럼 발해는 다민족·다문화 사회 아래 다양한 뿌리를 둔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국가를 형
성했으나 각자의 출신을 분별하기엔 어려움 있다. 여기에 소위 만주 지역이라는 공간적인 특
성상 발해 건국기와 멸망기는 주민구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
는 이러한 요소를 감안해 출신별 주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경계인을 더듬어 본다.
1) 고구려계 발해인
발해 건국 직전 고구려의 멸망으로 각지로 흩어졌던 고구려 유민들은 이제 새로운 국가의
등장으로 발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종족·민족이 하나로 통합되는 가운데 적극 합류하였다.
합류하는 과정은 여러 갈래다. 고구려 멸망 후 원주지에서 머물고 있다가 발해에 편입된 경
우, 營州지방으로부터의 東走 집단, 고구려의 서·남부에서 동으로 이주한 경우, 9세기 전반에
흡수된 요동의 이른바 小高句麗國의 주민으로 분류할 수 있다.5) 물론 이정기처럼 제나라를
세워 발해에 합류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하나,6) 이는 예외적이며 건국자 대조영 세력은 물론이
고 건국에 적극 동참했거나 건국 직후 고위관료의 대부분은 고구려계였다. 그렇지만 건국자
대조영의 출신에 대해서는 워낙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가별, 개인별로 견해가 다르더라도 남
북한에서는 고구려 출신으로 간주하는 게 일반적이다.7) 일부 학자는 말갈계 고구려인으로 부
르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 있는데,8)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진전되기를 바란다.
남송 홍호의 『松漠紀聞)』(발해국)에 “왕은 옛부터 大를 성으로 삼았고, 右姓으로는 高·張·
楊·竇·烏·李로써 몇 종에 불과하다”는 데서 보듯이 발해의 왕족으로 대씨가 있었고, 중앙의 유
력한 귀족에는 고·장·양·하·오·이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조영을 출발로 하는 왕족
대씨는 건국으로부터 멸망 이후까지 발해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집단으로 200여 년을 통치하
는 세력이었으며 고씨는 왕족 이외의 성씨를 대표하는 성씨로서 대조영을 이은 무왕대에 벌써
유력성씨로 등장하여 발해 전 시기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각종 자료를 종합하
3) 『類聚國史』卷193 殊俗 渤海 上.
4) 한규철, 「渤海國의 주민구성」, 『韓國史學報』 창간호, 1996.
노태돈, 「발해국의 주민구성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사연구』122, 2003.
5) 盧泰敦, 「渤海國의 住民構成과 渤海人의 族源」,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1985, 268쪽.
6) 지배선, 『중국 속 고구려 왕국, 제』, 더불어책, 2007 ; 지배선, 『제3의 나라』, 청년정신, 2018.
7) 이효형 외, 『동아시아의 발해사 쟁점 비교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
8) 송기호, 『발해정치사연구』, 일조각, 1995, 4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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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대씨계 발해인은 77명(유민을 포함하면 122명), 고씨계 발해인은 39명(유민까지 포함하면
62명)의 有姓人이 등장한다.9) 발해 멸망 후 100년이 지난 후에도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흥료
국의 大延琳, 대발해의 高永昌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2) 말갈계 발해인
발해 건국의 주체 세력 가운데 乞四比羽(?~698년) 휘하의 말갈족이 있었음은 누구나 다 아
는 사실이다. 발해의 주민구성에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말갈계인은 처음엔 여러 부족
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발해 건국 이전에 이미 고구려 시대에 고구려화된 부류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고, 발해 건국과 함께 새로이 참여한 말갈계인도 있었을 것이다.10) 대조영이 ‘말갈
계 고구려인’이라는 견해를 수용한다면 전자에 해당하고 걸사비우가 순수한 말갈계라면 후자
에 해당한다. 그런데 걸사비우는 사실 발해 건국 전에 세상을 떠나 발해인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걸사비우는 대조영의 아버지 걸걸중상과 함께 발해의 건국을 주도한 말갈족 출
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의 영주로 강제 이주돼 억류생활을 하고
있다가 696년 李盡忠과 孫萬榮이 이끄는 거란의 반란으로 혼란한 틈을 타 영주에서 탈출, 고
구려 옛 땅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당나라는 그를 許國公에 봉하고 회유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자 李楷固를 보내 고구려와 말갈인 집단을 공격하였다. 걸사비우는 당과의 싸움에서 전사하
였고,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은 이후 걸걸중상의 아들인 대조영이 이끌게 된다.
발해 주민구성의 대다수를 이루는 말갈계인이 피지배층이었다는 것은 문헌 외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발해의 상층문화는 고구려 문화가 주류를 이루다가 점
차 당나라 문화로 전환되는 반면에 기층문화는 말갈문화가 중심이 되어 토광묘나 말갈식 토기
인 筒形罐이 발해 중심지보다는 변두리 진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11) 중국
학자들이 통상적으로 주장하는 ‘발해는 말갈족을 기반으로 하는 다민족국가다’라고 하더라도
말갈인이 모두 피지배계층은 아니었을 것이다. 건국에 참여했던 공신이거나 그 후손들은 발해
관료로서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나름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烏借芝蒙, 己珍蒙, 史都
蒙 등이 이에 해당한다.12)
발해의 성씨 가운데 말갈계 성씨로는 烏, 朱, 味, 公, 聶, 木, 慕, 已, 智, 史 등이 있으
며,13) 말갈계 발해인으로 주목되는 인물은 烏炤度와 烏光贊 부자다. 이들은 당의 빈공과에 급
제하였는데 당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국자감 같은 데서 수학하며 당의 선진문화를 접했을 것
이다. 오소도는 872년 당의 진사에 급제하였고 오광찬은 906년 입당하여 진사에 급제하였다.
오소도는 일찍이 당에 들어가 수학한 후 당의 빈공과에 같이 응시한 신라의 李同에 비해 앞에
이름이 있었다. 그는 발해 有姓人 중 왕족인 대씨 이외의 인물로서는 최고의 관직인 宰相의
지위까지 이르렀고, 귀국해 30여 년의 시간이 지난 906년 다시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이때
마침 그의 아들인 오광찬이 당의 빈공과에 응시하였고 그 결과 신라 최언위에 비해 석차가 아
래에 있자 당에 표를 올려 지난 날 자신의 예를 들어 석차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9) 임상선, 『발해의 지배세력 연구』, 신서원, 1999. 224~226·247쪽.
10) 말갈인의 발해주민화 과정은 영주방면에서 동주한 집단, 고구려의 세력화에 있다가 고구려 멸망 후
분산 약화된 말갈족(백돌부, 안거골부, 호실 부 및 속말부 잔존세력), 독자적인 세력으로 활동하다가
8세기 중반 이후 늦게 발해국에 흡수된 집단(흑수부, 철리부, 월희부, 불열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盧泰敦, 「渤海國의 住民構成과 渤海人의 族源」,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1985, 267~269쪽.
11) 송기호, 「발해의 고구려 계승성」, 『동북아시아의 고대 국가』(국제학술회의 논문집, 블라디보스톡), 2007.
12) 金毓黻, 『渤海國志長編』卷10 諸臣列傳.
13) 임상선, 『발해의 지배세력 연구』, 신서원, 1999.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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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14)
발해 주민구성의 다수를 이뤘던 말갈계 발해인들은 멸망과 함께 이제 말갈인이라는 칭호보
다는 다른 이름으로 지칭되었다. 이는 말갈인의 고려 내투가 고려사에 등장하지 않는 문제
와 연결되는데, 고려 초 북방이나 중국으로부터 이주한 십여 만의 내투자 가운데 말갈인이라
는 출신을 가지고 기록된 경우가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아마도 고구려계 주민과
합세해 발해 건국에 참여했던 말갈인들이 2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고구려인과 동화돼
말갈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었거나, 아니면 속말말갈이나 백산말갈은 원래부터 고구려계인과 친
연성을 가졌다는 점을 반영하는지 모른다.

3) 발해계 당나라인, 당나라계 발해인
발해는 당나라 군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힘겹게 나라를 세웠지만 건국 후에는 인접국의 어느
나라보다도 당과의 왕래가 활발하였다. 사신 파견, 유학생, 빈공과 급제 등 다양한 사유로 수
많은 발해인이 당에 건너갔다가 귀국하였다. 인적인 왕래가 시종 지속되는 가운데 발해계 당
나라인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대문예다. 대문예는 무왕 대무예의 친동생이다. 대
문예가 당나라인이 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구당서 말갈발해전과 신당서 발해전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대문예의 망명 배경은 당과 밀착하는 흑수말갈에 대한 지배층 간의 대외정책상 의견 대립이
라는 현상적 측면을 넘어 왕위계승문제를 포함한 권력투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
문예를 둘러싼 발해와 당의 갈등은 734년 돌궐의 붕괴와 거란·해의 친당 전환, 신라의 공세
등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자 발해의 對당강경책을 고수할 수 없으면서 발해는 735년 3월에
거란·해를 공격하려는 돌궐의 정보를 당에 전달하며 국교재개를 시도하여 해소된다.15)
대문예와 더불어 관심을 끄는 인물이 諾思界(?~748)다. 낙사계는 발해 출신으로 당에 투항
하여 활동한 무장이었다. 그가 발해인이라는 것은 현재 중국 섬서성 시안시 小雁塔의 문물관
리소(현재 西安博物院)에 보관된 그의 墓誌를 통해 알 수 있다. 묘지의 실물과 탁본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2007년의 일로 중국학계에서는 낙사계를 백제인으로 잘못 보았으나 국내 김영관
의 연구에 의해 발해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16) 墓誌의 題額은 ‘故投降首領諾思界’이고 묘
지의 내용은 그가 역임한 관직을 제외하고 매우 소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가족관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출생연도나 출생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墓誌는 크게 4단락인데 첫 부분은 낙사계
가 당에 투항하여 당 황제로부터 당시의 명망 있는 가문의 성인 盧씨 성과 庭賓이라는 이름
을 하사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扶餘府의 大首領이었다고 하는데 부여부는 발해 15부의 하나
로 오늘날 길림성 농안현에 치소를 두고 扶州와 仙州 2주를 거느리고 있던 지역이다. 따라서
낙사계는 발해의 부여부 출신으로 당에 투항한 발해인이다. 두 번째 부분은 당에서의 관력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 부분은 그의 공적을 치하하는 내용으로 그의 명성이 해외에까지 자자하
였고 말하는데 분별이 있었으며 활 솜씨 또한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칭찬하고 있다. 네
번째 부분은 그의 사망에 관한 것으로 갑자기 병이 들어 천보 7년 5월 경조부 만년현의 平康
坊에서 돌아갔음을 기록하고 있다. 낙사계가 죽은 곳인 경조부 만년현 평강방은 황성의 동문

14) 林相先, 「8~10세기 동아시아 역사 속의 渤海人」, 『三國時代硏究 2』(悠山姜仁求敎授停年紀念論集),
學硏文化社, 2002. 198쪽.
15) 김종복, 「발해와 당의 사신 파견을 통해 본 大門藝 亡命 사건의 추이」, 『역사와 경계』76, 2010,
24~25쪽.
16) 金榮官, 「百濟遺民 禰寔進 墓誌 소개」, 『신라사학보』10, 2007, 3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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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앞 남쪽에 위치해 당나라의 고관대작들이 살던 곳으로 투항한 뒤 지배 귀족으로 대우받
았던 그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17)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그의 출신과 투항 배경이다. 먼저 출신에 대한 것이다. 諾氏
는 현재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성씨이나 諾思界 이외에 약간의 인물이 등장한다. 諾皆諸는 부
여의 후계 국가인 豆莫婁의 대수령이다. 『冊府元龜』(권971 외신부 조공조)의 기록에 따르면,
당나라 현종 개원 12년(724년)에 "달말루의 대수령 낙개제가 와서 조공했다"고 적혀 있다. 달
말루란 두막루를 말한다. 두막루는 낙개제가 당나라에 입조한지 얼마 후 발해의 북진정책 와
중에 흑수말갈과 발해에 의해 점령되는 불운을 겪으면서 역사무대에서 사라지게 된다.18) 諾箇
蒙은 발해에 예속된 흑수말갈의 수령이다. 725년(발해 무왕 7년, 당나라 현종 개원 13년)에
낙개몽은 발해의 사신 謁德과 함께 흑수말갈의 사신으로 당에 내조하여 果毅를 제수 받은 후
귀국하였다.19) 728년 당나라에 조공한 黑水部 수령의 이름을 열거하는 가운데에도 낙개몽이
포함되어 있다.20) 낙개몽이 흑수말갈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흑수말갈이 발해에 예속된 상
태라면 낙개몽도 발해 사신의 자격으로 입조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다만 발해의 완전한 흑
수말갈 복속이 10세기 대인선 시기로 본다면 흑수말갈 수령으로 이해할 여지는 있다.
이상 세 사람의 출자와 관련해 공통점은 이들이 발해, 말갈과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당나
라의 성씨를 집대성한 『元和姓纂』(唐 元和 7年, 812年)에 諾씨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록
서로 간에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종합하면 諾씨는 말갈계 성씨며 이들은 말갈계 발해
인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낙사계의 墓誌나 문헌에 당나라 투항의 배경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서 발해와 당이 흑수말갈의 거취를 두고 전쟁을 벌인 726년이 주목된다. 그 이전까지 발해에
복속하던 흑수말갈이 단독으로 당에 사신을 보내자 이에 격분한 발해 무왕이 동생인 대문예를
시켜 치게 했으나 이에 반대하며 당에 투항한 사건이 있었다.21) 낙사계도 이 무렵 대문예의
휘하에 있다가 대문예와 함께 당나라에 투항했을 가능성이 크다.22)
한편 茹常은 발해 무왕 때 당나라에 들어가 유주에서 살다가 전공을 세워 이씨 성을 하사
받고 이름을 嘉慶이라 고쳤다. 아들 李懷光도 당에서 벼슬을 했는데 무공이 혁혁해 절도사가
되었다. 나중에 반역하여 주살되었는데 발해 문왕 대흥 연간인 785년이다.23)
발해와 당나라의 교류는 정치, 경제, 문화, 과거, 교육 등 다방면에서 매우 많은 편이었기에
당나라계 발해인의 존재 가능성도 충분하다. 예컨대 당나라의 개원통보가 동모산, 상경성은
물론 최근에는 러시아 크라스키노 성에서도 출토되었다는 것은,24) 그만큼 두 나라 사이에 교
류가 많았다는 것을 반영한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러시아의 E.I 겔만은 발해가 三彩를 생산
하게 된 것은 안록산의 난이 오랫동안 지속되자 당의 삼채산업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 삼채를
생산하던 장인들이 살길을 찾아 발해까지 온 결과로 보았다는 점이다.25) 이채로운 주장이기도
하고 문헌에 관련 내용이 없어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통해 앞으
로 더욱 진전된 연구를 기대한다.
17) 金榮官, 「渤海人 諾思界 墓誌銘에 대한 고찰」, 『목간과 문자』7, 2011.
이우태 편, 『한국금석문집성(16)』, 한국국학진흥원·청명문화재단, 2014. 71~72쪽.
18) 兪泰勇, 「豆莫婁國 興亡史 硏究 試論」, 『백산학보』제70호, 2004, 155~157쪽.
19) 『冊府元龜』卷971 外臣部 朝貢條·卷975 外臣部 褒異; 『渤海國志長編』卷1 渤海國志 前編1 總略上.
20) 『渤海國志長編』卷12 渤海國志10 屬部列傳4 黑水部.
21) 『舊唐書』卷199 渤海靺鞨傳·『新唐書』卷219 渤海傳.
22) 金榮官, 「渤海人 諾思界 墓誌銘에 대한 고찰」, 『목간과 문자』7, 2011. 160-161쪽.
23) 金毓黻, 『渤海國志長編』卷11 士庶列傳 茹常.
24) 김은국, 「염주성 발굴이 들려주는 발해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뉴스, 2018년 10월호, 9쪽.
25) 김은국 외, 염주성 이야기, 청아출판사, 2017, 282~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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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해계 일본인
발해계 일본인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高多佛이다. 발해와 일본의 사신 왕래는 모두 수
십 회에 이르지만 인적인 면에서 양국은 많은 희생을 낳았다. 동해의 풍랑 혹은 전염병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은 자가 상당하였다. 특이한 것은 809년 사신 高南容을 따라 일
본에 갔던 首領 高多佛의 경우는 810년 귀국하는 사신 일행과 함께 돌아가지 않고 일본의 越
前國에 머물렀다. 일본에서는 그를 다시 越中國에 안치하고 식량을 공급하는 한편 史生 羽栗
馬長 및 習語生(語學生)들로 하여금 고다불에게 발해어를 배우도록 했다.26) 고다불이 발해로
돌아가지 않고 사절단에서 이탈한 배경이 무엇인지는 기록에 없어 명확하지는 않다. 조난, 표
류 등 사행단의 어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원인으로 추정될 뿐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에서는 그를 월전국(일본 중부지방의 福井 후쿠이 지역)에서 월중국(일본 중부지방의 富山 도
야마 지역))으로 옮겨 식량을 제공하고 발해어를 가르치도록 한 점은 의외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탈주 후 2년이 지난 812년 12월 일본에서는 고다불에게 高庭高雄이라는 성명을
내려준다는 사실이다.27) 이는 일본으로의 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후손은 발해계 일본인으
로서 일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갔던 것으로 생각된다.28)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도리야마는 고
다불의 이름에 佛자가 있다는 점에 근거해 불교와 관련지어 이해하려 하였으나,29) 771년 일
본에 사신으로 갔던 壹萬福 등이 3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전후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일
본에 파견된 인물로 烏須佛도 있어 굳이 불교와 관련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발해인 高多佛이 이제 일본인 高庭高雄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은 발해인이 일본에 귀화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하나 더 있다. 920
년 6월 26일 “渤海使 가운데 4명이 돌아가지 않고 머무는 사유를 아뢰게 하였으며, 28일에
大同 5년의 예에 준하여 머물고 있는 4명을 월전국에 안치시켰다”는 것과,30) 2년 뒤 922년 9
월 “월전국에서 발해사를 안치하는 사유의 解文을 올렸다”는 내용이 그것이다.31) 920년과
922년에 등장하는 渤海使 4명의 체류 관련 기록은, 919년 발해의 裵璆가 이끄는 사신 일행이
일본에 도착한 후 임무를 다하고 다음해 920년 6월 14일 출국일에 사신단과 함께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 머무는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동 5년의 예란 810년 고다불이 사신단을 이
탈하자 월중국에 안치한 다음 일본인에게 발해어를 가르치게 한 것을 두고 하는 말하므로,
920년의 발해인 4명 역시 월전국에 안치해 발해어를 가르치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이후 그들 역시 발해계 일본인으로서 일본 땅에서 살아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위의 두 사례에서 궁금한 것은 왜 그들은 가족과 국가를 저버리고 발해로 귀국하지 않으려
했을까 하는 점이다. 이들이 일본에 남아 거기서 살아가고자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언급
이 전혀 없으므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이는 고다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해를 사이에 두
고 사신단이 겪어야 하는 수많은 위험과 이에 따른 크나큰 두려움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신단
내의 갈등이나 질병 등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본이라는 새로운
26) 日本紀略 前篇14 嵯蛾天皇 弘仁 元年 5月 丙寅(27일)條.
崔根泳 外 編譯, 日本六國史韓國關係記事(譯註),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1994, 316쪽.
上田雄, 渤海使の硏究, 明石書店, 2002, 413~414쪽.
27) 日本後紀卷22 太上天皇 嵯蛾 弘仁3年 12月 壬辰조.
28) 上田雄, 渤海使の硏究, 明石書店, 2002, 414쪽.
29) 鳥山喜一 著/船木勝馬 編, 渤海史上の諸問題, 風間書房, 1968, 89쪽.
송기호, 「발해의 역사와 사상」, 전통과 사상Ⅲ,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23쪽.
30) 扶桑略記第24 醍醐天皇 延喜20年條.
31) 扶桑略記第24 醍醐天皇 延喜22年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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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문화에 대한 발해인 개인의 순전한 자발적 선택인지, 아니면 사신단 활동 이후 나타난
갖가지 어려움이 가져온 타의에 의해 강요된 선택인지 가려내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발해계 일본인의 사례는 이 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아주 특이한 사례가
있다. 일본의 渤海音聲學生 高內雄이 발해인 여성과 혼인한 경우다. 고내웅이 발해에 머물던
기간 중 결혼하고 아들까지 두게 된 상황에서 고내웅이 학습을 마치고 763년 10월 일본의 送
渤海使 板振鎌束을 따라 귀국하던 중 풍랑을 만나 혼란에 빠지게 되고 배에 다른 나라의 處
女와 남자 불교 신도가 타고 있기 때문이라 하여 고내웅의 처와 유모, 갓난아이, 그리고 優婆
塞 등 4명이 바다에 던져져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32) 고내웅의 처는 현전 기록상 발해인으로
유일하게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이다.33)
5) 거란계 발해인
발해사에서 거란족의 움직임은 처음과 끝을 보여주는 만큼 절대적이다. 발해 건국 시에는
거란 이진충의 난이 시발점이 돼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는 데 직접 영향을 미쳤으며, 발해의
멸망은 거란군의 대대적인 침략으로 인한 것이었다. 발해에 앞서 고구려 시기에도 거란인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광개토대왕릉비]에 나오는 거란 정벌 기사나 6세기경 돌궐이 팽창하면서
‘거란 1萬家가 고구려에 寄託했다’는 기록(수서권84 거란전)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로 미루
어 발해 건국 초부터 주민구성에 다수의 거란인이 존재했음은 분명하다.
거란계인으로 발해인이 된 경우 그 인명이 확실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발해 말기의
상황이나 주목되는 인물은 耶律轄底다. 그는 거란 태조 야율아보기의 친척으로 어려서부터 교
활하고 말주변이 능숙해 주위에는 간사하고 거짓된 자들이 많았다. 거란 건국 전에 迭剌部 내
부의 문제로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발해로 달아나 소경인
양 위장하여 살았다. 얼마 뒤에 발해의 球馬之會(격구, 말타기 대회)를 틈타 좋은 말을 탈취하
여 두 아들과 함께 도망쳐 거란으로 돌아왔다. 거란이 건국되고 야율아보기가 황제로 즉위한
이후 난을 일으키다 아들과 함께 죽게 된다.34) 야율할저의 행적을 종합하면 거란 건국 전후의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거란의 첩자로 발해를 염탐하고 돌아온 게 아닌가 하는 면도 있
으나 귀국 후 반란으로 곧 죽음을 맞이하는데 비춰 거란 국내 문제로 인한 망명사례로 보인
다. 다만 망명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채 거란으로 귀국하므로 거란계 발해인으로 규정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발해 내에 다수의 거란인이 존재했다는 것은 거란문화의 유입에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
다. 예컨대 제21차 對일본 발해사신이 일본에 “이때 고정태 등은 별도로 거란 大猲 2마리, 猧
두 마리를 드렸다”35)는 내용, 러시아 연해주 소재 크라스키노성에서 거란계 토기가 발견되었
다는 점에서도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이 토기는 1998년에 우물 내부 퇴적토에서 발견되었는
데 거란 유적에서 이와 동일한 형태의 것이 발견돼 거란계 토기라는 데에 이의가 없다. 다만
거란과의 왕래나 교역 혹은 거란인의 거주 지역과 관련된 것인지, 거란군의 발해 침공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36) 여기에서 쌍봉낙타의 뼈, 청동으로 만든 소형 쌍봉낙타상도 발굴
32) 『續日本記』卷24, 淳仁天皇 天平寶字7年 10月 乙亥條.
33) 林相先, 「8~10세기 동아시아 역사 속의 渤海人」, 『三國時代硏究2』(悠山姜仁求敎授停年紀念論集),
學硏文化社, 2002, 210쪽.
34) 遼史卷112 列傳42, 逆臣 上 耶律轄底.
35) 방학봉, 발해와 일본의 교류사에 대한 연구, 연변인민출판사, 2007, 29쪽.
36) 小嶋芳孝, ｢クラスキノの城跡井戶出土土器群の考察｣, 北東アジアの歷史と文化(菊池俊彦 編), 北海
道大學出版會, 2010,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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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이는 서역-북방 지역과 관련된 것임은 분명하다.37) 비록 쌍봉낙타가 소그드 은화에
새겨지는 등 쌍봉낙타가 소그드인들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기는 하나, 순전히 중앙아시아문
화로 단정하는 것보다는 거란인의 쌍봉낙타 가능성에도 이해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거란계 발해인을 이해하는 데 유의할 점은 발해 멸망 후 거란인으로 내투하는 상당수의 사
람들이 발해계인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대씨성을 가지고 등장하는 고려사의 기록들은 원래
발해인인데 무슨 이유인지 거란인으로 행세하는지가 궁금하다. 물론 발해 시기에 그 주민구성
에 거란인이 존재한 것은 틀림이 없다.
6) 북방계 발해인
발해 시기의 대표적인 북방 민족은 위에서 언급한 거란이지만 거란인과 친연성을 지닌 집단
이 奚族이다. 이들은 고려 초 고려내투자 가운데 그 수는 많지 않지만 약간씩 내투하고 있어
발해존속기에 발해의 주민을 이루고 있었다. 奚人 외에 흑수인, 철리인 등도 발해의 정세에
따라 반독립적인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어느 시기에는 복속되기도 하면서 주민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 해에 발해인과 철리인 총 1,100인이 일본에 慕化來朝하였다. 出羽國에 머물게
하였다가 옷과 양식을 주어 돌려보냈다”는 기록은,38) 철리인이 발해에 복속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고려 초기 기록에 투르크계의 鐵勒이라는 단어가 군데군데 등장하고 鐵勒人이
고려에 귀부했다는 사실은 발해 건국기에 당을 견제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던 돌궐의
주민들도 발해 구성원이 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7) 신라계 발해인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925년 12월 발해인 左首衛小將 冒豆干, 檢校開國男 朴漁 등이 무
리 1천 호를 거느리고 고려에 내투하였으며, 928년 3월 발해인 金神 등 60여 호가 내투하였
고, 938년 朴昇이 3천 호를 이끌고 내투하였다.39) 그런데 박씨 성은 한국 고유의 성이며 그
기원은 신라 진골 귀족의 성인 박씨에게서 비롯된다. 김씨 역시 신라의 왕성이며 진골 귀족인
만큼 김신의 경우도 신라계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을 발해인이라 명기하였고 박씨, 김씨 성을
지녔으므로 신라계 발해인 후예로 상정할 수 있다.40) 물론 두 박씨와 김씨의 선조가 신라에서
언제 발해로 이주해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 과정에서 옛 고구려 땅으로
옮겨 살다가 새로이 건국된 발해에 귀속되었는지, 아니면 신라와 발해가 229년간 국경선을 마
주하며 교섭과 대립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느 시기에 발해로 넘어갔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
문이다. 어쨌든 박어와 박승, 김신을 통해 신라계 발해인의 존재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며 이
들이 다시 고려로 내투했다는 것은 소속 국가의 변천과 함께 신라인→발해인→고려인으로의
변신을 의미한다.
8) 중앙아시아계 발해인(소그드인)

37)
38)
39)
40)

이효형, ｢발해 유민사 관련 고고학 자료의 검토｣, 고구려발해연구제52집, 2015, 302~303쪽.
小嶋芳孝, ｢日本におけるロジア沿海地方の考古學的調査と課題｣, 동아시아 고고학의 최신 성과와
해석(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동북아역사재단, 2016, 198쪽.
김은국 외, 염주성 이야기, 청아출판사, 2017, 287~289쪽.
김은국 외, 염주성 이야기, 청아출판사, 2017, 282~286쪽.
續日本記卷16, 天平 18年 12月條.
고려사권1 태조세가 8년 12월조·권1 태조세가 11년 3월조·권2 태조세가 21년조.
노태돈, ｢고려로 넘어온 발해 박씨에 대하여-신라와 발해 간의 교섭의 한 사례 연구｣, 韓國史硏究
14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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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와 소그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헌상으로는 곧바로 찾기가 어려우나 다양한 발해 문
화의 교류, 교역 관계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미 언급되었다.41) 소그드인 성씨로는 康, 史,
安, 曹, 石 등 9개의 성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를 昭武九姓이라고 하였다.42) 발해의 성씨에
도 史씨나 安씨가 있어 이들 성씨의 출신이 소그드일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문
헌자료는 물론 고고학자료를 통해 발해와 소그드의 관계를 논한 글은,43)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 발해 사회 내에 소그드인의 존재를 인정함은 물론 발해와 일본의 교류
속에 등장하는 安씨와 史씨를 소그드인으로 보았다.
9) 위구르계 발해인
발해는 광활한 영역만큼이나 대외교류가 활발한 가운데 몽골고원과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활
약한 위구르(uighur)인들과도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헌에는 왕래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는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에 힘입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2014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러시아과학원과 공동으로 시행한 러시아 연해
주 콕샤롭카 발해 유적의 제7차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그 성과를 공개했는데, 성 외곽의 석축
구조물에서 8~9세기 위구르 양식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이 유물은 당, 신라, 일본 돌궐 등과
광범위한 교역경로를 운영한 발해의 국제 교류 양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고 하였다.44) 발굴 후에 보고서가 간행되었으며, 위구르와 소그드문화에 대해서는 강인욱의
연구가 많은 참고가 된다.45)
러시아의 E.V.샤브꾸노프는 위구르인과의 교류 가능성에 더 적극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는
발해와 위구르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840년 에니세이 키르키즈가 위구르 汗國을 멸망시키자
많은 위구르인들이 발해 영토로 피신해 들어왔으며 위구르인들이 항상 평화적으로 발해에 이
주해온 것은 아니겠지만 그 이주 숫자는 아주 많은데, 이는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초로 편년
되는 발해 유적에서 남부 시베리아와 중부 아시아 계통의 유물이 풍부하게 발견되는 사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46) 하지만 연해주의 문화를 2기로 나누는 분기점을 중앙아시아
의 키르키즈인이 위구르를 멸망시킨 9세기 중반으로 잡고 있는 것,47) 위구르 외에 니브히어
종족, 아이누어 종족, 소그드인 등의 거주를 언급하고 있는데 대해 이는 당나라나 고구려 요
소를 희석시키면서 만주·연해주의 소수민족과 중앙아시아 민족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어,48) 유적 하나, 유물 하나만으로 일반화시킨다거나 어떤 결론을 내린다
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향후 발해고고학 연구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41) 石井政敏, 「渤海と西方世界」, アジア遊學6, 1999; 福島惠, 「唐代的粟特人與“東亞海”交流」, 中國
史硏究제46집, 2007; 허남결, 「실크로드의 호상(胡商) 소그드상인들의 재조명-종교문명의 동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제17집, 2014; 정석배, 「유물로 본 발해와 중부-중앙아시
아지역간의 문화교류에 대해」, 고구려발해연구57, 2017.
42) 新唐書卷221 西域傳 ; 白鳥庫吉, 「粟特國考」, 西域史硏究(下), 岩波書店, 1944, 91쪽.
43) 구난희, 「발해안의 소그드인, 그 가능성과 의미」 · 정석배, 「발해의 북방-서역루트 ‘담비길’ 연구」, 
발해의 동서 네트워크와 아무르 유역의 중세고고학(2018년도 발해 네트워크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8년 6월.
44)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년 8월 25일 보도자료.
45) 강인욱, 「고고학 자료로 본 발해와 위구르 제국-콕샤로프-8 유적을 중심으로-」, 中央아시아사 硏究
 22-2, 2017.
46) 에.붸.샤부꾸노프 엮음/송기호·정석배 옮김, 러시아 연해주와 발해 역사, 민음사, 1996, 284쪽.
47) E.V.Shavkunov·L.E.Semenichenko 著/송기호 번역, 「소련 연해주의 발해 문화 연구」, 韓國史論
23, 1990, 537·558쪽.
48) 송기호, ｢발해 문화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사연구122, 2003, 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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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인으로서의 발해 유민
광대한 영토 내에 다양한 민족과 족속으로 구성돼 220여 년 존속하다 거란의 대규모 침략
으로 일순간에 찾아온 발해의 멸망은 수많은 유민을 낳았다. 멸망과 함께 발생한 유민의 양상
은 개인적, 집단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인접국으로 투화한 인물, 거란에 협조한 지
배층 유민, 거란의 통치를 수용한 피지배 유민들, 거란과 半독립적 상태에 있던 유민들(생여
진), 거란에 항쟁하던 유민 등 크게 다섯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49) 이들 유민에 대해서
는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연구되었으나 최근에도 주목되는 연구가 있는데, 특히 박순우의 경우
는 유민 전체에 대해 시기별, 주제별로 아주 精緻하게 분석하여 이 분야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50) 아무튼 발해라는 하나의 국가 아래 모여 있던 주민들은 이제 처해진 상황에
따라 거란의 지배를 수용하는 외에 다시 散逸하였다.
1) 발해계 東丹國人
동란국은 926년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태자 야율배를 내세워 일시적으로 옛 발해 지역
의 발해유민들을 통치하기 위해 세운 괴뢰국가다. 928년에는 중심지를 옛 발해의 상경성에서
東平(요양)으로 옮기고 930년에는 거란 태종과의 권력싸움으로 동란왕 야율배가 후당으로 망
명을 가버려 그 이후는 명맥만 유지하다가 982년 거란이 동경의 중대성을 철폐함에 따라 명
목상 남아있던 이름마저 사라지게 되었다.51) 여기서 동란국인의 하한을 930년으로 잡느냐, 아
니면 982년으로 잡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발해 멸망 후 옛 발해 통치권에
남아있던 모든 유민들을 동란국인으로 규정하다가 어느 시기부터는 거란인으로 지칭해야 하는
과제가 있어서다. 일단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다행히 동란국에 참여했던 발해 유민들의 경우
활동 내용 가운데 ‘東丹’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므로 그들을 찾아내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으며
나중에 거란(요)의 통치에 참여했던 인물들과는 구별된다.
동란국의 지배계층은 거란족이었으나 피지배계층의 대다수는 고려나 중국 등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은 이전의 발해인이었다. 그런데 지배계층에 발해인이 참여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동란국 人皇王(耶律倍, 義宗)의 아들 중 耶律隆先의 어머니가 大氏인데 성
으로 미뤄 발해 왕족의 여인이라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 다른 아들 耶律道隱의 어머
니는 고씨다. 인황왕이 후당으로 망명을 갈 때 高美人을 데리고 서책을 싣고서 바닷길로 떠나
는데 고미인이 야율도은의 어머니로 보인다. 야율도은은 성품이 침착하고 문무에 두루 재능이
있다고 하는데 고미인이 후당 망명 시에 낳은 아들이다.52) 동란국왕의 부인 2명이 발해계인이
라는 것, 老相이 동란국 우대상의 지위에 오른 것도 특이한 사실이다. 거란의 발해 침공 시 3
만의 대군을 이끈 노상이 거란군을 격파하지 못하면서 발해가 쉽게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동란국이 발해 왕실 여인을 비로 맞아들이고 발해인 노상에 대
49) 한규철,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서원, 1994, 237~238쪽.
50) 郭素美·梁玉多·寧波, 遼金時期的渤海遺民硏究, 黑龍江人民出版社, 2012.
나영남, 거란의 이민족 지배정책과 발해인의 존재양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나영남, 요·금시대 이민족 지배와 발해인, 신서원, 2017.
박순우, 10~14세기의 발해인,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51) 金毓黻, 『渤海國志長編』卷4, 後紀.
52) 遼史卷72 列傳2 宗室 義宗 耶律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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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왜 남다른 대우를 해주었고, 그것이 거란의 발해 지역 통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아마
도 발해 유민에 대한 회유 목적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이 간다.
발해 老相을 우대상으로 앉힌 외에 발해의 司徒 大素賢을 좌차상으로 임명해 발해 유민을
등용하였다. 928년 동란국이 동평으로 옮겨지자 같이 따라갔으며 좌차상에서 좌상으로 올랐다
가 동경유수 야율우지에 의해 면직되었다.53) 王繼遠은 한림학사에 임명되었고 [大東丹國新建
南京碑銘]을 지었던 인물이다.54) 외국에 사신으로 파견된 인물도 보이는데 高徒煥은 중국 오
대 10국시대의 하나였던 남당(南唐, 937년~975년) 東丹使 이름을 올렸으며,55) 裵璆는 본래
발해인으로 멸망 전 908년과 919년에는 일본에, 925년에는 후당에 사신으로 다녀온 적이 있
었는데 발해가 망하고 4년이 지난 930년 동란국 사신으로 일본에 갔다가 동란국의 실체를 파
악한 일본이 더 이상 외교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자세로 되돌아온 인물이다. 일본 사신으로 갔
다가 두 왕을 모셨다는 이유로 사신왕래를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은 것이다.56)
동란국 통치에 참여한 유민이 있었던 반면에 다른 경우도 있다. 926년 3월부터 안변부, 막
힐부, 정리부 등지에서 거란의 지배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보이는 예도 있고,57) 다
수의 유민들은 요동지역으로 강제 천사되는 상황에서 이에 반발해 신라, 여진으로 도망가기도
하였다.58) 주목되는 사실은 동란국 내의 발해 유민들이 당시 동아시아 전환기의 중국 五代,
거란 간의 해상무역에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59) 오래 전의 연구지만 상당히 의
미 있는 지적이라 생각한다.
2) 발해계 契丹人·奚人
발해 멸망 직후 세워진 동란국은 오래지 않아 982년 소멸하고 발해의 옛 영역은 거란이 직
접 통치하는 상황이 되자 발해계 동란국인은 이제 거란인의 주민으로 전환되었다. 발해계 거
란인 역시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돼 거란 통치에 적극 협력하며 관리로 나아가는
부류(고청신, 고선수, 고청명, 대강예, 대력추, 대공정, 대충, 하행미, 이석 등), 대연림처럼 거
란의 지배에 강력 반발하며 발해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부류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민
은 마지못해 지배를 수용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을 것이다. 그 중 수많은 유민들은 거
란 영역 내의 각지로 강제 이주당해 살아야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요
사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고고학적으로도 입증된다. 예컨대 지금의 몽골 동쪽 친톨고이
발가스 성터에서 거란 시대 유물과 함께 온돌이 발견되었는데 이 유적이 다름 아닌 거란이 발
해를 멸망시킨 뒤 그 유민 700여 호를 서쪽으로 강제 이주시켰다는 鎭州城일 가능성이 높
다.60)
발해계 거란인 가운데 유의할 점은, 고려 초기 내투자 중 발해계 거란인으로 추정되는 다수
53) 金毓黻, 『渤海國志長編』卷13, 遺裔列傳, 大素賢.
54) 遼史卷72 列傳2 宗室 義宗 耶律倍.
金毓黻, 『渤海國志長編』卷13, 遺裔列傳, 王繼遠.
55) 日野開三郞, 「五代時代に於ける契丹と支那との海上貿易-東丹國內に於ける渤海遺民の海上活動(上,中,下)-」,
史學雜誌52-7,8,9 ; 日野開三郞 東洋史學論集第16卷(東アジア民族史(下)), 三一書房, 1990, 425~426쪽.
56) 日本紀略 後篇1 延長7年 12月 二十四日條 ; 扶桑略記 第24 醍醐天皇 延長8年 4月條 ; 本朝
文粹卷12 怠狀.
57) 遼史卷2 太祖本紀 天顯 元年 3,5,6,8月條.
58) 遼史卷3 太宗本紀 天顯 3年 12月條.
59) 日野開三郞, 「五代時代に於ける契丹と支那との海上貿易-東丹國內に於ける渤海遺民の海上活動(上,中,下)-」,
史學雜誌52-7,8,9 ; 日野開三郞 東洋史學論集第16卷(東アジア民族史(下)), 三一書房, 1990, 359~432쪽.
60) A.Ochir/L.에르덴볼드, 「몽골국 내 발해 고고유적」, 동북아역사논총 31호, 2011.
이효형, 「발해유민사 관련 고고학자료의 검토」. 고구려발해연구 제52집, 2015, 310~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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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물이 성씨로 보면 고구려계 발해인 후손이거나 발해 왕실의 성인 대씨계 후손일 가능성
이 높다는 사실이다.61) 그럼에도 이들이 발해인 대신 거란인으로 표기된 사실이 자못 궁금하
다. 민족 내지 집단의 구분으로 본다면 발해인과 거란인은 구별이 되었을 것인데 출신을 바꾼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 문제는 고려 초 내투자
중 여진인 가운데서도 대씨성 소유자가 있으나 이들이 여진인으로 표기돼 있다는 점과 일맥
상통한다.
발해의 통치 하에 소수의 주민으로 살아가며 거란과 친연성을 지녔던 奚人들은 발해 멸망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고려사의 내투 기록에는 발해가 망하는 상황에서 奚人과
거란인의 내투가 기록돼 있는데 서로 구분해 나누어 서술한다는 것은 아직도 이들을 다르게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발해 멸망 후 90년이 흐른 시기라 해도 고영창이 세운 대
발해의 소멸과 함께 거란인, 해인, 발해인이 내투하자 출신을 나뉘어 숫자를 기록하였다.62)
3) 발해계 여진인/금나라인
발해의 멸망은 옛 발해의 동북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발해의
동북경계는 여전히 논란이지만 경계 일대에 살며 발해에 늦게 복속된 흑수말갈 지역은 발해의
멸망과 함께 지배체제에 벗어났고 이어 등장한 거란의 통치권도 미치지 못하자 이들은 이제
여진인으로 불리며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하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금을 세워 동북아시아
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다. 따라서 발해에 느슨하게 복속돼 있던 흑수말갈을 비롯한 몇몇 집단
들은 점차 발해계 여진인화 되었을 것이다. 그 숫자는 사실상 가늠하기란 불가능하다.
1115년 여진이 금을 세운 이후 발해계 여진인들 가운데는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인
물들이 등장한다.(대가노, 양복, 대고, 이선경, 양박, 고정, 고육가, 곽양사, 장현소, 대회정, 고
간, 고겨예, 고수 등) 왕실 여인 다수가 발해계인이었는데 해릉왕의 어머니는 발해계인 大氏였
으며 세종의 어머니 貞懿皇后 李氏 또한 발해인이다. 장호, 왕정균으로 대표되는 가문은 누대
에 걸쳐 관직에 나아가고 있다. 장호는 遼陽 渤海人으로 본래 성은 고씨인데 동명왕의 후예라
는 기록을 통해,63) 발해 멸망 후 200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고구려-발해-발해계 금나라인이라
는 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는 거란의 통치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발해계 거란인들의 기류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유는 ‘渤海女眞本同一家’라는 금의 발해인식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며
발해 멸망 후 2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발해라는 의식이 점차 약화돼 현재에 충실하려
는 유민들의 현실 인식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금대 요양에는 불교가 발달하였는데 이때 발해 유민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밝혀
진 사실이다.64) 특이한 경우는 송막기문(발해국)에 기록한 바와 같이 趙崇德이라는 사람이
燕都에서 미곡 장사를 하다가 예순이 넘어서야 그만두고 스님이 되어 스스로 큰 사원을 만들
고 燕의 竹林寺의 慧日 스님에게 주지를 요청하며 스님들의 3년 비용을 공급하기로 약속한
경우가 있다.
거란지배 하에서 발해유민들은 강제 遷徙로 매우 힘든 상황에 내몰렸으나 금나라에서도 천
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송막기문(발해국)에 그 일단이 보이는데 이는 모반을 미연에 방지
하고 山東 지방으로 천사해 漢人과 雜居하도록 한 조치로 이해된다.65)
61) 한규철, 「高麗來投·來往契丹人-渤海遺民과 관련하여」, 한국사연구47, 1984 ; 「渤海遺民의 高麗投
化-후발해사를 중심으로」, 부산사학33, 1997.
62) 고려사권14 예종 11년‧12년조.
63) 金史卷83 列傳 張浩.
64) 外山軍治, 「金代遼陽の渤海人と佛敎」, 塚本博士頌壽記念佛敎史學論叢, 論叢刊行委員會,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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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계 여진인은 금의 건국과 함께 발해계 금나라인으로 지칭하는 것이 옳은데, 고려 전기
고려내투 여진인 중 大氏성의 소유자들은 발해계 여진인인가,66) 아니면 순수한 여진인인가?
이에 대한 이해 방향도 중요하다.
4) 발해계 고려인
동아시아 각지로 흩어진 발해 유민 중 고려로 이주한 발해인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
발해 멸망 전부터 진행되는 유민의 내투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5만 명
전후로 추정되며, 성명을 가진 有姓人 역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유민보다 훨씬 많다. 유민
중 대다수는 거란에 통치를 받는 부류지만 그 이름을 찾기는 힘든 상황이나 발해계 고려인 가
운데는 세자 대광현을 비롯해 발해의 직책을 명기한 인물들이 다수 내투하였으며 많은 시간이
지난 몽골 지배 하에서는 유민후예 대집성이 등장해 최우의 측근으로서 강화천도를 주도하기
도 하였다.67) 발해계 고려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여기서 구체적으
로 언급을 하지 않겠다.
5) 발해계 후주·송나라인
오대회요(권30 발해)나 속자치통감장편(권20·22) 등에는 발해계인의 중국 이주에 관한
내용이 등장한다. 그렇게 많은 인물은 아니지만, 有姓人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954년 발해국
崔烏斯 등 36인이 후주에 내투한 사례가 있고, 979년 酋帥 大鸞河나 李勳 등 수백 명이 송나
라에 來降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들은 시간상 발해의 멸망 직후에 이주한 사람들은 아니다.
몇십 년의 시차를 두고 있으나 발해라는 국가명을 명시했으므로 발해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니
고 있던 발해계인이거나 아니면 그 후손으로 보인다. 또 아니면 소위 후발해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 후발해에서 이주한 인물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단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어느 경우
든 발해인에서 발해계 후주인, 발해인에서 발해계 송나라인으로 전환되나 전환되는 중간 과정
은 정확하지 않아 사실 규명에 아쉬움이 있다.
한편 宋高僧傳을 집필한 贊寧의 출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나온 각종
사전을 종합하면 그의 俗姓은 高氏고 渤海人이라는 데는 별 의문이 없는 듯하다. 일본 大正
新修大藏經에 실려 있는 大宋僧史略의 서문에도 그는 ‘성이 고씨이고 선조가 본래 발해인’
으로 돼 있다.68) 대송승사략은 불교 교단의 제도와 의례·계율·참법(懺法) 등을 서술한 책으
로 일종의 불교 교단사다. 贊寧이 978∼999년 사이에 지었고 모두 3권이다. 사실 중요한 것
은 찬영의 정확한 생몰 연대와 출신에 대한 규명이다. 동국대학교 한글대장경 불교사전에 따
르면 그가 918년 태어나 999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나, 중국의 여러 사전에서는 930~1001
년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출신을 밝히며 ‘발해인’ 대신 ‘본발해인’ 혹은 ‘선발해인’으로 기록하
여 여기서의 발해인은 대조영이 세운 발해국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등장한다. 황하 유역의 渤海郡人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 출자를 해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
다. 渤海郡은 한나라부터 수나라까지만 존재했던 행정구역이므로 송나라, 이전의 당나라, 5대
시기에는 없던 행정구역이기 때문이다. 물론 당나라 시기에는 발해군 대신 발해현으로 불리게
되고 이 지역 출신을 발해인으로 기록돼 있는 동시에 유력성씨도 고씨다.69) 그러나 무엇보다
65)
66)
67)
68)
69)

李鉉, 「金代의 戶口移動形態에 대한 硏究(其一)-民族別 移徙形態-」, 慶南大論文集11, 1984, 180쪽.
한규철, 「高麗來投·來往 女眞人-渤海遺民과 관련하여」, 부산사학25‧26합, 1994.
이효형, 「渤海遺裔 大集成의 出自와 정치·군사적 활동」, 고구려발해연구45, 2013.
大正新修大藏經刊行會 編, 大正新修大藏經 第54卷, N0 2126, 大藏出版株式會社, 1988.
송기호, 「唐 賓貢科에 급제한 발해인」, 이기백선생고희기념한국사학논총(상),一潮閣, 1994, 4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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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출신지를 발해인 대신 本渤海人, 先渤海人으로 명시한 데는 발해군·현 출신으로 이해하기
보다 오히려 발해가 멸망하자 그의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이주한 후예로 보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할 수도 있다. 앞으로 더욱더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6) 발해계 후발해인/정안국인
구오대사, 신오대사, 오대회요, 책부원구 등에는 발해 멸망 후에도 중국에 파견된
渤海使 이름으로 大昭佐(926년), 高正詞(929), 文成角(931, 933), 高保乂(933), 列周義(935),
列周道(935, 936), 烏濟縣(936) 등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70) 渤海使가 김육불의 견해처럼 東
丹國使인지, 아니면 새로이 건설된 어느 부흥운동 국가의 하나인 소위 後渤海의 사신으로 볼
것인지는 논란이 있다. 후자로 본다면 위 인물들은 발해계 후발해인으로 상정할 수 있다.
후발해가 불명확한 국가라면 정안국은 송사 외국열전에 입전돼 있어 부흥국가로서는 의문
의 여지가 없다. 정안국의 첫 왕은 열만화였다가 나중에 오현명(오원명)으로, 그 뒤 왕자 이름
이 태원(대원)으로 바뀌어 나타나므로 王姓이 교체되는 것 같기도 하다. 정안국의 건국 시기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안국 왕들이 발해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구려-발해 계승의식을
표명한 점에 근거하면 발해계인이라는 점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985년을 전후하여 정안국
이 소멸하므로 소멸과 함께 정안국의 구성원들은 발해계 정안국인이었다가 정안국계 거란인으
로 또다시 전환되었다. 정안국인 骨須의 고려 내투는 특이한 경우다. 고려 현종 9년(1018) 정
월에 정안국인 골수가 내투했다는 기록에 근거하면,71) 그는 발해 멸망과 함께 유민으로 전환
된 인물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발해 멸망이 926년이므로 926년에 태어났다면 내투 시의 나
이는 무려 92세다. 나이로 미뤄 아마도 정안국 존속기의 어느 시기에 태어나 고려로 내투한
사례로 보는 게 옳다고 본다. 그가 발해 유민들이 세운 정안국계 고려인이라는 데는 분명하
나, 그 이전에 발해계 정안국인이었던가는 불명확하다.
7) 발해계 흥료국인/대발해인
발해 유민들의 對거란 투쟁과 관련이 있는 후발해, 정안국, 흥료국, 대발해 건립에 참여한
발해인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발해계 거란인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하나하나 구분해 서술해 보
면 그 내면에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흥료국은 1년간(1029~1030년) 짧게 존속한 부흥
운동국으로 대조영의 7대손 대연림이 요동을 중심으로 세운 나라다. 고려에 다섯 차례나 구원
을 요청하나 고려에서는 실리적 외교로 응하지는 않았다. 발해 멸망 후 100년이 지난 상황에
대조영 후손이 건립한 흥료국에 참여한 주도세력은 발해계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
며, 일부는 진압과 함께 고려로 내투하게 된다. 대연림을 비롯한 핵심세력은 발해계 거란인으
로 규정할 수 있다.
대발해는 1116(예종 11년)년 거란의 동경 요양지방에서 고영창이 중심이 돼 세운 발해 부
흥운동국가다. ‘고영창 발해인’, ‘발해인 고영창’이라는 명확한 기록을 토대로 보면,72) 고영창
은 발해계 후손으로서 거란인을 거친 금나라인이다. 성이 고씨이므로 고구려 왕족의 후손이기
도 하다. 대발해의 소멸 즈음에 발해인들을 비롯해 거란인, 해인, 한인, 숙여진인 등 다수가
고려에 내투하는데,73) 여기에서의 발해인들은 발해계 거란인→금나라인을 거쳐 이제 고려인으

70)
71)
72)
73)

이효형, 『발해 유민사 연구』, 혜안, 2007, 156~157쪽.
고려사권4, 현종세가 9년 정월조.
『金史』卷71 斡魯傳·『大金國志』卷1 太祖 阿骨打 15年條.
고려사권14, 예종세가 11년, 12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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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변신이라 할 수 있다.
대발해의 등장과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은 당시 발해 유민의 동향이다. 흥료국보다 100년 가
까운 시간이 지난 요동 일대에서 재봉기한 대발해의 움직임에 발해계인 거란의 戶部使 大公
鼎과 副留守 高淸明은 부흥운동의 반대편에서 부흥운동 참여세력을 죽이고 있다. 大公鼎은
「요사」 열전에 能吏로 수록된 인물이라 거란의 지배체제에 적극 동참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발해계인 恩勝奴와 仙哥도 고영창의 처자를 생포하고 금에 항복했던 인물이다. 그 외에
고정, 양박, 장현소, 왕정같은 인물도 고영창의 활동을 저해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러한 현상
은 발해 멸망 후 2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과 금의 발해인 회유정책 등 다양한 요
인이 작용했다고 본다. 이는 대연림의 흥료국 부흥운동 당시 부흥운동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
는 결정적 작용을 한 인물이 다름 아닌 거란의 발해계 관리 夏行美와 楊詳世였다는 점과 유
사하다.74)
8) 발해계 다국적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高模翰이다. 일명 高松이라고도 하는데, 『遼史』(고모한 열전)에 의하
면 그는 발해 왕실이 멸망할 즈음에 고려로 망명했다가 고려 왕의 딸을 아내로 삼았지만 곧
죄를 짓고 다시 요나라로 도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혼인 기록이 고려사 등 고려 측의 기
록에는 남아있지 않아 그 사실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만, 고모한이 공주와의 결혼 이
후 죄를 짓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으로 도망가서 많은 공을 세우고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게
된 까닭에 그의 혼인기사를 고려 측에서 고의로 누락시켰을 가능성은 있다.
그의 행적을 『요사』(고모한전)에 의거해 살펴보면, 요나라에 망명해 와서도 술을 먹고 사람
을 죽여 감옥에 갇혔으나, 그의 재능을 아깝게 여긴 태조 야율아보기에 의해 풀려났다. 그의
재능은 태조, 태종대에 걸쳐 후당 및 후진과의 관계에서 큰 공을 세우면서 빛을 발휘하여 여
러 관직을 제수받았으며 목종 초에 중대성 右相까지 올랐다가 959년 1월 左相으로 세상을 떠
났다.
요컨대 고모한은 발해 멸망기에 발해에서 태어났지만 나라가 멸망하자 고려에 망명한 다음
고려 태조 왕건의 女와 혼인까지 하였으나 죄를 짓고 다시 거란으로 넘어가 거기서 큰 활약을
펼치던 인물이다.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진 역량을 보였던 고모한은 거란에 충성했던
발해 유민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발해인-고려인-거란인을 거친 다국적인이자 국제인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박승, 박어, 김신의 경우도 신라인-발해인-고려인을 거친 경계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은 당대에 세 나라를 거친 사례는 아닐 수 있어 고모한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
들 외에도 개인과 집단의 상황에 따라 국적이 여러 차례 바뀌는 인물들은 기록상의 숫자보다
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9) 발해계 원나라인
몽골의 원나라 시기가 되면 발해가 멸망한 지 300년의 시간이 흐른 뒤라 발해인으로서의
자의식이 소멸할 것 같지만, 元史에 10여 명의 발해계 인물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인물로
는 攸興哥, 張礎, 高觿, 任速哥 등인데 몽골 황제와 깊은 관계를 맺었거나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에 관련된 인물도 있다. 원대 발해계인의 표기는 其先渤海人, 渤海人, 渤海00와 같은 식
이다.75)
74) 이효형, 『발해 유민사 연구』, 혜안, 2007, 209~211쪽.
75) 박순우, 10~14세기의 발해인,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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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발해계 일본인
발해 존속기에 일본으로 귀화한 경우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바와 같지만 발해 멸망 후에
발해 유민의 일본 귀화 사례는 찾기가 힘들다. 손진태는 “발해세자 대광현과 그 귀족 및 인민
수만호 수십만 인은 고려로 망명 내부하고 더러는 일본으로 망명하는 비극을 일으켰다”고 하
나,76) 과연 일본으로 망명했는지는 의문이다. 일본 측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
야인의 일본 이주와 귀화 사례는 적지 않다. 특히 발해와 지역적으로 위치가 유사한 고구려
사람들이 멸망 후에 일본으로 이주한 경우가 종종 있으나 발해는 그렇지 않은 점은 쉽게 이해
하기 어렵다. 발해와 일본 두 나라는 중간 중간 마찰과 갈등을 겪었지만 시종 우호적인 입장
에서 교류를 이어갔다. 공식적인 사신의 왕래만 하더라도 총 50회 가까이 이른다. 발해 사신
단 규모가 많게는 300여 명, 보통 105명 정도의 사행단을 꾸려 총 34회에 걸쳐 일본에 사신
을 파견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며, 사신단 전체 인원을 합하면 3,000명이 넘는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것은 926년 발해 멸망 직후 발해 유민의 일본 이주 내
지 귀화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929년 동란사의 경우 정식 사절단으로서의
자격에 미치지 못한 채 양국 간에 마찰로 이어졌으나 그렇다고 사신단이 일본에 남아 귀화한
경우는 아니었다.

4. 경계인의 시선으로 본 발해 사회
우리는 발해를 일러 통상 다민족·다문화 사회라고 부르거나 또 쉽게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
이 있다. 실제로 그러한지, 그렇다면 경계인의 시선으로 발해인과 발해 유민을 바라본 결과
발해 사회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가? 다음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발해는 경계, 경계인의 나라다.
발해는 영토가 넓어 5경 15부 62주 250여 현을 두고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 지리적인 국
경선이 매우 길었던 나라다. 남으로는 신라, 서로는 당, 동은 일본, 서북으로는 거란, 동북으
로는 실위·철리·흑수말갈과 육지 혹은 바다로 경계를 이룬다. 이 경계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변
화를 거듭하면서 선왕, 대이진 시기에 최대 영토를 확보하며 가장 길었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의 경계가 線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성이나 보루처럼 點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신라와의 경계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발해는 지리적 경계 이외에 국가 귀속의 경계에 놓여있다. 남북한에서의 발해 인식은 고구
려를 계승한 한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제3의 역사공동체를 제안했다가,77)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반발 기류와 맞물려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고, “발해는 속말말갈인
이었던 대조영과 그 후손들이 왕정을 장악한 말갈족의 왕국”이라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78) 아
예 한국사가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말갈족이 주체가 되어 건국한
당나라 지방정권으로 규정하는 게 주류다. 고구려 계승국가로 보려는 조선족 학자들의 움직임
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자기 주장을 펼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연해주에 발해유적과 말
갈유적이 산재한 러시아 학계는 말갈족이 세운 중세 러시아 국가로 간주하면서 중앙아시아와
의 관계를 중시하는 측면이 있다. 일본은 발해의 옛 영토와 무관한 측면에서 본다면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데 고구려 계승국가로 인식하는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李成市의 주장에서 보듯이
76) 손진태, 한국민족사개론, 을유문화사, 1948, 234쪽.
77) 김한규,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2004.
78) 이종욱, 『역사충돌』, 김영사, 2003, 77쪽 ; 이종욱, 『고구려의 역사』, 김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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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 시각에서의 접근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79)
다음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다볼 필요가 있다. 발해는 강수량, 기온, 햇볕의 양으로 기준
으로 삼는 농경국가와 유목국가의 경계에 놓여있던 나라는 아니다. 발해의 남부지역과 만주지
역은 농경이 가능하였고 러시아 연해주의 남부지역도 농경 흔적이 유적과 유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일부 지역은 벼농사도 이뤄졌다. 그렇지만 영토의 북쪽 지역은 유목 중심의 생업이
이뤄지는 곳도 있다. 그런데 발해의 패망은 강력한 유목국가의 등장을 가져와 동아시아 전체
의 판도를 바꾸면서 한족 국가가 조금씩 잠식당하다 결국 몽골의 전 중국 지배의 단초를 열었
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는 발해를 통한 한국사의 마지막 만주지배권을
북방 유목민족에게 넘겨주는 것이 되었으며 이 또한 역사적 경계를 이루는 사실이기도 하다.
발해는 한국사 흐름에서 바라본다면 고구려와 고려를 연결해주는 경계의 역할을 하기도 하
였다. 고구려 멸망 후 30여 년이 흐른 즈음 고구려 영역 내에 부흥운동의 연장선에서 건국된
나라가 발해다. 그 주체 역시 고구려계인들이 중심이 되어 229년을 이어오다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하자 고구려계 발해인들은 다수가 고려로 내투하였다. 고구려 계승국가임을 내세운 고려
가 비록 발해의 계승국가임을 명확하게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수만의 유민을 이끌고 내투하는
발해세자 대광현에게 성심껏 받아들이고 종적에 올리는 등 우대조처를 취하는 데서 강한 同類
意識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고구려계 발해 유민의 고려 흡수 이외에 고구려·발해 문화의
고려 전승, 고려의 역사 계승의식 한가운데에 발해가 놓여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발해는 시대구분에서도 경계를 이룬다. 발해사의 시대구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
지 않았다. 토지제도나 조세제도, 신분제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 문
제를 논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다. 다만 한국 중세사의 출발 기점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에서
통일신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고려의 건국으로부터 볼 것인가라는 주장에 시간을 대입시키면
통일신라는 발해의 건국 시점과 거의 동 시기이므로 발해는 중세사의 출발로 간주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시기적인 문제이고 통일신라와 발해는 남북에서 남북국을 형성했지만
국가 발전단계나 통치체제가 다르므로 발해사의 시대구분 문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해결과제다. 그렇다 하더라도 발해는 잠정적으로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 나아가는 경계의
시대가 아니었던가 한다.
둘째, 발해는 다민족, 다양성의 사회다.
다양성은 크게 주민구성의 다양성과 문화의 다양성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문화의 다양성은
아래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주민구성에 대해서만 논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해 주민
은 한국사의 어느 국가보다도 다양하다. 고구려계, 말갈계(속말말갈, 백산말갈, 흑수말갈 등
등), 위구르계, 중앙아시아계, 돌궐계, 거란계, 중국계 등 다양한 민족과 집단으로 구성된 사회
였다. 건국하는 과정에서 이미 고구려계와 말갈계인이 합세한 가운데 시간이 가면서 차츰차츰
다른 민족들이 국가의 구성원으로 합류하였다. 주요한 지배계층은 고구려계인들이 중심이 되
었고 일부 말갈계인들이 정치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발해 초기 건국 세력의 고분군
으로 간주하는 육정산 고분군의 고분양식이나 매장습속, 출토유물로 알 수 있으며,80) 지방세
력으로 여겨지는 首領을 통해 지방을 통치하는 방법으로서도 알 수 있다.81) 다만 대조영이 말
갈계 고구려인이라는 주장을 수용한다면 말갈계 후손이 발해 왕족이 되지만 걸걸중상이 아닌
79) 이성시 지음/박경희 옮김, 『만들어진 고대』, 삼인, 2001.
80) 송기호, 「六頂山 古墳群의 성격과 발해 건국집단」, 『汕耘史學』8, 1998 ;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재수록.
81) 송기호, 「渤海 首領의 성격, 한국 고대·중세의 지배체제와 농민」, 『김용섭교수정년기념 한국사학논
총』, 지식산업사, 1997 ;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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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영 단계에서는 이미 고구려화된 인물이므로 발해왕실은 고구려계 인물로 간주해도 별 문
제가 없을 것이다.
셋째, 발해는 통합성과 포용성의 사회다.
발해 멸망 이유로 ‘저들이 틈이 생겨 싸우지 않고 이겼다’는 『遼史』의 기록을 거론하는 경
우가 많다.82) 소수의 고구려계인과 다수의 말갈인들로 구성된 발해의 민족구성이 국가 위기상
황에서는 적절히 대처하는데 취약성을 노출하면서 멸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시각이
다.83) 민족구성 문제가 멸망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기록은 재음미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발해 관련 기록에서 민족 간의 특별한 갈등이나 내
분은 찾을 수 없다. 발해 이전의 고구려도 마찬가지지만 다민족·다문화 사회에서 이민족과의
관계는 통제보다는 함께하는 방안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고려 초 수많은 내투자 기록에 발해 건국에 참여했던 속말말갈, 백산말갈인은 없는 대신에
반독립적인 생활을 누리던 흑수나 철리, 달고 등의 집단만이 등장하는 것은 상당수의 말갈계
세력이 건국 이래 발해 사회에 통합되었다는 증거라 생각된다. 물론 민족 간에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주고 포용하는 통치책이 어떠한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국가 내 다양
한 민족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해를 이어 등장
하는 遼와 金이 이원적 통치체제로 타민족을 차별했던 것과는 확실히 구분된다. 발해의 주민
통합책과 포용성은 고려 태조 왕건의 사회 통합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발해세자 대광현의 내투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책 뿐만 아니라 고려 시기에 발해
유민에 대한 특정한 차별요소를 발견할 수 없음을 연계해서 이해하면 더욱더 그렇다.
넷째, 발해는 국제성과 개방성의 사회다.
발해는 건국기의 돌궐, 200년 이상 국경을 접한 신라와 당,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은 물론
멀리 중아아시아 국가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였다. 멸망기에 동아시아 전체를 활용한 국제외교
를 펼치기도 한 것은 국초부터 가지고 있던 다원적 국제질서를 정치 운영에 활용한 모습으로
추정된다. 5개의 교통로(신라도, 일본도, 거란도, 조공도, 영주도)를 근간으로 인적인 교류는
물론 수많은 산물이 이동하며 경제적 교역과 문화적 발전을 낳았다. 발해 존속기의 동아시아
의 중심은 당나라였다. 당나라는 동아시아 질서를 이끌며 국제화와 개방화된 사회를 조성하였
다. 이에 따른 여파인지 발해 역시 비슷한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다시 발해 남쪽에서 건립된
고려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발해의 정치제도와 운영방식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
이는 고려는 발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고려시대 사회가 보여주는 다원성과 통합
성, 개방성과 역동성을 발해와 비교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발해는 문화의 다양성을 지닌 사회다.
문화의 경계는 영토·지리적 경계보다는 훨씬 무디다. 지금부터 1,300여 년 전 건국된 발해
의 국경 내지 경계는 일정한 線으로 그어진 게 아니다. 문화는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
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아무리 대립적인 국가 사이에도 문화는 서로 주고받는다. 발해 역시
마찬가지나 한국사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다양성의 문화를 낳았다. 종교와 사상면에서 보
더라도 유교, 불교, 도교에다 중앙아시아와 당을 거쳐 景敎(네스토리우스교)가 전래되었다. 발
해 존속기에 인근 나라는 물론 돌궐, 위구르, 멀리 중앙아시아까지 교류하며 다양한 문화가
상호 전파되었고 멸망 후 유민들은 요, 금, 송, 고려에 문화전파자 역할을 다하였다.
기와, 불상, 돌을 이용한 무덤 쌓는 방식, 산성축조 등은 고구려 전통이라면 당으로부터는
82) 『遼史』卷77 列傳 耶律覿烈 附 羽之.
83) 李龍範, 『中世 滿洲‧蒙古史의 硏究』, 同和出版公社, 1988,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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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와 사상을 비롯해 무덤양식, 벽화, 도성체제 등 여러 문화가 수입되었다. 손으로 직접
빚어 낮은 온도에 구운 토기나 토광묘는 말갈계 문화이며 기둥밑장식기와나 문자기와는 발해
고유의 것이다.84) 신라와는 신라도나 바닷길을 통해 교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울릉도에
서 발굴된 네귀 달린 신라의 항아리가 러시아 연해주의 크라스키노 발해 유적에서 발견된 것
과 거의 유사하다. 그리고 노보고르데에프카 유적에서 출토된 소그드 은화, 아브리코스 절터
에서 발굴된 네스토리우스교 십자가, 니콜라예프카에서 발견된 바르간(口琴), 크라스키노성에
서 나온 쌍봉낙타 뼈와 청동낙타상은 발해와 중앙아시아 혹은 소그드와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
주는 것들인 동시에 발해 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발해 문화의 양상을 토대로
러시아의 E.V.샤브꾸노프는 이미 80년대 중반에 발해와 중앙아시아 간의 ‘담비길’이라는 새로
운 교역 교통로를 상정하기도 하였다.
여러 문화가 교류하는 가운데 정효공주 무덤의 평행고임 천정은 고구려양식이고 벽을 벽돌
로 쌓은 것은 당나라 양식이어서 하나의 무덤에서 두 나라의 문화가 융합된 경우도 있다. 고
려의 정치제도나 운영방식, 격구, 고누 등은 발해를 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거란 건국 이후
불교의 발달과 대장경의 조판, 遼三彩의 등장도 발해 문화의 전승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무
튼 발해가 가진 다양성과 다양한 문화는 발해가 특별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

5. 맺음말
우리는 지금 경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글은 경계의 시대에서 멀리 천여 년을 거슬러 발
해인과 발해 유민을 바라본 것이다. 발해 역시 경계의 나라였고 발해의 멸망은 동아시아 전체
에 수많은 경계인을 낳았다.
한국사 상 발해사의 특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북방 이민족에 멸
망한 유일한 국가, 왕조 기간이 짧았던 국가이나 가장 영토가 넓은 국가, 대륙과 한반도의 가
운데 자리하여 국가 간의 귀속문제가 복잡한 점, 대표적인 다민족·다문화 국가라는 점, 유민들
이 끊임없는 부흥 운동을 전개했다는 점, 건국으로 적지 않은 경계인을 끌어안았고 멸망으로
수많은 경계인을 낳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경계인이 가장 많은 사회는 고려로 생각되나 이것
도 사실은 발해의 멸망에 의해 파생된 유민의 대규모 남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지 않
을 수 없다.
발해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민족을 하나로 묶어 220여 년을 유지하다 거란의 침공으로
사라졌으나 멸망으로 인해 발해인은 이제 유민이자 경계인이 되어 거란(요), 고려, 여진(금),
송, 몽골(원) 지역으로 흩어지고 그들의 문화도 인근 지역으로 전승되었다. 발해 유민은 단지
이주만이 아니라 이주에 따른 문화전파의 담당자가 되었던 것이며 그들의 지적인 자산은 요,
금의 통치에 활용되었고 재능은 도자기 기술이나 성 축조 등에 도움이 되었다. 경계인으로서
의 힘든 삶과 심리적 고통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점차 그 사회에 동화되어 가면서 해소되
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그 후손들은 요(고모한), 금(장호), 고려(대집성) 등에서 역사의 전면에
새롭게 등장하여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84) 송기호, 「발해 문화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사연구』122, 2003 ; 송기호, 『발해를 다시본다』(개
정증보판), 주류성출판사, 2008, 130~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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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계인으로서의 渤海人과 渤海遺民>에 대한 토론

김봉숙(계명대)
이효형 선생님께서 연구하시는 발해 유민과 관련된 주제는 현재 중국에서 吉林大学985工程
项目, 国家社会科学基金项目, 国家哲学社会科学基金项目 등으로 채택될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중국의 연구에 의하면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국이 아닌 중원왕조 통치하
의 지방민족정권입니다. 또한 요대 발해 유민 정책은 통일된 다민족국가를 공고히 하고 강화
하는데 귀감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 발해 유민의 중국으로의 동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선생님의 논문은 제한된 자료들에 의존해 발해인과 발해 유민을 체계적으
로 분류하고, 경계인의 시선에서 발해 사회의 특징을 설명해 주신 점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
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토론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부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역사의 탈민족·탈국가 논의와 부합되어 만주지역의 구조와 성격을 중심
으로 각국에서 재검토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시켜 발해의 경계인과 경계인 발
해 유민이 활동했던 시기의 역사는 어느 나라의 역사에 속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발해의 국
가 귀속 경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발해 주민구성의 다수를 이뤘던 말갈계 발해인들은 멸망과 함께 말갈인이라는 칭호보다
는 다른 이름으로 지칭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말갈인의 고려 내투가
고려사에 등장하지 않는 문제와 연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발해에 느슨하게 복속되어 있던 흑수
말갈을 비롯한 몇몇 집단은 점차 발해계 여진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갈계 발해인과
발해계 여진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양상이 궁금합니다.

셋째, 거란 건국 이후 불교의 발달과 대장경의 조판, 요삼채의 등장을 중국 당과 송의 영향이
아닌 발해 문화의 전승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거란이 남하하면서 중국 북방
은 인구의 이동과 문물의 이동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당·송의 문화가 거란으로 계승되었다
는 중국 학계의 의견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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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동아시아 삼국협력론의 논리
-강증산 전승을 중심으로고남식
(대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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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증산의 동아시아 삼국관
3. 강증산의 삼국협력론
4. 맺음말
1.

1. 들어가는 말
19세기말 동아시아는 서세동점의 형세 아래 급변의 격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산업혁
명 이래 제국주의의 발판을 마련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거침없이 동양에 밀려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동양을 식민지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 일본, 조선은 상호
공조 및 대립을 하며 서구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국의 생존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에 주장되었던 삼국제휴론은 인종주의적 세계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황인종동맹론과
일본맹주론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동양평화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동양평화
론은 한국의 주권을 부정한 제국주의적 침략논리였던데 비해, 삼국제휴론은 한국의 주권유
지를 필수 전제로 했다. 삼국제휴론은 개화파,위정척사파 사이에서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한국인의 동아시아인식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1)
이글은 제국주의 세력의 동점 하에서 조선 근대 사상가들 가운데 강증산이 동아시아 삼국
의 협력을 어떻게 주장했는가를 살펴 볼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이를 위해 이글은 2장에서
개화기 근대 사상가인 강증산의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관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강증산의 삼국 간 협력론의 논리가 무엇인가를 찾아 보았다.
개화기 조선 근대 사상가인 강증산이 어떠한 면모로 동아시아 삼국의 협력론을 주장했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삼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다자간 협력
및 평화를 위한 상호간의 노력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1) 현광호,「유길준과 안중근의 동아시아 인식비교」,『역사비평』25-57호,3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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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증산의 동아시아 삼국관
강증산의 동아시아 삼국에 대한 관점과 문제 해결의 기저는 그가 주장한 천지공사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강증산은 역학적 순환원리에 따라 세계를 설명하였다.2) 천지가 성공
하는 시기가 되어 새로운 변화의 시기가 인류사에 있게 된다고 하였으며, 인간사만이 아닌
자연으로부터 신의 섭리에 의한 작용이 있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김일부의 정역과 궤를
같이 하는 후천개벽사상으로 주장되었다.3) 일면 서양 제국주의의 동양에 대한 침탈 역시
인문 문명적인 면만이 아닌 개벽이 오는 시대에 세계가 겪어야 될 운명론적인 측면이 있다
는 것으로 이는 시운적으로 선천시대에 만들어진 사회상극론(社會相克論)에 기반한다. 강증
산은 다음과 같이 세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을 해원에 의한 상생원리의 구축을 통해
이상세계를 이루고자하였다.
선천에서는 인간과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
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
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하노라. (중략)이것이 곧 삼계공사니라.4)
이는 선천의 상극에 따라 원한이 수없이 쌓이게 되었고 이 원한으로 인해 천지인이 모두 정상
적으로 제 길을 갈 수 없게 되어 이의 해결책으로 해원론이 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동양과 서양에 관한 강증산의 견해를 보기로 한다. 강증산은 서양에 대해 당시 동양
이 처한 현실이 백척간두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일단 동양이 이 위급함을 벗어나야함을 강조
하였다.5) 이를 위해 강증산은 자신이 주창한 천지공사론에 따라 해원을 기저로 동아시아
삼국관과 삼국의 협력에 대한 일련의 공사를 진행하였다.6)
2.1.

중국관과 일본관

강증산의 중국관은 중국이 과거에는 대중화(大中華)이고 조선이 중국에 예를 갖추어 조공
(租貢)을 바치는 소중화(小中華)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 조선이 대중화가 된다고 주장
하였다. 강증산은 중국은 당시 청국(淸國)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중국 역사에서 중국 민족
간의 관계를 보았을 때, 오랑캐라 칭하는 청의 지배를 받는 것은 국가적으로 한(恨)이 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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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행록 2장 5절, 이하 전경
의 인용은 행록2-5로 표기함 )
3)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오.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
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예시 30절)
4) 공사1-3.
5) 이제 동양(東洋) 형세가 그 존망의 급박함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있으므로 세력이 서양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공사를 행하셨도다.(공사 1-13)
6) 이제 서양사람의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불잡음이 옳으니 대신문(大神門)을 열어 사십 구일을 한
도수로 하여 동남풍을 불어 일으켜 서양 세력을 꺾으리라.(예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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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청국을 물리치고 중국 한족(漢族)이 국권을 다시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7) 강
증산의 당대 일본관은 해원론에 따라 임진왜란 시기까지 연계된다.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청국으로 넘겨
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뒤 감당을 못할 것이라.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 신명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시 천하 통일지기
(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대명지기(日月大明之氣)를 붙여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 (중
략)그들은 일을 마치고 갈 때에 품 삯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덕
하게 하라」 하셨도다.8)
강증산은 조선을 중심으로 일본을 생각하고 당시 동양의 현실을 직시하였다. 조선이 스스
로 서양 세력의 침탈과 식민지 논리에 대항할 수 없는 국권 상실의 상황에서 청국 보다는
과거의 원한을 풀어야한다는 해원의 원리에서 일본과 친히 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는 동양과 서양의 인종의 차이에 따를 때도 일단 일본과 친교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있
다는 것이다.
2.2. 조선관
강증산의 조선관은 자신이 조선에 태어난 탄생담을 통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서양문명
의 폐단과 이마두의 노력 및 최수운의 한계 등에 대한 서사적 화소가 등장한다.
「서양인 이마두(利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
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7) 원일과 덕겸에게 「너희 두 사람이 덕겸의 작은 방에서 이레를 한 도수로 삼고 문밖에 나오지 말
고 중국일을 가장 공평하게 재판하라. 너희의 처결로써 중국 일을 결정하리라」 이르시니 두 사람
이 명하신 곳에서 성심 성의를 다하여 생각하였도다. 이렛날에 원일이 불리워서 상제께 「청국은
정치를 그릇되게 하므로 열국의 침략을 면치 못하며 백성이 의지할 곳을 잃었나이다. 고서(古書)에
천여불취 반수기앙(天與不取反受其殃)이라 하였으니 상제의 무소불능하신 권능으로 중국의 제위에
오르셔서 백성을 건지소서. 지금이 기회인 줄 아나이다」고 여쭈어도 상제께서 대답이 없었도다.
덕겸은 이레 동안 아무런 요령조차 얻지 못하였도다. 상제께서「너는 어떠하뇨」하고 물으시는 말
씀에 별안간 생각이 떠올라 여쭈는지라. 「세계에 비할 수 없는 물중지대(物衆地大)와 예락문물(禮
樂文物)의 대중화(大中華)의 산하(山河)와 백성이 이적(夷狄 ‧‧‧ 오랑캐)의 칭호를 받는 청(淸)에게
정복되었으니 대중화에 어찌 원한이 없겠나이까. 이제 그 국토를 회복하게 하심이 옳으리라 생각하
나이다.」상제께서 무릎을 치시며 칭찬하시기를 「네가 재판을 올바르게 하였도다. 이 처결로써 중
국이 회복하리라」하시니라. 원일은 중국의 해원공사에만 치중하시는가 하여 불평을 품기에 상제께
서 가라사대「순망즉치한(脣亡則齒寒)이라 하듯이 중국이 편안하므로써 우리는 부흥하리라. 중국은
예로부터 우리의 조공을 받아 왔으므로 이제 보은신은 우리에게 쫓아와서 영원한 복록을 주리니
소중화(小中華)가 곧 대중화(大中華)가 되리라」 일러주셨도다.(공사3-18)
8) 공사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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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
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
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년을 지내다가 최 제우
(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
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
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9)
「나는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
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
의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 하노라.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불
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궁을가(弓乙歌)에 조선
강산(朝鮮江山) 명산(名山)이라. 도통군자(道通君子) 다시 난다」라 하였으니 「또한 나
의 일을 이름이라 동학 신자간에 대선생(大先生)이 갱생 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대선생
(代先生)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代先生)이로다」라고 말씀하셨도다.10)
강증산 자신이 조선에 태어난 이야기를 밝히고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 구천(九天)에
있을 때 신성,불,보살 들이 하소연하여 세상 구원의 뜻을 가지고 천하를 순회했는데, 조선에
태어난 것은 조선의 해원과 관계된다. 여기에 그의 조선관이 잘 나타난다. 약소 민족인 조
선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어서이다.
아울러 강증산의 탄강은 당시에 유행하던 동학의 창시자 최수운이 갱생한다는 대망에 맞
춰 자신이 미완의 동학을 완성시킨다는 것이다. 최수운을 대신해서 대(代)선생으로서 강증
산이 동학에서 주장하던 일을 해원이라는 새 논리로 승화시켜 이룬다는 논리이다. 그것은
불로불사(不老不死)의 선경(仙境)의 낙(樂)으로 표상된다.
또 앞으로 조선에서 도통군자가 다시 난다는 비결이 있는데 이것은 강증산 자신이 이룰
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다. 도통군자는 강증산의 가르침을 따라 뒤를 이어 개벽된 후천
세상의 질서를 다스려나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천지공사론을 주장한 공적인 위치에서 천지공
사를 주장하였지만 강증산의 조선관은 어느 나라 보다 다른 특별함이 있다.
주지의 사실로 강증산이 태어난 시기의 조선은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동양에 대한 식민
지배 논리로 대내외적으로 전대미문의 일대 혼란을 겪고 있었다. 조선후기 사회 현실에 대
한 강증산의 인식을 동학과 관련해서 보기로 한다. 강증산의 동학에 대한 평가는 최수운이
동학을 일으킨 후에도 유교의 전헌(典憲)에 머물렀던 것이 문제였다. 이에 강증산이 참동학
으로 사상을 전하게 되었으며, 동학운동을 거사한 전봉준에 대해서는 만고(萬古)의 명장(名
將)으로 높이 평가하였다.11) 그것은 백의(白衣) 한사(寒士)로 애민의식에 따라 난을 일으켜
9) 교운 1-9.
10) 권지 1-11.
11) 하루는 종도들이 상제의 말씀을 좇아 역대의 만고 명장을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데 경석이 상제께
「창업군주도 명장이라 하오리까」고 여쭈니 상제께서 「그러하니라」 말씀하시니라. 경석이 황제(黃
帝)로부터 탕무(湯武)․태공(太公)․한고조(漢高祖) 등을 차례로 열기하고 끝으로 전 명숙을 써서 상제께
올리니 상제께서 그에게 「전 명숙을 끝에 돌린 것은 어찌된 일이뇨」 물으시니 경석이 「글을 왼쪽부
터 보시면 전 명숙이 수위가 되나니다.」고 답하였도다. 상제께서 그 말을 시인하시고 종도들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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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삼국을 동요시켰고, 이는 서양세력까지 연관되는 형국을 만들었다는 평가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은 이로 인해 일본의 세력 확장 및 복잡한 외세 개입의 양상을 초래했
기에 동학의 뜻은 좋으나 방법적으로 동학 난은 실패할 것으로 보았다.12)
이에 강증산은 1894년 동학난이 평정되자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세인(世人)들의
평가와는 달리 동학난 평정 후 강증산의 조선의 현실과 세계인식은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확장에 의한 큰 혼란을 예견하고 동양을 구하려는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강증산은 천지공사론을 주창했으며 이 논리로 동양을 지키고 조선을 수호하고
자 하였다. 당시 상황은 조선 스스로는 서양 세력에 대항할 수 없었기에 개화되어 힘을 갖
고 있는 일본의 세력에 의지해야했으며 먼저 일본과 친선을 유지하여야함을 말했다.
김 병욱에게「이제 국세가 날로 기울어 정부는 매사를 외국인에게 의지하게 됨에 따라 당파
가 분립하여 주의 주장을 달리하고 또는 일본과 친선을 맺고 또는 노국에 접근하니 그대의 생
각은 어떠하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인종의 차별과 동서의 구별로 인하여 일본과 친함이
옳을까 하나이다」고 상제께 대답하니 상제께서 「그대의 말이 과연 옳도다」 하시고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자 신명공사를 행하셨도다.13)
개화기 강증산의 사상은 개화와 보수를 포용하며14) 신문물을 수용하는 입장을15) 취하였
다. 일본과 친히 하는 단계는 더욱 진전되어 일본의 과거 조선에 대한 국가적 원한을 풀어
야하기에 천지공사에 따라 일본해원론이 제기되었다. 강증산의 문제 해결 방법은 해원이기
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청국으로 넘겨
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뒤 감당을 못할 것이라.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 신명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시 천하 통일지기
(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대명지기(日月大明之氣)를 붙여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인(仁)이니라. 만일 인자까지 붙여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에게 돌
아갈 것이므로 인자를 너희들에게 붙여주노니 잘 지킬지어다」고 이르시고 「너희들은 편
한 사람이 될 것이오. 저희들은 일만 할뿐이니 모든 일을 밝게 하여주라. 그들은 일을 마치
고 갈 때에 품 삯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덕하게 하라」 하셨도

「전 명숙은 만고 명장이라. 백의 한사로 일어나서 능히 천하를 움직였도다.」고 일러 주셨도다. (공사
1-34)
12) 전봉준(全琫準)이 학정(虐政)에 분개하여 동학도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킨 후 더욱 세태는 흉동하
여져 그들의 분노가 충천하여 그 기세는 날로 심해져가고 있었도다. 이 때에 상제께서 그 동학군들
의 전도가 불리함을 알으시고 여름 어느날「월흑안비고 선우야둔도(月黑雁飛高單于夜遁逃) 욕장경
기축 대설만궁도(欲將輕騎逐大雪滿弓刀)」의 글을 여러 사람에게 외워주시며 동학군이 눈이 내릴
시기에 이르러 실패할 것을 밝히시고 여러 사람에게 동학에 들지 말라고 권유하셨느니라. 과연 이
해 겨울에 동학군이 관군에게 패멸되고(행록 1-23)
13) 공사1-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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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쓰고 불사르셨도다.(공사2-22)
15) 「서양 사람이 발명한 문명이기를 그대로 두어야 옳으냐 걷어야 옳으냐.」고 다시 물으시니 「경석이
그대로 두어 이용함이 창생의 편의가 될까 하나이다.」고 대답하니라. 그 말을 옳다고 이르시면서(공사
1-35)

- 141 -

다.16)
일본의 조선에 대한 척이 있어 이를 풀어야하는데 일본의 척은 무엇인가. 과거 임진란 시
에 만들어진 것이고 척을 풀기위한 방법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 야욕으로 상정된다.
‘일시 천하 통일지기(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대명지기(日月大明之氣)를 붙여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한다’는 것은 강증산 전승에 나오는 러일전쟁담이다. 즉 러일전쟁에서 서양세력을 물리
치기위해서 천지공사론에 따라 러시아를 물리치는 공사(公事) 의식(儀式)이 있게 되며 이는
일본의 해원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어려운 상실과 고통의 기간은 영원
한 것이 아니라 천지공사론에 따른 일련의 메카니즘으로 척이 풀어진 상황이 되고 이후 조
선은 새로운 국운을 맞아17) 세계 구원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논리이다.18)

3, 조선 중심의 동아시아 삼국협력론
강증산은 천지공사라는 판밖의 법으로 동양 삼국이19) 개화기에 처한 난국을 극복하려 하
였다.
대범 판 안에 있는 법을 써서 일하면 세상 사람의 이목의 저해가 있을 터이니 판밖에서
일하는 것이 완전하리라
판 안에 있는 법은 당대 유행하던 다양한 기존 종교 및 사상들의 법리에 따르는 것이다.
판 밖의 법은 강증산의 천지공사론에 따른 법리로 이루어지는 사상체계이다. 이는 개괄적으
로 보아 사회상극론, 삼교정수통합론, 해원론, 상생론, 도통군자론, 후천선경론 등에 의한 것
이다.
무엇보다도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강증산의 삼국협력은 해원을 중심으로 주장되었다.
개화기 조선사회는 동학농민운동이라는 대사건을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한 현실변혁의 상황
하에서 원한이라는 앙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본래 동학은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하였음은 후천일을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않았으나
마음은 각기 왕후장상(王侯將相)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룩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은 자가 수
만명이라. 원한이 창천하였으니 그 신명을 그대로 두면 후천에는 역도(逆度)에 걸려 정사가
어지러워지겠으므로 그 신명들의 해원 두목을 정하려는 중인데 경석이 십 이제국을 말하니
이는 자청함이니라. 그 부친이 동학의 중진으로 잡혀 죽었고 저도 또한 동학 총대를 하였으므
로 이제부터 동학 신명을 모두 경석에게 붙여 보냈으니 이 자리로부터 왕후장상(王侯將相)의
16) 공사2-4.
17) 바둑의 시조 단주(丹朱)의 해원도수를 회문산(回文山) 오선위기혈(五仙圍碁穴)에 붙여 조선 국운을 돌
리려 함이라. 다섯 신선 중 한 신선은 주인으로 수수방관할 뿐이오. 네 신선은 판을 놓고 서로 패를 지
어 따 먹으려 하므로 날짜가 늦어서 승부가 결정되지 못하여 지금 최수운을 청하여서 증인으로 세우고
승부를 결정코자 함이니 이 식혜는 수운을 대접하는 것이라 (공사 2-3)
18) 萬國活計南朝鮮(예시 14). 한고조(漢高祖)는 말위에서 천하를 얻었으되 우리나라는 좌상(座上)에서
득천하 하리라(예시 28)
19) 행록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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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원이 되리라」하시고 종이에 글을 쓰시며 외인의 출입을 금하고 「훗날에 보라. 금전소비
가 많아질 것이며 사람도 갑오년 보다 많아지리라. 풀어두어야 후천에 아무 꺼리낌이 없느니
라」고 말씀을 맺으셨도다.

20)

강증산의 주장에 따르면 동학의 보국안민(輔國安民)이라는 주장은 좋은 것이나 그에 참여
한 계층은 대다수가 농민층으로서 세상을 변혁하여 그들도 왕후장상이 되려는 욕망이 내재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에 이후 건강한 사회
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해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조선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해원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주지의 사실로 당
시 조선의 현실은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동점으로 인해 대혼란을 겪고 있었다. 특히 구성원
들 가운데 관리들의 대립은 격화(激化)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소는 해원이 그 해결책이라고
촌양반으로서 강증산은 보이기도 하였다.21)
위와 같은 조선 사회에 대한 해원을 동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강증산의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삼국협력론의 일단이다. 먼저 일본의 국가적 원한을 보면 조선을 병탄(倂呑)하지 못한
일본의 원한이 있었는데 이를 없애야 삼국 협력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 신명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주어야 척이 풀릴지
라.22)
지난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치 못하고 도리어 세 가지의 한만
맺었으니 소위 삼한당(三恨堂)이니라. 첫째로 저희들이 서울에 들어오지 못함이 一한이
요. 둘째는 무고한 인명을 많이 살해되었음이 二한이오. 세째는 모 심는 법을 가르쳤음
이 三한이라. 이제 해원 시대를 당하여 저들이 먼저 서울에 무난히 들어오게 됨으로써
一한이 풀리고, 다음 인명을 많이 살해하지 아니 함으로써 二한이 풀리고, 세째로는 고
한 삼년(枯旱三年)으로 백지 강산(白地江山)이 되어 민무추수(民無秋收)하게 됨으로써 三
한이 풀리리라.23)
이는 천지공사론에 따르는 해원논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종국적으로는 일본의 해
원이 이루어져야 동아시아 삼국의 협력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해원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있게 되나24)인간 윤리의 중요한 덕목인 인(仁)은 조선인들이 갖
20) 공사 2-19.
21) 종도와 함께 계실 때 김 광찬에게 「네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아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촌 양반
으로 아나이다」고 대답하니라. 다시 상제께서 물으시기를 「촌 양반은 너를 어떠한 사람이라 할 것이
냐.」 광찬이 여쭈니라. 「읍내 아전이라 할 것이외다.」 그의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촌
양반은 읍내의 아전을 아전놈이라 하고 아전은 촌 양반을 촌 양반놈이라 하나니 나와 너가 서로 화해하
면 천하가 다 해원하리라」하셨도다.(공사1-25)
22) 공사 2-4.
23) 예시 74.
24)「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청국으로 넘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뒤 감당을 못할 것이라.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 신명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맡
겨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시 천하 통일지기(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대명지기
(日月大明之氣)를 붙여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인(仁)이니라. 만일 인
자까지 붙여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인자를 너희들에게 붙여주노니 잘 지킬지어
다」고 이르시고 「너희들은 편한 사람이 될 것이오. 저희들은 일만 할뿐이니 모든 일을 밝게 하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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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천함으로써 일본은 일시적 해원에 의한 국운 상승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를 지나야 삼국간의 평화의 장이 진정으로 열릴 수 있으며, 일본과의 협력은 동양을 지키는
일차적 단계로 나타난다.
이제 동양 형세가 위급함이 누란과 같아서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영원히 서양에 넘어가
리라」깊이 우려하시사 종도들에게 계묘년 여름에「내가 일로전쟁(日露戰爭)을 붙여 일
본을 도와서 러시아를 물리치리라.25)
「이제 서양사람의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불잡음이 옳으니 대신문(大神門)을 열어 사
십 구일을 한 도수로 하여 동남풍을 불어 일으켜 서양 세력을 꺾으리라.」고 말씀하시
고 공사를 행하셨도다.26)
강증산은 일본의 해원을 이루고 동양을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천지공사론에
따라 일시적으로 일본을 돕는 논리를 폈다. 즉 1903년 일로(日露)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쳐서 일본도 조선에 대한 해원을 이루고 러시아라는 서양세력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일본을 중심으로하는 동양의 안정을 기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해원을 기저로 삼국협력론을 보았을 때 강증산의 중국에 대한 관점은 중국이
조선에 대해 보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오랜 세월 조선이 중국을 대중화의 천자국으
로 섬겨 조공을 바치고 예우를 해 왔으나 이제는 해원론에 따라 그러한 양상이 아닌 조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천지공사에 의거 중국이 조선을 섬기는 조선 대중화론이 주장되었다.
성리학적 화이관을 포기하지 않는 한 명나라를 대신할 새로운 중화를 설정하는 것은 자연스
러운 논리적 귀결이기도하다. 명나라와 가장 유사한 조선이 담당해야할 사명이라고 생각하
였다. 중화계승의식은 이런 배경속에서 나타날 수 있었다.27)
이를 위한 구체적 행적으로 강증산은 신도적(神道的) 원리에 따르는 천지공사론에 따라
중국에 있던 황극신(皇極神)을 조선으로 이동시키는 의식을 제자들과 행하였다.강증산의 통
합적 종교 관념인 신도는 유불도 삼교합일의 원형으로서의 통합적 종교관념이다.28) 황극신
은 중국의 제왕과 관련된 신으로 천자국에 있는 신이며 이 신의 존재로 국가의 위상을 달리
하는 것이기에 황극신을 조선으로 이동시키는 공사(公事)를 행하였다.
어느날 고부 와룡리에 이르사 종도들에게「이제 혼란한 세상을 바르려면 황극신(皇極神)
을 옮겨와야 한다.」고 말씀 하셨도다.「황극신은 청국 광서제(淸國光緖帝)에게 응기하여
있다. 하시며 「황극신이 이 땅으로 옮겨 오게 될 인연은 송 우암(宋尤庵)이 만동묘(萬東
廟)를 세움으로부터 시작되었느니라.」하시고 밤마다 시천주(侍天呪)를 종도들에게 염송
케 하사 친히 음조를 부르시며 이 소리가 운상(運喪)하는 소리와 같도다.」하시고「운상
하는 소리를 어로(御路)라 하나니 어로는 곧 군왕의 길이로다. 이제 황극신이 옮겨져 왔
느니라」고 하셨도다. 이때에 광서제가 붕어하였도다.29)
라. 그들은 일을 마치고 갈 때에 품 삯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덕하게 하
라」 하셨도다. (공사 2-4)
25) 에시 23.
26) 예시 24.
27) 허태용,「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아카넷, 2010,117쪽.
28) 장재진, 『근대 동아시아의 종교다원주의와 유토피아』,산지니, 2011,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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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동서교섭과 문명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혼란한 세상에서 세계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중국이 아닌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새 질서를 짜야한다는 것이다. 제왕이라는 존
재는 국가 통치에 있어 지도자로서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동아시아 삼국 질서 및
세계 구도에 있어 조선이 해원상생의 원리 하에 인(仁)을 기저로 후천 문명을 주도하는 선
두적 위치에 서야함을 밝힌 것이다. 이에 송우암의 만동묘가 상정되고 황극신이 옮겨오자
중국 광서제가 붕어하는 논리적 상관성이 성립되는 서사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질서는 강증산의 주장이지만 해원의 면만이 아닌 풍수
지리적 입장에서도 주장되었다. 그것은 조선의 강토가 수려(秀麗)하기에 이 영향을 받아 완
성된 인간인 도에 통한 군자가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궁을가(弓乙歌)에 조선 강산(朝鮮江山) 명산(名山)이라. 도통군자(道通君子) 다시 난다」
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30)
기존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해원 논리만이 아닌 천지(天地)라는 근본적 존재의 영향을 받
는다는 풍수지리학적 관계로 보아도 조선의 풍수가 준수하여 전인적 인간이 출현하여 세상
을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인존(人尊)의 새 질서가 구축되
어31) 상생(相生)을 토대로 세계의 질서가 구축되어 가는 인간관을 보인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강증산의 삼국관과 삼국협력론에 관한 시론적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강증산의 평화와 창조를 위한 삼국협력은 천지공사론에 따르는 것으로 사회적 상극론
에 의한 해원을 기저로 한중일 삼국과 그 협력론이 주장되었다.
이를 토대로 강증산의 삼국 협력론은 크게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로 강증산은 동양을 서양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일본을 중심으로 협력하여함
을 밝혔다. 이는 일본의 임진란 시기부터 갖고 있는 원한에 입각한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 강증산은 약소국 조선의 해원과 조선의 풍수지리학적 우수성을 토대로 보
아 조선의 풍수가 준수하여 전인적 인간이 출현하여 세상을 이끌어 가게 된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29) 공사 3-22,
30) 권지 1-11.
31) 계묘년에 종도 김 형렬과 그외 종도들에게 이르시니라.「조선 신명을 서양에 건너보내어 역사를
일으키리니 이 뒤로는 외인들이 주인이 없는 빈집 들듯 하리라. 그러나 그 신명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제 집의 일을 제가 다시 주장하리라.」(예시25) 매양 뱃소리를 내시기에 종도들이 그 연
유를 여쭈니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우리나라를 상등국으로 만들기 위해 서양 신명을 불러와야
할지니 이제 배에 실어오는 화물표에 따라 넘어오게 됨으로 그러하노라.」고 하셨도다.(예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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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동아시아 삼국협력론의 논리 -강증산 전승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장영창(나사렛대)

증산교에 대해 문외한이 제가 토론을 맡게 되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토론자의 소임을 다
하고자 꼼꼼히 읽고 다음과 같은 토론거리를 준비하였습니다.
1. 제목과 내용이 부자연스럽습니다. 부제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이 논문에 어울리는 제목
일 것 같습니다.

2. 2장 ‘강증산의 동아시아 삼국관’
‘강증산은 역학적 순환원리에 따라 세계를 설명하였다.32) 천지가
/

A 성공하는 시기가 되어

B 새로운 변화의 시기가 인류사에 있게 된다고 하였으며,’ 에서 A와 B가 순환논리의 오

류가 아닌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 ‘2.1.

중국관과 일본관’

‘강증산의 중국관은 중국이 과거에는 대중화(大中華)이고 조선이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소
중화(小中華)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 조선이 대중화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강증산은
중국은 당시 청국(淸國)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는 오랜 중국 역사에서 중국 민족 간의 관
계를 보았을 때, 오랑캐라 칭하는 청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한(恨)이 되는 요소이므로 청국을
물리치고 중국 국권을 다시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에서,
조선의 대중화와 청국을 물리치고 중국 국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4.

3, 조선 중심의 동아시아 삼국협력론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 신명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주어야 척이 풀릴지라.33)
지난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치 못하고 도리어 세 가지의 한만
맺었으니 소위 삼한당(三恨堂)이니라.
첫째로 저희들이 서울에 들어오지 못함이 一한이요.
둘째는 무고한 인명을 많이 살해되었음이 二한이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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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록 2-5)
33) 공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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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는 모 심는 법을 가르쳤음이 三한이라.
이제 해원 시대를 당하여
저들이 먼저 서울에 무난히 들어오게 됨으로써 一한이 풀리고,
다음 인명을 많이 살해하지 아니 함으로써 二한이 풀리고,
세째로는 고한 삼년(枯旱三年)으로 백지 강산(白地江山)이 되어 민무추수(民無秋收)하게
됨으로써 三한이 풀리리라.34)
이는 천지공사론에 따르는 해원논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종국적으로는 일본의 해
원이 이루어져야 동아시아 삼국의 협력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저하게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리이다. 강증산은 일본
이 한국을 식민지화 하는 것이 진정으로 동아시아 삼국의 협력을 이루는 장으로 보았는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 오자 수정
이를 위해 강증산은 천지공사론을 주창했으며 이 논리로 동양을 지키고 조선을 수호하여
하였다.
둘째는 무고한 인명을 많이 살해되었음이 二한이오.

34) 예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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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동화집 편찬의 과거와 현재, 미래
- 아시아인의 상호이해와 보편성을 위한 성찰 -

권혁래
(용인대)

目 次
1. 아시아동화집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2. 아시아동화집 편찬의 과거: ‘대동아권동화총서’에 대한 비판적 고찰
3. 아시아동화집 편찬의 현재: 결혼이주민들을 통한 다문화동화집 편찬
4. 아시아동화집 편찬의 미래: 상호이해와 보편성을 띤 아시아동화집의 출판
5. 맺음말

1. 아시아동화집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아시아동화집이란 아시아 각국의 전래동화, 또는 대표동화 작품들을 선집한 동화집, 또는
동화총서를 말한다. 한국에서 아시아 각국의 동화집을 출판할 때, ‘일본동화집’, ‘중국동화집’
과 같이 각국의 이름을 내걸거나, ‘세계전래동화전집’의 이름을 내걸고 몇 개 국가의 동화집을
출판하기는 하지만, ‘아시아동화집’이라는 명칭을 쓴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우리
문학개념이나 출판시장에서 ‘아시아’라는 범주가 가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아시아동화집이란 범주를 상상해낸다면 그 물적 토대는 무엇일까? 이는 일차
로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아시아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과 이주민들이다. 2015년 통계청에서
발간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 51,327,916명
중, 외국인 주민 수는 1,741,919명으로, 전체 인구 중 3.4%를 차지한다.1) 외국인 주민들은
외국 국적자 1,376,162명(외국인 근로자 608,116명, 결혼이민자 147,382명, 유학생 84,329명
등), 한국 국적 취득자 158,064명(혼인귀화자 92,316명, 기타 65,748명), 외국인주민 자녀
207,693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외국인 중 동북아인은 1,042,010명, 동남아인은 408,736명, 남
부아인은 86,634명, 중앙아인은 49,667명으로 아시아인은 총 1,587,047명이다. 이는 전체 외
국인 주민의 91.1%를 차지하는 수치이다.2) 바로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158만7천 명이 넘는
아시아 출신 외국인 주민이 아시아동화집의 직접적 토대가 된다. 여기에는 탈북민도 포함시켜
야 할 것이다.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도 아시아동화집의 분명한 토대일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는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노동자, 탈북민의 급격한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했
으며,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 탈북민의 인권과 처우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
1)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청. 2016.
2) 이외에 미국인 73,153명, 러시아인 11,447명, 기타로 분류되는 외국인이 70,272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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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한국사회의 다문화 감성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사회의 다문화 감성지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다문화 수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논할 때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고유의 문
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혜숙은 이를 위하여 ‘다문화교육’의 필
요성을 제기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단순히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
을 쌓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외국인 주민들의 다양한 모국문화를 수용하며, 이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인식, 행동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4) 고경민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 전래동화와 한국 전래동화에 담겨 있는 공통의 문화요소를 찾아 한
국적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동질감을 만들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5) 이러한
논의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모국문화 및 전래동화를 수용･활용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기정체성 확립 및 한국 일반가
정 자녀들의 다문화감수성 신장 등의 면에서 ‘다문화동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한 바 있다.6)
위에서 말한 ‘다문화동화집’은 한국사회에서 ‘아시아동화집’이란 개념과 매우 유사한 범주로
쓰이고 있다. 아시아동화집이란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158만7천 명(2015년 기준)의 아시
아인과 이들을 이웃으로 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문학
적 매개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학이 동화만은
아니지만, 동화가 아시아 각국의 대표적인 문화표상, 재미있는 옛이야기, 창작동화 등을 포함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부각될 것이다.
필자는 아시아동화집 편찬의 시작을 20세기 초 일본에서 찾아볼 것이다. 20세기 전반기에
가장 전성기를 보냈다고 하는 일본 역사에서 아시아동화집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아
시아동화집 편찬의 과거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한국에서 아시아동화집은 21세기에 들어서
야 ‘다문화동화집’이란 이름으로 약간의 실체가 생겼다. 이를 통해 아시아동화집 편찬의 현재
를 살펴볼 것이다. 아시아동화집 편찬의 미래는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에서 찾아볼 것이다.

2. 아시아동화집 편찬의 과거: ‘대동아권동화총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과거 일본의 아시아동화총서 편찬 사례에서 오늘날 우리는 아시아동화집 편찬에 관한 유용
한 지침, 또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아시아에서, 또는 세계에서 실질적인 아시아동화총서를
출간했던 경험이 있는 나라는 사실상 일본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세기 초반에 이
미 세계옛이야기(世界お伽噺)(1899-1908) 100편7), 榎本秋村 편, 世界童話集 東洋の巻
(1918)8), 木村萩村 저, 趣味の童話 東洋の傳說(1924)9), 世界童話大系(전23권)10), 世界童
3) 김부경‧원진숙, ｢다문화동화의 내용 요소 분석-인물, 갈등의 양상, 해결방식, 다수자의 편견을 중심으
로｣, 다문화교육연구 8-2,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15, 69-96쪽.
4) 김혜숙, 유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창지사, 2015.
5) 고경민, ｢아시아 전래동화의 비교를 통한 한국 문화교육-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동화와 번
역 24,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12, 15-38쪽.
6) 권혁래, ｢다문화동화집의 출간과 활용 연구｣, 동화와번역 35,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18,
37-71쪽.
7) 巖谷小波 編, 世界お伽噺 合本(1-100), 東京: 博文館, 1908.6.
8) 榎本秋村(恒太郞) 저, 世界童話集 東洋の巻, 實業之日本社, 1918. 단권인 이 책에는 아이누, 조선,
중국, 몽고, 인도, 西亞, 土耳古 등 총 7개국 57편의 동화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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話叢書(전19권)11), 東洋童話叢書(전3권, 1926)12) 등 세계동화총서 및 동양동화총서에서 중
국, 인도, 일본, 조선, 투르크, 만주, 몽고 등의 동화집을 출판하였다.13) 이를 이어 1942년 첫
권을 간행한 ‘대동아권동화총서(大東亞圈童話叢書)’는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14) ‘대동아권동화
총서’(전6권)는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른바 ‘대동아공영권(大東
亞共榮圈)’으로 편입한 인도네시아･중국･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베트남 등 6개국에 대해, 일
본의 아동문학 작가들이 각국의 옛이야기를 조사･선집하여 동화 풍으로 고쳐 쓴 것이다(권혁
래 2018). 물론 일본어로 썼고, 번역이 아닌, 일본 작가들이 직접 집필한 동화총서다. 이 총서
는 1942~1944년까지 여섯 권이 간행되었고, 간행주체는 ‘일본소국민문화협회’다. 총서의 구성
은 다음과 같다.
연
번
1
2
3
4
5
6

원제
번역 제목
クスモの花:東印度童話集
구스모의 꽃: 인도네시아 동화집
孔子さまと琴の音:支那童話集
공자님과 거문고 소리: 중국 동화집
カド爺さんの話:マライ童話集
가도 할아버지 이야기: 말레이시아 동화집
椰子の実と子供:フィリピン童話集
야자나무 열매와 어린이: 필리핀 동화집
白い象の野原:インド童話集
흰 코끼리의 들판: 인도 동화집
安南の水鶏:仏領印度童話集
안남의 뜸부기: 베트남 동화집

저자
小出正吾 저
武井武雄 그림
伊藤貴麿 저
渡部菊二 그림
宮武正道‧土家由岐雄 공
저, 武井武雄 그림
槙本楠郎 저
渡部菊二 그림
酒井朝彦 저
初山滋 그림
笠井信夫‧山本和夫 공저,
武井武雄 그림

출판일
1942.12. 20.
1943. 3. 20.
1943. 6. 22.
1943. 9. 1.
1943. 12. 1.
1944. 11.15.

편수
(분량)
20편
(307쪽)
13편
(244쪽)
12편
(238쪽)
13편
(248쪽)
12편
(252쪽)
20편
(195쪽)

표20. 대동화권동화총서 목록과 서지사항

이 책들은 일본의 어린이들이 새롭게 식민지로 획득한 남양의 섬들과 북방의 중국, 만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그 나라들의 생활, 역사, 자연과 지리에 관한 지식과 감성을 얻어 장차
그 나라에 진출하는 데 기여하도록 기획된 책이다. 간행인은 태평양 전쟁 중에 일본이 점령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의 국가에 대해 “일본의 자녀들이 장차 여행을 떠
날 땅”이며, 이 동화총서를 통해 일본의 어린이들이 각 나라 사람들의 생활, 역사, 그리고 그
토지의 모습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15)

9) 木村萩村(三郞) 저, 趣味の童話 東洋の傳說 (日本児童文庫 19), 日本出版社, 1924.
10) 世界童話大系 전23권, 東京: 世界童話大系刊行會, 1924-1928. 이 총서는 세계동요집 2권, 세계동
화극 4권, 세계동화집 1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시아 국가로는 인도, 중국, 일본(조선, 아이누 포
함)의 동화가 포함되어 있다.
11) 世界童話叢書, 金蘭社, 1925~1940. 전19권 중, 아시아 동화는 중국, 인도, 일본, 투르크, 만주의
동화집이 있다.
12) 澁澤青花 저, 東洋童話叢書(전3권), 第一出版協会, 1926. 이 총서는 중국동화30편, 서장동화20
편, 대만동화 50편 등 3권으로 구성되었다.
13) 위 趣味の童話 東洋の傳說(1924), 東洋童話叢書(1926) 등의 수록작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金広植, 「帝国日本における「日本」説話集の中の朝鮮と台湾の位置付け」, 『日本植民地研究』
25, 日本植民地研究会, 2013, 54-73면.
14)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대동아권동화총서’에 나타난 제국의 시각과 아시아 전래동화총서의 면모｣(
열상고전연구 61, 열상고전연구회, 2018, 315-348쪽)을 참조할 것.
15) 간행인은 <간행의 변(刊行の辨)>을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남으로, 북으로 개척해 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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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데 쇼고(小出正吾), 마키모토 구스로(槙本楠郎)를 비롯한 일본 작가들은 현지자료, 일본
어 번역자료,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자료, 독일어･영어로 된 자료집 등을 활용하여 각국의 옛
이야기 문학유산을 파악하고, 각권마다 12~20편 작품을 선별해 일본어로 동화를 창작하여 총
여섯 권의 동화집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아시아동화총서 기획･출판은 일본은 물론 다
른 나라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다만, 이 동화총서가 ‘문학을 통한 대동아공영의 실현’이
라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출판된 것은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된다. 필자는 1940년대
전반 일본의 ‘대동아권동화총서’의 기획･편찬과정을 연구하면서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올바른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 원칙에 있어 ‘대동아권동화총
서’는 명백한 반면교사이다.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가 아닌, 평화와 상생의 시대에 한국의 연구
자와 출판사는 어떠한 시각 및 목표를 설정할지 고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폭넓은 자료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동아권동화총서’를 편찬할 때, 작가들은 당
시 일본학계가 수집한 자료, 현지자료, 번역자료 등을 활용한다고 하였지만, 그들이 선집한 작
품들이 각국의 대표적인 문화표상을 잘 보여주었거나 서사성이 높은 작품이라고 말하기는 어
렵다.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하지 않으면 매우 임의적인 작품 선
정이 되기 쉽다는 점을 배운다.
셋째, 문학성 높은 작품을 고심하여 선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동아동화총서’의 필리핀동
화집이나 베트남동화집에는 토속성이 두드러지거나 단순한 내용의 전설이나 민담을 동화로
개작한 작품-이런 작품들은 약간의 정보를 주고 작은 흥미를 안겨주기는 하지만-이 많고, 문
학적 감동이나 그 나라 문화에 대한 존중감을 주는 작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문학성이 우수한
작품은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잘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서사가 명확하고 캐릭터가 살아
있다. 그런 작품을 골라내지 못하면 아시아동화집으로서의 지위를 존중받기 힘들 것이다.
넷째, 원작의 다시쓰기 작업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전 서사를 번역하거나 현대
문장으로 다시쓰기할 때 원작의 문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문장 단위
의 다시쓰기, 또는 전체적으로 고쳐쓰기[개작, 확대부연 등]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작가는 원
작의 서사와 캐릭터, 작품에 담긴 문화와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살려 다시쓰기 작업을 해야
한다.16) 또한 딱딱한 직역이나 번다한 부연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동아동화총서’의 인도동
화집이나 베트남동화집의 경우, 쓸데없는 부연과 일본식 정서를 개입시킨 개작이 너무 많
아 원작과 멀어진 작품이 적지 않다. 이런 개작은 마땅히 지양해야 할 것이다.

3. 아시아동화집 편찬의 현재: 결혼이주민들을 통한 다문화동화집 편찬
한국에는 2010년 이후 ‘색동다리 다문화’ 시리즈(정인), ‘지구촌 다문화 그림책 이야기’ 시
리즈(보림), 다문화 이웃이 직접 들려주는 다문화 전래동화(예림당), ‘동아시아 대표동화’ 시

대동아권, 그곳은 머지않아 일본의 자녀들이 여행갈 땅이다. 그 남쪽의 섬, 북쪽의 나라는 어떤 곳인
가? 남쪽의, 북쪽의 옛이야기를 통해서 대동아권의 새로운 친구들의 생활, 역사, 그리고 그 토지의 모
습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총서는 인도, 타이, 필리핀, 베트남 등으로 차차 간행될 것이다.” ‘대동아권
동화총서’ 광고 면.
16)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고전소설의 다시쓰기-‘민족고전’에서 ‘고전 콘텐츠’로(박이정, 2012); ｢고전
대중화의 현재와 미래｣(민족문화 45, 한국고전번역원, 2015)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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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즈(여유당) 등 여섯 종 이상의 다문화동화 시리즈 및 단행본이 간행되었다. 지금까지 출간된
다문화동화집은 결혼이주민들이 작가로 참여하여 집필한 경우, 외국의 현지 출판사와 협의하
여 그 나라의 유명동화를 번역‧소개한 경우, 한국의 작가가 외국의 유명동화를 연구하여 번역
한 경우,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솝우화, 페로동화, 안델센동화, 그림동화 등 동서양의 몇몇
유명 동화를 제외하고는 외국의 전래동화 및 창작동화에 대한 번역 및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한국에서 다문화동화집의 출간은 한국문학계에 세계 각지의 다양한 옛이야기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세계 각지라고 했지만, 다문화동화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대부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 국가의 작품들이 95%를 넘는다. 그 작품들을 고르고 집필한 작가들은
거의 모두 결혼이주민, 그중에서도 여성들이다. 대상작품은 창작동화보다는 옛이야기, 또는 전
래동화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현재 한국에서 출간되고 있는 다문화동화집의
수록 작품들은 ‘아시아 출신의 결혼이주민(여성)들이 기억하고 선정한 아시아의 옛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2010년 이후 한국에서 출간된 다문화동화집 수록 작품들은
“이주민들이 한국에 안고 들어온 글로컬 문학”이라 할 수 있다.17) 이 작품들은 앞으로 한국문
학에 수용된 글로컬 문학의 범주에서 다뤄지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중에서 2012년 예림
당에서 출판된 다문화 이웃이 직접 들려주는 다문화 전래동화를 분석할 것이다. 이 책은 결
혼이주민들이 글 작가로 참여하여 자신이 선정한 모국의 옛이야기를 한국어 전래동화로 개작
하였다. 글 작가로 참여한 이들은 총30명으로, 모국의 옛이야기 중 한 편씩을 골라서 한국어
전래동화로 개작하였다. 이 중 2명은 각각 두 편, 세 편의 작품을 집필하였다.
이들은 1990～2010년 사이에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주민들이다. 또
한 이들은 모국에서 대학교육을 받았고 일정한 한국어 실력을 지녔으며, 경인교대 한국다문화
교육연구원에서 1년 간 900시간의 ‘이중언어강사양성과정’의 교육을 받은 이들 중에서 선발되
어 글을 썼다. 이상 9개국 중, 유일한 유럽 국가인 러시아 출신의 작가가 고려인 3세임을 생
각하면, 이 책의 결혼이주민 작가들은 사실상 모두 아시아 국가 출신이다. 이로 인해 결과적
으로 한국에서의 다문화동화는 ‘아시아’ 지역의 동화에 한정된다는 로컬리티(지역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들 작가들은 대개 어렸을 적 자신이 할머니나 부모님, 학교 선생님들께 듣던 이야
기들을 선택하여 한국어로 기록하였고, 자신들이 어렸을 적 작품에서 느꼈던 신비한 감정이나
삶의 보편적 교훈을 한국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 점에서 다문화동화집은 글로
컬리티를 지닌다.18)
240쪽 분량의 단권인 이 작품집에는 대만,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
키스탄, 베트남, 태국 등 9개국 33편의 아시아 및 러시아 전래동화가 수록되어 있다. 지역 별
로 보면, 동북아시아 동화(중국･대만･일본‧몽골 등 17편)가 제일 많고,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
탄･키르기스스탄 5편) 및 러시아 동화(4편)19), 동남아시아 동화(베트남･태국 등 7편)가 그 뒤
를 잇는다. 한국 문학계에 아시아 동화작품이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듯 결혼

17) 권혁래, ｢다문화동화집의 출간과 활용 연구-이주민들이 안고 들어온 글로컬 문학에 대해-｣, 동화와
번역 35,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18.
18) ‘글로컬리티(glocality)’란 세계화의 와중에서 지역간 문화적 관계망에서 발견되는 ‘세계적인 동시에
자국적인[지역적인] 요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핵심 문화동력’을 의미한다. 홍순권, ｢글로
컬리즘과 지역문화연구｣, 석당논총 46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0, 1-17쪽 참조.
19) 러시아 동화 네 편 중, 세 편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작가들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나머지 한 편은
하바로프스키에서 출생한 고려인 3세 출신의 작가에 의해 기록되었다. 작가는 아시아 국가 출신이지
만, 작품은 당연히 러시아 문학으로 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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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들을 통해 다수의 아시아 전래동화 작품을 소개하는 방식은 유용하다고 평가된다. 수록
작품의 목록과 유형20), 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
대만(3)

러시아(4)

몽골(3)

베트남(4)

우즈베키스탄
(2)

일본(5)

중국(6)

키르키스스탄
(3)

작품명

유형

주제

<성황신>
<조왕신>
<마조 이야기>

신이담-기원담
신이담-기원담
신이담-기원담

선행예찬
선행예찬
마조신의 능력 예찬

<눈소녀>

신이담-변신담

사랑(가족애) 예찬

<도끼로 끓인 죽>

소 담-지략담

욕심경계

<황금 물고기>

신이담-응보담

욕심경계

<롤빵>

형식담-반복담

어리석음 경계

<심술쟁이 노인>

소 담-지략담

노인의 담대함 예찬

<가장 맛있는 고기>

동물담-기원담

제비와 모기의 사연

<활 잘 쏘는 에르히 메르겡>

신이담-기원담

해, 낮과 밤의 기원

<금 구덩이, 은 구덩이>

일반담-교훈담

선행예찬, 욕심경계

<비를 내리게 한 두꺼비>

동물담-기원담

두꺼비 능력의 기원

<쩌우 까우 이야기>

신이담-기원담

베트남 결혼음식의 기원

<별나무 이야기>

일반담-교훈담

선행예찬, 욕심경계

<황새>

신이담-응보담

선행예찬, 욕심경계

<지성과 부유>

일반담-교훈담

지혜예찬

<떡과 꼬마 스님>

소 담-지략담

욕심경계

<텐구 털부채>

소 담-지략담

지혜예찬

<하얀 부채와 까만 부채>

신이담-응보담

선행예찬

<주먹밥이 데구루루>

신이담-응보담

선행예찬, 욕심경계

<들을 수 있는 신비한 두건>

신이담-주보담

선행예찬

<쥐가 장가를 가다>

형식담-반복담

<뱀신랑과 막내딸>

신이담-변신담

사랑예찬

<망아지가 강을 건너다>

동물담-지략담

지혜예찬

<마량의 신기한 붓>

신이담-주보담

선행예찬, 욕심경계

<젊은 사냥꾼>

신이담-주보담

선행예찬

<동곽 선생>

소 담-지략담

어리석음 경계

<여우와 개미>

동물담-지략담

욕심경계

<지혜로운 처녀>

일반담-교훈담

지혜예찬

정월 초삼일의 내력 (어리
석음 경계)

20) 유형은 조희웅의 설화분류방법에 의거 분류하였다. 조희웅은 설화의 범주에 신화, 전설, 민담을 모두
포함하여, 대분류 항목으로 동(식)물담, 신이담, 일반담, 소담, 형식담의 5개 항목을 두고, 이것을 다
시 26개의 소항목으로 하위분류하였다. 조희웅이 제시한 한국 설화 세부 분류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동(식)물담: 1)기원담, 2)지략담, 3)치우담, 4)경쟁담, Ⅱ. 신이담: 5)기원담. 6)변신담. 7)응보담, 8)
초인담, 9)운명담, 10)주보담, Ⅲ. 일반담: 11)기원담, 12)교훈담, 13)출신담, 14)염정담, Ⅳ. 소담: 15)
기원담, 16)풍월담, 17)지략담, 18)치우담, 19)과장담, 20)우행담, 21)포획담, 22)음설담, Ⅴ. 형식담:
23)어희담, 24)무한담, 25)단형담, 26)반복담.(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 한국연구원, 1983,
2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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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3)

<금반지>

신이담-주보담

선행예찬

<세 동물>

동물담-지략담

지혜와 화합 예찬

<코끼리와 호랑이>

동물담-기원담

지혜예찬 (호랑이의 내력)

<황금소라 왕자>

신이담-변신담

사랑예찬

표 21. 다문화 이웃이 직접 들려주는 다문화 전래동화 수록작품의 분류 및 주제

위 작품들은 대개 전설과 민담을 바탕으로 동화로 개작한 것이며, 신화를 저본으로 한 작품
도 네 편정도 발견된다. 수록작품들의 유형을 조희웅의 설화 분류방식으로 분류하면21), 대분
류 항목은 신이담(16편), 동물담(6), 소담(5편), 일반담(4편), 형식담(2편) 순으로 구성된다. 신
이담과 동물담이 많다는 것은 다문화동화집을 기획할 때 초인간적인 존재가 등장하여 신비하
고 기이한 능력을 보여주는 서사가 선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담·소담·형식담은 대개
민담에서 온 작품들로서, 일상적인 인간사에서 발견한 소소한 재미와 교훈을 서사화하는 데
치중한다. 이 유형의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
소분류 항목으로 보면, 지략담(9편), 기원담(8편)을 중심으로, 교훈담(4편), 주보담(4편), 변신
담(3편), 응보담(3편), 반복담(2편) 등 비교적 다양한 성격의 작품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내용 및 주제 면에서는 ‘선행예찬 및 욕심경계’를 주제로 하는 작품(15편)이 절반 가까이 된다
는 점이 특징이다. ‘지혜예찬 및 어리석음 경계’(8편), ‘문화표상 묘사’의 작품(7~9편)도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이외에 진실한 사랑 예찬(3편), 담대함 예찬의 주제도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
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행예찬 및 욕심경계’를 주제로 하는 작품은 <성황신>, <조왕신>, <도끼로 끓인 죽>, <황
금 물고기>, <금 구덩이, 은 구덩이>, <별나무 이야기>, <황새>, <떡과 꼬마 스님>, <하얀 부
채와 까만 부채>, <주먹밥이 데구루루>, <들을 수 있는 신비한 두건>, <마량의 신기한 붓>,
<젊은 사냥꾼>, <여우와 개미>, <금반지>, 모두 15편이다.
선행예찬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다문화동화집의 인기 레파토리라는 점은 평범하지만, 중요
한 사실이다. 왜 이 다문화동화집에 ‘선행예찬’과 ‘욕심경계’라는 교훈적 주제를 다룬 작품이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글쓴이들의 개인적 취향 때문일 수도 있
지만, 전래동화가 보편적으로 ‘교훈성’을 지닌다는 장르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만나본 몇몇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주민들은 모국의 동화를 소개할 때, ‘교훈’
이나 자국의 괜찮은 문화를 보여주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교훈의 많은 부분이 공통적으로
‘권선징악’에 있다는 점은 아시아 옛이야기 고유의 특성일 수도 있고, 세계 모든 옛이야기 및
전래동화의 특성일 수도 있다. ‘권선’의 구체적 내용은 선한 행실을 하면 복을 받고, ‘징악’의
구체적 내용은 욕심과 게으름은 악한 것이며 이러한 행실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악행에도 살인, 도박, 호색, 술취함, 거짓말, 게으름, 무책임, 불효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유독 ‘욕심’을 공통적으로 대표적인 악행으로 인식한 점도 흥미롭다.22) 이것을 아시아적 특성
21) 조희웅은 설화의 범주에 신화, 전설, 민담을 모두 포함하여, 대분류 항목으로 동(식)물담, 신이담, 일
반담, 소담, 형식담의 5개 항목을 두고, 이것을 다시 26개의 소항목으로 하위분류하였다. 조희웅이 제
시한 한국 설화 세부 분류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동(식)물담: 1)기원담, 2)지략담, 3)치우담, 4)경
쟁담, Ⅱ. 신이담: 5)기원담. 6)변신담. 7)응보담, 8)초인담, 9)운명담, 10)주보담, Ⅲ. 일반담: 11)기원
담, 12)교훈담, 13)출신담, 14)염정담, Ⅳ. 소담: 15)기원담, 16)풍월담, 17)지략담, 18)치우담, 19)과장
담, 20)우행담, 21)포획담, 22)음설담, Ⅴ. 형식담: 23)어희담, 24)무한담, 25)단형담, 26)반복담.(조희
웅,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 한국연구원, 1983, 2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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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말할 수 있다면, 다른 지역의 전래동화에서는 어떤 요소를 악행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서도 조사해서 대조해볼 필요가 있다.
‘지혜예찬 및 어리석음 경계’를 주제로 하는 작품들은 우즈베키스탄 동화 <지성과 부유>,
일본 동화 <텐구 털부채>, 중국 동화 <망아지가 강을 건너다>, <동곽선생>, 키르기스스탄 동
화 <지혜로운 처녀>, 태국 동화 <세 동물>, <코끼리와 호랑이> 등이다.
<지성과 부유>는 한 남자가 아들 중에서 자신의 후계자를 고르는 테스트에서, 인생에서 소
중한 것은 금이나 멋진 옷이 아닌, ‘일 잘하는 손, 용감한 마음, 현명한 머리’라는 것을 일깨
운다. <텐구 털부채>에서는 요괴를 골탕 먹이는 청년을 통해서 ‘기지(機智)’가 중요하다는 것
을 일깨운다. <지혜로운 처녀>에서는 인생에서 ‘지혜’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보여
준다. 한국의 전래동화에서 ‘지혜’, ‘기지’를 높이고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것은 많이 발견되
어 왔는데, 아시아 옛이야기에서 다양한 제재를 통해 이를 형상화했음을 발견했다는 것도 의
미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표상 묘사’를 주제로 하는 작품들은 주로 기원담에 해당되는 작품인데, 작가들이 흥미
롭게 여기는 모국의 문화표상의 내력이나 기원을 기술하였다. 이 작품들은 그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보여주는 데 가장 기여할 수 있다. 해당 작품으로 대만 동화 <성황신>, <조왕신>, <마
조 이야기>, 몽골 동화 <가장 맛있는 고기>, <활 잘 쏘는 에르히 메르겡>, 베트남 동화 <비를
내리게 한 두꺼비>, <쩌우 까우 이야기>, 중국 동화 <쥐가 장가를 가다>, 태국 동화 <코끼리
와 호랑이> 등이 있다.
대만 출신의 이주민 작가는 세 명 모두 대만인들이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성황신, 조왕
신, 마조신의 기원을 이야기하였다. <성황신>, <조왕신>은 보잘 것 없는 존재가 선한 일을 하
여 신이 되었다는 인식을 보여주며, <마조 이야기>는 대만인들이 마조를 신으로 섬기게 된 기
원을 설명하였다. 몽골 출신의 작가들은 <가장 맛있는 고기>, <활 잘 쏘는 에르히 메르겡>에
서 몽골인들이 믿는 태초의 이야기와 동물의 기원을 전하였다.
베트남의 <비를 내리게 한 두꺼비>는 아주 오랜 옛날 비가 오지 않자 두꺼비가 하느님을
만나 따진 덕분에 비가 내렸다며, 두꺼비가 이빨을 갈면 비가 내린다고 하는 사연을 소개하였
다. <쩌우 까우 이야기>는 옛날 가오 형제가 한 여인을 두고 오해를 빚어 죽음에 이르는 이야
기에서 비롯된, 결혼식 때 쩌우 까우 먹는 풍습을 소개하였다.
중국 동화 <쥐가 장가를 가다>는 한국의 ‘두더지혼인’ 설화와 유사한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중국인들이 정월 초삼일을 ‘쥐가 장가가는 날’이라고 사연을 소개하였다. 태국의 <코끼리와 호
랑이>는 호랑이 몸의 무늬가 사람에게 몽둥이로 맞아 생긴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 남은 흔적이
라고 소개하였다.
‘문화표상 묘사’를 주제로 하는 작품들은 작가들이 각 나라의 대표적 문화표상에 얽힌 신화
나 전설을 재미있게 느껴 자부심을 가지고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작품들은 그 나라의
문화와 삶을 잘 알게 도와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민족적 특수성이 강해 일반 한국시민들
과 공감･소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다문화사회란 한 국가나 사회 속에 다른 인종·민족·계급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를 말한다. 글로컬리즘과 연계되어 파생되는 다문화주의 역시 상이한 국가·민족·
인종의 문화가 병존, 공존하는 문화적 관점을 지향한다. 이런 관점에서 결혼이주민들이 이미
22) 일본 동화에서는 보통 ‘욕심’보다는 ‘정직하지 않은 것’을 대표적인 악행 덕목으로 표현하는데, 이
다문화동화집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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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안고 들어오고, 앞으로 소개할 다문화동화는 한국문화 및 문학에 다양성을 부여할 것
이며, 한국과 이주민들의 모국 지역과의 문화적 연대감을 다지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
다. 현재 아시아 국가 출신의 결혼이주민들이 자신이 기억하는 모국의 옛이야기를 한국 사회
에 풀어놓는 행위는 그들의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며, 나아가 한국과 아시아 각국의 이야
기 문화 간에 새로운 문화적 관계망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이주민이 다문화동화를 통해 자신들 모국의 이야기와 문화·정서를 한국인 및 다문화가
정의 아이들에게 전함으로써 한국의 이야기와 문화·정서는 다양하고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
다. 익숙하고 친근한 다문화동화는 한국의 옛이야기와 동질감을 느끼게 하며 파생 텍스트를
낳게 할 것이며, 다소 낯설고 새로운 성격의 이야기는 수용되고 걸러지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
의 문화적 다양성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의 옛이야기 연구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문화동화의 보급은 일정한 연구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재처럼 결혼이주민 출
신의 작가들이 모국의 옛이야기를 한국어 전래동화로 소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4. 아시아동화집 편찬의 미래: 상호이해와 보편성을 띤 아시아동화집의 출판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아시아동화집 편찬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에서 아시아동화집 편찬은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인의 상호이해와 보편성이라는
기준에서 선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 각국의 대표적 문화표상을 담은 작품들은 소수
로 한정하고, 한국과 아시아 각국 간에 친근하면서도 공감대가 넓은 옛이야기를 널리 발굴할
필요가 있다. 동화집의 목록을 자칫 자질구레하고 특수성이 강한 신화나 지역 전설들로 많이
채우면, 한국인은 물론 제3국인들도 낯설고 지루하게 여길 수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 각국의
신화와 전설에 바탕한 작품들은 가급적 소수의 대표적 작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한편, 한국의 다문화동화집이나 아시아 각국의 동화집에는 한국의 옛이야기와 비슷한 작품
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베트남의 <금구덩이 은구덩이>, 일본의 <텐구 털부채>는 한국의 <도
깨비 방망이>, <도깨비>와 유사하며, 베트남의 <별나무 이야기>, 우즈베키스탄의 <황새>는 한
국의 <흥부 놀부>와 유사하다. 중국의 <쥐가 장가를 가다>는 한국의 <두더지 혼인> 설화와
유사하다. 이 유형의 작품은 인도의 판차탄트라, 조선 홍만종의 순오지를 비롯하여 아시
아 국가들에서 두루 발견된다. 이러한 아시아 국가 간에 보편성을 띤 작품들을 조사·선집·출판
하여 한국인 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아동, 외국인 주민들이 독서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한국과
아시아 각국 문화 간에 동질감, 친근감을 주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대로 된 아시아동화집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폭넓게 자료조사를 해야 한다. 아시아
동화집을 편찬할 때 현지자료･번역자료･연구자료 등을 조사･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시아동화의 연구토대가 약한 상태에서 차선
책과 현실적 방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 아시아동화 연구는 일본과 중국동화
정도까지 이뤄지고 있는 듯하다. 그 외의 국가는 문학연구자 수가 절대 부족하니, 아동문학
전공자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아시아동화의 연구토대를 넓히기 위해서는 한국문학 연구자
들과 외국문학 연구자들이 기존에 하던 자신의 연구영역을 조금씩 확장하는 수밖에 없다. 특
히 한국문학 연구자들은 학문수준 면에서 이제 나름대로 독자적인 문학연구방법을 익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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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와 있으니, 영어나 공용어로 외국문학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거나, 아시아 각국의 현지 연
구자들과 협력연구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한국의 문
학연구자들이 제국주의의 시각이 아닌, 동반자의 시각에서 아시아 각국의 옛이야기와 전래동
화, 대표동화를 연구한다면 할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한국에 와 있는 아시아 각국의 외국인 주민들과 결혼이주민들은 아시아동화 자료를
구하는 현실적 창구가 될 것이다. 그들을 인터뷰하여 각국의 동화(옛이야기) 목록을 조사하고
문화정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민 개인의 독서경험에 의거한 작품조사는 그 나름의
강점이 있지만, 한편으론 그것이 임의적 결과일 수 있고, 그들이 기억･재구한 텍스트가 원본
이 아닌 ‘파생 텍스트’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원 텍스트를 구해
작품의 내용, 성격 및 위상 등을 평가･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시아동화집의 이중언어 병기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미 몇몇 다문화동화집
에서 시도된 동화 텍스트의 이중언어 병기방식은 일부 국가에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다
문화교육이나 외국인 독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글의 분량이 적은 그
림책의 본문은 한국어와 아시아 각국의 언어의 이중언어로, 또는 영어까지 병기한 삼중언어로
출판할 수도 있다. 내용이 긴 텍스트는 수요에 따라 한국어와 각국의 모국어, 또는 영어 텍스
트를 각 권으로 출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의 아시아동화집 출판물을 아시
아 독자, 영미권의 독자들에게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한국 사회에서 수용한 아시아 옛이야기를 연구·활용하여 아시아 문화와 정서를 폭넓
게 담은 캐릭터나 주제별 작품집을 개발하여 출판하는 것이다. 아시아동화집을 꼭 교훈적이거
나 교육적인 주제의 동화로만 한정하지 말고, 아시아 각국의 ‘재미’ 있는 이야기’, ‘무서운’ 이
야기’와 같은 주제로 선집하거나, 또는 신격, 동물, 식물 등을 제재로 해 출판하는 것도 흥미
로울 것이다. 출판 콘텐츠를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 캐릭터 상품, 디지털·영상 콘텐츠 등을 제
작하여 아시아 각국 및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에 내놓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
에서 한국의 연구자와 아시아 각국의 연구자, 문화콘텐츠 산업 관계자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연구성과 산출 및 상품 생산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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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동화집 편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아시아인의 상호이해와 보편성을 위한 성찰->에 대한 토론
이명현(중앙대)
우선 좋은 논문을 먼저 읽고 질의할 수 있게 해주신 발표자 선생님과 학회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평소 아시아동화, 다문화에 관심은 있었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저에게 이 논
문은 공부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비록 공부가 부족해 단견에 그칠지 모르지만 토론자의
책무를 다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아시아동화집의 과거, 현재, 미래를 1942년 일본에서 간행된 ‘대동아권동화총
서(大東亞圈童話叢書)’, 2012년 한국에서 발간된 다문화 이웃이 직접 들려주는 다문화 전래
동화, 아시아동화집에 대한 편찬 방향으로 살펴보셨습니다. 1940년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오
늘날 ‘아시아동화집’ 편찬의 시사점을 분석하였고, 최근 한국의 다문화동화집을 분석하여 지금
현재의 현황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방향을 제언하였습니다. 발표자께서 제시한
아시아동화집에 대한 거시적 틀과 편찬 방향에 깊이 공감하지만, 토론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
해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아시아동화집의 과거를 논의할 때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동화집을 분석하는 것이 현재의 아
시아동화집을 이해하는데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선생님이 기존 논문에서 분석하신 것처럼
‘대동아권동화총서’는 제국의 시각이 반영된 동화입니다. 이에 대한 분석과 비판은 그 자체로
의의가 충분하지만, 오늘날의 아시아동화집과 과거와 현재라는 맥락에서 함께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문하여 전후 일본의 동화집 발간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혹시 제국주의 시대의 동화
총서와 다른 동화집 발간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아시아동화집의 편찬 방향에 독자(특히 어린이의 연령별 수준)를 고려
한 항목이 없습니다. ‘아시아의 상호이해와 보편성’이라는 메시지를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기 위
해서는 어떻게 내용을 구성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이야기를 소재로 한 동
화는 상징과 은유로 세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상징과 은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과 충고
라는 유용성을 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독자의 수용정도를 고려하여 이야기를 선별할 필
요가 있습니다.
3. 선생님께서는 발표문 첫머리에 아시아동화집의 개념과 범주를 제시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범주에 발표문의 분석대상인 다문화 이웃이 직접 들려주는 다문화 전래동화와 같은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창작한(혹은 재구성한) 이야기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생
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이야기들이 ‘아시아 출신의 결혼이주민들이 (2010년대 한국
에서) 기억하고 선정한 아시아의 옛이야기’입니다. 특정 상황과 조건 아래에서 재구성된 이야
기입니다. 더구나 작가들의 한국어 실력, 교육기관의 의도 등 외부적 요인도 작동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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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니다. 제 생각에 이 책은 ‘아시아의 상호이해와 보편성’보다는 통합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인
의 다른 나라 이야기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문 작성과 별개로 발표문을 읽으면서 동화라는 장르와 다문화동화의 범주에 대해 생각
해 보았습니다. 동화(童話)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학입니다. 옛날이야기를 소재로 하였다
고 해도 특정 시기 이후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작한 것입니다.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연구
자에 따라서 동화를 가장 정치적인 장르로 보기도 하고, 동화를 ‘계몽의 기획’으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표현의 정도를 떠나서 동화는 어린이의 지적ㆍ정서적 성장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러한 관점에서 아시아동화집의 내용과 형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도 질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증가라는 한국의 상황과 아시아동화집을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 아시
아동화집에 어떠한 이야기가 담기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나
라의 이야기 모두를 ‘다문화동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다양성, 공존과 상호 배려 등의
가치를 반영하여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이야기를 ‘다문화동화’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
각합니다. 어떠한 아시아 이야기를 선별해야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동화’가 될지 추후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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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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淸 여성 시회 패트론의 역할 변화와 문화사적 의의

임보연
(경희대)

目 次
1. 서론
2. 朝·淸의 여성 시회
1) 남성 문인을 중심으로 결성
2) 여성 문인끼리의 결성
3. 朝·淸 여성 시회에 나타난 패트론의 역할 변화
4. 朝·淸 여성 시회의 문화사적 의의
: 문화 융합의 장으로 확대
5. 결론

1. 서론
조선에서는 18세기를 전후하여 여성 시회와 관련된 기록이 확인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명·
청 시기에 집약적으로 존재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보다 이른 시기부터 여성들의 공
동 문학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선에서는 여성 문인의 문학 활동과 관련된 흔적이
미미하게 존재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활발한 양상을 보인다. 현존하는 자료의 수
와 실제로 활동했던 모습이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조선에 비해 중국에서 더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조선에서는 전란 이후로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
고, 청나라의 문물이 유입되었던 시기이도 하다. 급격한 경제 변화, 경화세족에 의한 서울 중
심의 문화, 상업 경제의 발달 등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중국의 명·청대 또한 급격한 경제 변화
및 문화의 발전이 전개되었던 시기로, 강남 중심의 문화, 상업 경제의 중심이라는 특징을 떠
올릴 수 있다. 당시 양국의 시대적 분위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때 조선의 경우에는 경화세
족 및 연행단 일행 등을 통해 청나라의 문물이 유입되는 문화적 상황을 겪게 된다. 문헌에 남
아있는 여러 기록들을 통해, 중국의 새로운 문화 혹은 문인들에 대한 소식이 국내로 전해졌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1) 이러한 문화 교류의 양상이, 비록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지라도, 여성 문인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시회 연구는 사대부 및 중인 계층의 시회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남성과 여
성이 분리되어 연구되어왔다. 시대적으로는 18세기를 중심으로 연구가 축적되어있다. 중국의
1) 임보연, 「18세기~20세기초 여성 시회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34~4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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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아집 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높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며, 2000년대에 이르러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2) 이 역시 대부분 남성들의 집단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가 남성 문인들의 집단에 집중되어있기는 하지만, 여성 시회 관련 연구가 양국에서 각
각 개별적으로는 꽤 축적되어있는 편이다. 이와 관련된 자료가 적다는 한계가 있지만, 조선
후기 여성 문인의 문학 활동이 이전과는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시회의 변화,
문학 담당층이나 활동의 변화의 측면에서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
시회 활동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패트론(patron)이다. 집단적으로 모여서 활동을 이
어나가는 데에는, 구성원들의 각자의 의지 등 또한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집단이 지속·유지
되기 위해서 패트론 등의 장소 제공 및 물질적 지원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학적 집단 활동
에 있어서 패트론의 역할은 동·서양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동아
시아적인 시각으로 확장시켰을 때 더 풍부한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
만 지금까지 이 둘을 함께 다룬 연구는 보지 못했다. 대부분 조선을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중
국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며, 중국의 여성 시회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중국학
자들에 의한 연구 결과물이라 아쉬운 부분이 있다.3)
이 논문에서 조선후기와 청대를 비교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국에 존재했던 여성 시회에 대한
우열을 가리거나 선후관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배경 아래에서 조선과 중
국에 존재했던 여성 시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각각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좀 더 선명하게 드
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중국의 문화들이 국내로 유입되었으며 그
것들이 사회 여러 방면으로 스며들어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활동에서 나아가 집
단적으로 문학 활동을 이어나갔던 문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양국에 존재했던 여성 시회의
양상과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선 후기의 여성 시회였던 ‘삼호정시회(三湖亭詩會)’와 ‘신해음사

(

辛亥唫社)’, 그리고 중국의 ‘수원여제자(隨園女弟子)’와 ‘추홍음사(秋紅吟社)’의 관련된 기록을

통하여, 양국의 집단적 문학 활동의 비교를 통해 조선 후기 여성 문인의 문학 활동이 갖는 의
미를 살펴보겠다.

2. 朝·淸의 여성 시회
조선 시대 여성들의 집단적인 문학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8세기의 몇몇 집안 내에
서 이루어졌던 기록들과 19세기의 삼호정시회, 20세기 초의 신해음사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집안이 김호연재나 서영수합 집안, 그리고 삼의당 부부의 창화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서
영수합 집안에서 이루어졌던 가정 시회의 모습은 <家庭唱酬錄>4)을 통해서 존재를 확인할 수
는 있으나, 현재는 서문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작품 확인은 어렵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집안 내의 시회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편이다. 특히 명·청 시기 때 활발하
2) 권석환, 『중국아집』, 박문사, 2015, 18쪽.
3) 그동안의 중국 여성 문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송대에 치우쳐져있다. 청대에 시사 작품이
가장 많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특이한 점이다. 이번 연
구에서 청대에 존재했던 여성 시회를 조선의 여성 시회에 함께 다룸으로써, 이로한 공백을 좁혀 나가
는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윤혜지, 「고대중국 여성시사에 대한 한국의 연구현황」, 『중
국학연구』83, 중국학연구회, 2018, 25쪽.
4) 박무영·이주해 외 역, 『표롱을첨』(하), 태학사, 2006, 476~477쪽.

- 163 -

게 시회가 열렸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명말 청초의 오강엽씨(吴江叶氏)
집안이나 상경란(商景蘭) 집안이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문학가 집안이 기록으로 전해진다.
그 이후로도 여성들의 시사로서 명원시사(名媛诗社), 쳥계음사(淸溪吟社), 완화시사(浣花诗社),
상음사(湘吟社), 석음사(惜阴社), 만향시사(晚香诗社), 초원시사(蕉園詩社), 매화시사(梅花詩社)
등 매우 많으며,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명대 이후로 문학 교류 활동이 활기를 띄기 시작
하여, 청대에 이르면 그 수가 더 많아지고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여성 작가의 수
도 한 대에서 명대까지는 350명에 불과하지만 청대에 시집과 사집이 전해진 여성 작가만
3000명 이상이 된다.5)
이와 같이 여성 시회와 관련된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원매의 ‘여제자(女
弟子)’들과 심선보의 ‘추홍음사(秋紅吟社)’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의 <삼호정시회(三湖亭詩會)>,
<신해음사(

辛亥唫社)>를 대상으로 삼는다. 앞의 두 집단은 중국에서 여성 문인의 활동이 활발

했던 청대에 결사되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이 전개된 단체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모임을
주도했던 인물 또한 청대 문학사에 있어 영향력이 컸던 인물으로 평가받는다. 시기적으로는
원매의 ‘여제자’가 앞서고, 그 뒤에 심선보의 ‘추홍음사’가 결사되었다. 이 두 집단 사이에는
변화된 모습이 확인되므로, 변화된 지점을 통해 나타나는 의미를 살펴보겠다.
1) 남성 문인을 중심으로 결성
청대 문학 사상 원매(袁枚:1716~1797)는 전통적 시각과는 다른 특이한 인물로 주목되었다.
원매는 자가 자재(子才), 호가 수원(隨園)·간재(簡齋)로 절강성(浙江省) 전당현(錢塘縣) 출생이
다. 그는 1739년에 진사에 합격하여 관직을 역임하기는 하였지만, 1755년에 관직에서 물러났
다. 강녕(江寧)의 소창산(小倉山)에 정원을 구입하여 이를 수원(隨園)이라 하였기에, 그 이후
수원선생(隨園先生)이라 불렸다. 수원에 머무르면서 활발히 문학 활동을 이어나갔고, 많은 제
자들을 거느렸다. 그는 성령설(性靈說)을 주장하였고, 쾌락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의 수많은 제자 중에 여성 문인들의 수 또한 매우 많았다. 그의 가르침을 원하는 많은 여
성들이 직접 찾아와서 배우기를 청하였고, 많은 여제자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원매는 여제자
들의 시를 따로 모아 『수원여제자시선』6)이라는 책을 편찬하였는데, 그를 중심으로 모였던 여
제자들의 문학 활동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총 권6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乾:권1~3)·곤(坤:권4~6) 2권으로 편집되어있다. 수록된 여성 문인은 모두 28명이다.7) 이 외
에도 참여한 문인이 30여명이 더 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으나, 책 이름이 ‘詩選’이라 되어 있
는 것을 통하여 그 중에 재능이 뛰어나거나 원매가 애정을 가졌던 문인의 시를 선별하여 편찬
한 것인 듯하다.
그의 여제자들의 모임이 결성된 데에는, 그의 성장 배경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판단
된다. 원매의 아버지는 지방 관직을 역임하기는 하였으나 미미한 직책이었고, 아버지가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니는 동안 할머니·어머니·고모에게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

5) 胡文楷 編著, 「自序」, 『歷代婦女著作考』, 上海古籍出版社, 1985, 5~6쪽.
6) 袁枚, 『隨園女弟子詩選』, 上海:中華圖書館, 1913. 이 논문에서는 1913년에 중화도서관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앞으로는 쪽수만을 밝히도록 하겠다.
7) 『隨園女弟子詩選』에 수록된 여성 문인의 이름을 차례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席佩蘭, 孫雲鳳, 金
逸, 駱綺蘭, 張玉珍, 寥雲錦, 孫雲鶴, 陳長生, 嚴蘂珠, 錢琳, 王玉如, 陳淑蘭, 王碧珠, 朱意珠, 鮑之
蕙, 王倩, 張絢霄, 畢智珠, 盧元素, 戴蘭英, 屈秉筠, 許德馨, 歸懋儀, 吳瓊仙, 袁淑芳, 王■卿, 汪玉
軫, 鮑尊古’ 이 중에서 권5의 ‘張絢霄, 畢智珠, 屈秉筠, 許德馨’, 권6의 ‘歸懋儀, 袁淑芳, 王■卿, 汪
玉軫, 鮑尊古’ 9명은 목차에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 작품을 실려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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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성 어른들로부터 수학했던 그에게는 여성의 재능이 낯선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그
에게는 3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시적 재능이 매우 뛰어났다. 하지만 세 번째 여동생이었던
원기(袁機)가 불행한 결혼 때문에 요절하였다. 그는 원기를 생각하며 매우 통곡하였고, 재능있
는 여자는 불행해진다며, 탄식하기도 하였다. 그가 여제자들의 시적 재능을 위해 힘썼던 것은
이와 같이 그가 겪었던 가정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의 『隨園女弟子詩選』 序는 여성의 문학 활동에 대해 정당성을 피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된다.
태괘(兌卦)는 소녀(少女)이니, 성인들이 서로 교유함으로써 벗들과 함께 배우고 익힌다. 리괘(離卦)
는 중녀(中女)이니, 성인들이 맺은 문명으로써 바르게 자리잡는다. 「葛覃」, 「卷耳」, 『시경』의 앞 머리
에, 여자가 시에 능한 것에 대해 나와있으니, 여자가 시를 잘 짓는 것은 마땅하다. 성조의 문화 교육
이 번성하고, 왕후의 덕으로 함께 복을 누리며, 명문대가가 모두 『二南』에 교화되었다. 수원선생의
풍아를 존중하는 바,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경림(瓊林)에서 다시 잔치를 열게 되었다. 사방의 여성들
이 그 명성을 듣고, 모두 한나라 복생(伏生), 하후(夏侯)에 버금가는 으뜸이라며 존경하여 찾아와 제
자로서의 예를 갖추었다. 선생은 가르침에 있어 분별이 없었기에, 시편을 드리면서 선생 앞으로 나아
갔다. 대부분 더욱이 뽑아서 선발하여 취함으로써 보존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나자 이내 많이 수집되
었다. 잇달아 소주(蘇州)로 가서, 왕곡과의 교유를 판목에 부쳤다. 왕곡이 말하길, “선생이 이것을 들
어, 진실로 덕스러운 일이 이루어졌다, 제자들 중에서 푸른 빛깔의 구슬이 있는데, 다만 두 사람이
있다. 모두 왕곡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나이는 어리고 이제 처음으로 학문을 배워 문필에 종사하고
있는데, 감히 여공자와 더불어 부인(夫人)으로써 나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이 웃으면서 말하기
를, “당대의 제환공이 진문공과 제후들과 함께 협력할 때에, 동맹하는 자들이 어찌 모두 노나라 사람
들이겠는가? 위가 큰 나라이니 다만 주나라가 당하지 못할 뿐이다. 그대가 어찌 그것을 보고서는 협
소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왕곡이 능변을 하지 못하고, 마침내 그 원본들을 취합함으로써
판목에 부쳤다.
1796년 5월 신안에서 왕곡 씀.8)

수원여제자시선의 서문은 왕곡(王穀)이 썼다. 서문의 시작은 『周易』, 『詩經』의 고전을 인용
함으로써 여성의 문학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주역의 괘인
‘兌’와 ‘離’의 해석을 통하여, 여성 문인이 서로 관계를 맺고 함께 배우고 익힘으로써, 문학적
교류를 이어나가고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서문에 보이는 ‘붕우강습(朋
友講習)’은 뜻이 같고 도가 통하는 벗끼리 한 곳에 모여서 서로 강습하고 절차탁마하는 것을
의미한다.9) 그 뒤로는 시경의 편명인 「갈담(葛覃)」, 「권이(卷耳)」와 『시경』의 첫 번째 장인
「관저장(關雎章)」을 예로 들어서 여자가 시를 잘 짓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갈담
은 『시경』 주남(周南)의 편명으로 후비의 부덕을 칭송하는 내용이며, 「권이(卷耳)」 역시 주남
(周南)의 편명으로 후비가 집을 떠나 있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이 시는 후비가 임금

8) 王穀, 『隨園女弟子詩選』 序, “兌爲少女, 而聖人繫之以朋友講習., 離爲中女, 而聖人繫之文明以麗乎正.
≪葛覃≫,≪卷耳≫, 首冠 ≪三百篇≫, 女子之能詩, 宜也. 聖朝文敎昌明, 坤貞協吉, 名門大家, 皆沐
『二南』之化. 隨園先生風雅所宗, 年登大耋, 行將重宴瓊林矣. 四方女士之聞其名者, 皆欽爲漢之伏生,
夏侯勝一流, 故所到處, 皆斂衽扱地以弟子禮見. 先生有敎無類, 就其所呈篇什, 都爲拔尤選勝而存之,
久乃裒然成集., 携過蘇州, 交穀付梓. 穀辭曰..『先生此擧, 真盛德事, 第中有碧珠, 意珠二人, 皆穀侍者,
年幼初學操觚, 不敢與女公子及諸夫人幷列.』 先生笑曰..『當年齊桓, 晋文合諸侯時, 同盟者豈皆魯, 衛大
邦, 竟無邾, 莒附庸執玉帛而來與會者耶?子何所見之狹也!』 穀不能辯, 遂就其原本以付梓人.
嘉慶丙辰夏五月新安汪穀心農氏序.“
9) 『주역(周易)』 상경(上經)에 리괘(離卦), 하경(下經)에 태괘(兌卦)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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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좌하여 어진 신하를 구하는 내용을 되어있기도 하다. 「관저장(關雎章)」의 내용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의 예
를 든 『시경』의 작품들은 모두 여성과 관련된 작품으로, 부덕을 칭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여성의 문학적 재능을 논하는 것에 대한 근거의 정당성을 경전에서 찾는 것은 지식인들의
관례화된 태도라 할 수 있다. 여성이 지켜야 될 덕과 모범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고대
의 그것과 변함없어야 하며 이러한 가치는 성인이 준수해준 것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라는 논리이다.10)
여성의 문학적 재능에 대해 전통적인 ‘부덕’의 내용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전통적 규범에 위
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제시해주었다. 그리고 낯선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
왔던 것이라는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여제자들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작가
별로 작품을 묶어서 편찬하였으며, 시제를 통하여 볼 때 창화한 작품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을 문학 공동체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에서는 이보다 약 한 세기 정도 늦은 시기에 ‘신해음사’가 결성되었다. 신해음사는
1911년에 발기된 단체이다.11) 이 시사의 주동인물은 ‘안왕거’라는 인물로, 출판사를 운영하였
던 자본가라 할 수 있다. 물론 원매의 ‘여제자’와 ‘신해음사’는 시간적 간격이 떨어져있기 때
문에 이 둘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가가 의문이 남을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통시적인
흐름 속에서 둘 사이의 수용과 변용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형태를 형성하고 있는 문
학 집단의 비교를 통해서 특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두 집단의 유사성은 모두 남성 인물의 주도 아래 결성되었다는 것이다. 각각 원매, 안왕거
라는 인물에 의해서 시사가 형성되었다. 원매는 문인이며, 안왕거는 출판업자라는 직업적인
차이가 있다. 원매는 개인적 성향이 매우 개방적이고 배움에 있어 신분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
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러한 그의 명성을 듣고 많은 여제자들이 배우고자 찾아왔다.
하지만 안왕거는 출판업자로서, 여성 작가를 발굴하고 여성의 문집을 출간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인물은 비슷한 듯 다른 모습이다. 또한 ‘수원여제자’는 사제지간의 수직
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신해음사는 동료라는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
었다. ‘수원여제자’의 양상은 현대의 ‘~사단’ 또는 ‘~의 문하생’과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12)
여성 시사에 대해 논할 때면, 대부분 남성 시사와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을 빠뜨릴 수가 없
다. 대부분의 여성 문인의 문학 활동은 남성 문인과의 관련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들이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원여제자’와 ‘신해음사’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여성 문인끼리의 결성
그 다음으로 살펴 볼 시사는 심선보(1808~1862)의 추홍음사이다. 심선보의 자는 상패(湘佩)

10) 최수경, 「女性의 재구성:19세기 中期《名媛詩話》의 ‘才女’생산 방식과 그 의미」, 『중국문화연구』25,
중국문화연구학회, 2014, 222쪽.
11) ‘신해음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논문에 자세히 나와 있다.
임보연, 「여성 문학 활동의 전개 과정과 <신해음사(辛亥唫社)>의 역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_____, 「18세기~20세기초 여성 시회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2) 원매의 제자였던 진문술이 원매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그 뜻을 이어받아 ‘벽성여제자’라는 공동체
를 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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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호는 서호산인(西湖散人)으로, 절강성(浙江省) 전당(錢塘) 사람이다. 시(詩)와 그림(畵) 모
두에 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선보는 청대 문학사에서 주목받는 문인 중에 한 명으로,
저서 『명원시화』는 여성 관련 비평이나 시화류 서적 중 가장 방대한 규모의 책이다. 1850년
전후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846년에 11권을 완성하였고 이후에 속집(續集)을 편집
함으로써 총 15권으로 구성되어있다. 심선보의 『명원시화』를 통해 청대 여성 문인의 문학 교
유와 창작 활동에 대해 알 수 있고, ‘추홍음사’와 관련된 기록들도 포함하고 있다.
『명원시화』13)의 기록들을 통해서, 심선보의 가족 환경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심선보는 주
판(州判) 심학림(沈學琳)의 딸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어머니
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시를 가르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28세에 북경으로
가서 진사 출신 관리인 무릉운(武陵雲)과 혼인을 하였다. 그녀가 문학적 교류를 활발히 이어나
갔던 시점은 삶의 후반기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심선보의 삶은 크게 30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30세 이전의 삶이 개인적인 삶이었다면, 30세 이후의 삶은 사회적이고 집
단적인 문학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던 삶이었다.14) 추홍음사와 관련 기록들 또한 30세 이후의
삶의 기록에서 드러난다.
추홍음사의 구성원은 총 5명이다. 심선보를 중심으로 ‘고태청, 병산, 허운림, 백방’이 모여서
결사된 단체이다. 『명원시화』 권8에서 '을해년 가을 나와 태청(太淸), 병산(屛山), 운림(雲林),
백방(伯芳)은 추홍음사를 결성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15) 심선보는 도광 17년(1837) 겨울 30
세의 나이에 남편을 따라 북경에 도착했다. 북경에 도착하고 난 2년 후에 결성된 모임이 추홍
음사인 것이다. 이 시기에 남편을 따라 북경으로 거처를 옮겨 온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
은 재원들이 북경에 몰려있었고 자연스럽게 이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심선보와
고태청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심선보의 친구인 허운림의 집에서
처음 만나게 된 이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이이며 시화 집 속에 둘이 서로 주고받은
기록들이 남아있다. 북경에서 처음 만났으나, 심선보가 북경을 떠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적
으로 유지했다. 고태청의 <갈화령(喝火令)>에 부제로 “己亥惊蛰后一日，雪中访云林，归途雪已
深矣。浅题小词，书于灯下.(을해년 경첩 후 하루, 눈을 맞으며 운림을 방문하였는데, 돌아올
때는 눈이 많이 쌓였다.)”라 붙어 있다. 작품의 내용 중에 “醉归不怕闭城门(취하여 돌아가면

성문이 닫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통하여,16) 둘은 서로 술을 마시고
얘기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고 또한 둘의 거주지가 가깝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구성원 중에 허운림과 전백방은 먼 친척 관계이기는 하지만, 이 그룹 자체가 특별히
가족성을 띄고 있지는 않다. 창화(唱和) 중심의 성격이 짙었던 모임으로, 처음 만났을 때
부터 창화에 목적이 있었다.
처음 모임을 가질 때는 견우화를 읊었는데 <작교선>사를 사용하였다. 고태청은 결구에서 읊었다.
“이름을 잘못하여 별들 속에 놓았는데, 속세에 시달리며 그리워도 아랑곳 않는구나.” 허운림은 읊었
다. “금빛 바람과 옥 같은 이슬이 저녁에 가을을 만났구나. 그런데 역시 보이지 않으니, 꽃이 피면서

13) 『名媛詩話』의 구성에 대해서는 ‘최수경, 앞의 논문, 2014, 201쪽.‘에 자세히 나와 있다. 본고에서 다
루고자 하는 것은 『명원시화』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추홍음사‘와 관련된 기록만을 대상으로 한다.
14) 심선보의 30세 이후의 삶의 행적과 의미에 대해서는 ‘王力坚, 「钱塘才媛沉善宝的随宦行迹与文学交
游」, 『浙江大学学报』39, 2009.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15) “乙亥秋日, 余與太淸屛山雲林伯芳結秋紅吟社”(『名媛詩話』, 卷八)
16)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久别情尤热，交深语更繁。故人留我饮芳罇。已到鸦栖时候，窗影渐黄昏。
拂面东风冷，漫天春雪翻。醉归不怕闭城门。一路琼瑶，一路没车痕。一路远山近树，妆点玉乾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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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아마 이 두 사람은 이미 애도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리라.17)

위의 인용에서 보이는 것처럼 함께 만나 시제를 두고 서로 시를 짓는 것이 주요 활동이었
다. 이 외에도 ‘秋柳’, ‘冰床’, ‘暖炕’, ‘憶西湖早梅’ 등을 주제로 시를 짓기도 하고 ‘凄凉犯’,
‘高山流水’, ‘塞上秋’ 등의 운을 차용하여 창작활동을 이어갔다. 유람을 즐기면서 창화하는 것
이 그들의 주요한 문학 교류 방법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서는 ‘삼호정시회’가 존재했다.18) 삼호정시회 역시 5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문학 공동체이다. ‘금원, 운초, 죽서, 경춘, 경산’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이들은 한강
변 용산 근처의 정자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나갔다. 두 그룹은 모두 여성 문인끼리 결성된
모임이었다. 추홍음사는 심선보를 중심으로 결성되었고 삼호정시회는 금원을 중심으로 모였다
고는 하나 한 명이 특별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고 병렬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고 생각한다.19) 왜냐하면 심선보가 북경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는 동안에도 심선
보가 머물렀던 지역에서는 그녀를 중심으로 많은 재원들이 또 다른 그룹을 형성하였으나, 삼
호정시회의 경우에는 그러한 면모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추홍음사는 남편을 따라 북경으로 거처를 옮긴 여성 문인들의 모임이었고, 삼호정시회 역시
남편을 따라 용산 주변에 머물며 한강변의 정자에서 모임을 가졌다. 추홍음사가 창화를 목적
으로 하고 있기에, 그들이 활동에 있어서 유람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심선보
를 중심으로 모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심선보가 거처를 옮김에 따라서 각 지역마
다 그룹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삼호정시회는 인물보다는 장소성과 관련
이 더 깊다고 보인다. 대표적으로는 ‘삼호정’이라는 정자에서 모임을 가졌지만, 삼호정 외에도
일벽정, 오강루 등 한강변의 여러 정자에서 모임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두 그룹 모두 비혈연
중심의 단체라 할 수 있으며, 여성이 주도적으로 이끈 그룹이었다. 남성 문인은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그들이 주동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수경은 추홍음사를 비롯한 일련의 집단적 문학 활동에 대해 해석하기를, 심선보는 공동체
를 이루려는 습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동질감을 느끼려는 보편적인 행위라고 하였고,
역사 인물이나 당대의 인물들을 자신과 연계시키는 행위가 곧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자 변화라고 생각했던 것이라 하였다.20) 이와 관련하여서는 삼호정시회도 궤를 같이 하
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삼호정시회의 구성원들이 남긴 작품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21) 심
선보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문학적 지위를 세우는 것이 명청 지식인 여성의 주체의식을 강화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 같다. 이 시사는 전국 각지에서 구성원들이 모여들었고, 전국적인
시사 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선배 문인을 모시고 비평하는 것을 통하여 객관적으
로 사회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자 했다.

17) “初集咏牽牛花, 用鵲橋仙詞. 太淸結句云:枉將名字列天星, 任塵世, 相思不管, 雲林云:金風玉露夕逢
秋, 也不見, 花開幷蒂, 蓋二人已賦悼亡也.” (『名媛詩話』, 卷八), 번역은 최수경의 것을 따랐음.
18) 이와 관련하여서는 ‘임보연, 「18세기~20세기초 여성 시회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에
자세히 나와 있다.
19) 금원의 『호동서락기』에 삼호정시단의 구성원과 이들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20) 최수경, 앞의 논문, 2014, 227쪽.
21) 죽서의 <同題>, 운초의 <戲題>, <一碧亭詩會 四首>, <山居> 등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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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朝·淸 여성 시회에 나타난 패트론의 역할 변화

지금까지 살펴 본 양국의 여성들의 집단적 문학 활동을 도식화하면 위와 같다.22) 각 집단의
명칭의 가로 안에 서술한 것은 모임을 주도했던 인물들이다. 집단의 특징을 주목해본다면, 같
은 시기의 추홍음사와 삼호정 시회, 그리고 18세기말의 수원여제자와 20세기초의 신해음사가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문학 집단에서는 후원의 양상 또한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된다. 후
원자의 역할이 모임의 지속과 발전과 관련을 맺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문학 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이들 집단이 유지되었던
배경에 있었던 후원자들의 역할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 의미를 살펴보겠다.
그동안 시사 연구에서 있어서 후원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언급하였다. 공
동체적 문학 활동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사대부들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조선의 경우에는 18세기에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의 문학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문의
후원이 있어야 가능했다. 자신의 가문을 세우기 위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문학적 재능이
뛰어남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가문 완성을 정립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23) 청대의 경우에
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문학가 집안이 생겨났고, 대다수는 강남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비약적인 경제성장 속에서 가족과 가문을 강조하는 문화가 확산되어 여성의 글
쓰기를 지지하는 풍조도 함께 존재하였다. 특히, 당시 쇠락한 가문은 자녀의 교육과 출판에
더욱 힘을 써서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가문의 경제적, 정치적 지위의 쇠락을 만회하여 지역에
22) ‘벽성여제자’와 ‘호구아집’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중국의 문학 집단의 형성과 활동
양상을 살펴보면, 시기가 흐를수록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가장 늦은 시기에 결사되
었던 시회가 ‘호구아집’인데, 이 집단 내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었는지는 세밀한 자료의 검토가 필요
하다. 조선의 ‘신해음사’와 비슷한 시기에 결성된 집단으로, 추후 별도의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벽성여제자’ 또한 진문술이 원매의 뜻을 이어받아 결성된 여제자 집단으로 별도의 세밀한 연구를 필
요로 한다.
23) 이에 대해서는 ‘박무영, 「조선후기 韓·中 교유와 젠더담론의 변화」, 『古典文學硏究』45, 한국고전문학
회, 2014.’에 자세히 서술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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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문화권력을 획득하고자 하였다.24)
원매의 ‘수원여제자’는 원매라는 확실한 후원자가 있었다. 여성 문인들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녀들을 제자로 받아들임으로써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독려했던 인물이다. 원매의 그러한
배경이 없었다면 그 시기 많은 여제자들이 출현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을 이어받아 원
매의 제자였던 진문술도 많은 여제자들을 양성하는데 힘을 썼다. 하지만 추홍음사의 경우에는
사대부와의 관계가 있기는 했지만, 겉으로 보면 여성들끼리만의 모임이었다. 심선보에게 적극
적인 후원자가 있었는데, 혼인 전에는 ‘이세치(李世治)’가 그러한 인물이었고, 이세치 외에도
여러 후원자가 존재했다.25) 그럼에도 여성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문학 교류
를 이어나갔다.
조선 후기의 삼호정시회는 지역성과 신분으로 인한 동질감으로 인해 소실들끼리 모여 집단
을 이루었다. 표면적으로 이들은 5명의 여성 문인이 모여 모임을 결성하고 활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남성 문인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활동을 위해 사대부들의 후
원이 있었다. 이들의 기록은 하나의 문집이 아니라, 각 개인의 문집들에 산재되어 있다. 그 기
록들을 쫓아가다보면, 홍한주, 신위 등 남성 문인의 문집 속에서 함께 한 자리에서 어울려 작
시 활동을 하고 교유관계를 이어나갔던 모습이 확인된다. 이것은 이들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룹으로 이어나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금원의 『호동서락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자신을 비롯한 ‘죽서, 운초, 경춘, 경산’이 때때로 삼호정에 모여 시를 읊었다는 내용이 있다.
사대부 문인과의 관계성은 존재했다고 보아야겠지만, 이들은 여성 문인들과의 문학적 교류를
통해 문학적 재능을 지지해주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던 문인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후의 결성된 신해음사를 살펴보면, 후원자의 역할이 전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그룹
의 후원자는 ‘안왕거’인데, 지식인 남성이라기보다는 자본가였다. 물론 이때의 시기가 근대와
맞물리기 때문에 사회적 구조가 이전 시대와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시대적 배경을 간과
하고서 인물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후원자로서의 역할 모습이 변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왕거는 출판사를 소유한 자본가였으며, 많은 여성 작가를 발굴하고 여성 문인의
문집을 출간하고자 했다. 이 그룹의 후원자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신해음사라는 단
체를 발기하여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시를 투고하도록 독려했던 인물이었다. 이러한 그의
노력에 따라 학생, 사대부, 승려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집단적으로 문학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이들 모임을 지지해줄 수 있는 후원자의
역할은 필수적이었다. 청대의 후원자의 모습이 적극적으로 드러나 있다가 보조자로서 받쳐주
는 역할로 변했다면, 조선 후기에는 보조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가, 시기가 흐르면서
전면에 드러나 적극적으로 그룹을 이끌어나가는 역할로 변했다고 볼 수 있겠다.

4. 朝·淸 여성 시회의 문화사적 의의 : 문화 융합의 장으로 확대
후원자의 역할이 양국에서 시기적으로 다르게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이번 장에서는 후원자
의 역할 변화가 문화적으로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국에서 특징이 다르
24) 최일의, 「청대 수원 여제자의 출현과 그 문화사적 의의」,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한중인문학
회, 2014, 191쪽.
25) 최수경, 앞의 논문, 2014, 233~2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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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포착되었지만, 모두 시회 활동에 있어서 패트론의 역할을 통해 문화가 확산되는 현상을 확
인할 수 있다.
수원여제자가 형성되고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여제자 집단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19세기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간 그룹은 여성들의 시사였다. 중국에서의 공동 문학 집단은 남
성 문인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룹에서 여성 문인끼리 결합하는 양상으로 변해갔다. 남성 문인
을 중심으로 결성될 때에는, 한 문인을 중심으로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방식으로 그룹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북경에서 형성된 추홍음사는, 추홍음사 뿐만 아니라 심선보가 거주하는
장소에 따라 다양한 시사들을 형성했다. 항주 출신이지만, 남편을 따라 북경으로 거처를 옮긴
후에 사회적 문학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이들 그룹은 일시적인 모임이 아니라, 심선보
가 다른 지역으로 떠난 이후에도 편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유 관계를 이어나갔고, 말년에
는 다시 만나기도 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여성 문인들이 시사를 이루어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는 문학 및 문화에서의 융합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의 문학은 한 지역에만 얽매
이는 한계를 넘어서서 개방성을 띄며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모습이다.
조선에서의 문학 집단은 청대와는 반대로, 여성끼리의 모임에서 남성 문인을 중심으로 변화
양상을 겪고 있다. 이때도 역시 문화 융합의 장을 확대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변화의 양상은 반대의 모습이지만, 문화 융합 현상이 확인된다는 부분에서는 공통적이
라고 생각한다. 삼호정시회의 모습은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고, 비슷한 신분의 여성들끼리 모
여서 문학이라는 기제로, 자신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내고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
남성 문인들의 모임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교유 관계를 이어가고 문학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
지만, 개방성과 다양성보다는 소실들끼리의 결속력이 더 두드러지는 그룹이었다.
하지만 신해음사에서는 규약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第十條 寄稿人은何地何國을毋論
고婦人童子도限치아니”이라 하여 시를 투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나라에 관
계하지 않고 누구나 시를 투고할 수 있고 부인이나 아이들도 모두 가능하다고 하였다. 신분
계층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만 하면 자신의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사 모임이 생겨난 것이다. 규약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700여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했
던 대규모 집단의 문학 활동이었으며, 남녀노소 모두와 모든 신분과 국내인·국외인 모두가 참
여했던 그룹이었다.
따라서, 청대의 여성 시회는 원매의 ‘수원여제자’에서 심선보의 ‘추홍음사’로 이어지면서 다
양한 지역에서 여러 시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공간을 넘나드는 문
학·문화의 융합이 확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조선 후기의 공둥 문학 집단의 양상은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신분끼리의 결속을 넘어서서 개방성을 띄는 문학/문화 융합의 장으로 확
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5. 결론(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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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淸 여성 시회 패트론의 역할 변화와 문화사적 의의>에 대한 토론
신근영(고려대)

여성 시회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제가 토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토론이 엉성하여 발표자님께
큰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는 미안함이 앞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
론자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1. 그림1은 조선과 청나라의 여성 시회를 도식화하여, 집단의 특징에 주목해 관련성을 나타
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청나라의 추홍음사, 벽성여제자는 조선의 삼호정 시회와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나고, 청나라의 수원여제자는 조선의 신해음사와 유사하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하
였습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기준으로 제시한 ‘집단의 특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
지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논문에서는 후원자(패트론)의 역할에 따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 다른 특징들로 구별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갖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구성원의 특징이
나 모임의 성격 같은 부분으로 비교해도 똑같은 도식을 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논문
서론에 ‘중국의 새로운 문화 혹은
문인들에 대한 소식이 국내로 전해
졌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러한 문화교류의 양상이.... 여성 문
인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
이라고 판단’하셨다는 데에서 찾게
됩니다. 조선의 여성 시회와 청나라
의 여성 시회가 선후관계까지는 아
니지만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
셨는데, 18세기말 청나라의 수원여제자 그룹의 특징이 어떤 것이길래 19세기를 넘어 20세기
조선의 신해음사와 서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19세기의 여성
시회는 조선과 청나라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20세기 조선의 여성 시회를 18세기의 것
과 비교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5쪽에 쓰신 바, ‘같은 형태를 형성하고 있는 문학 집단의 비
교를 통해서 특징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문학 집단의 특
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덧붙여 20세기 신해음사와 비견될 만한 청대
의 여성 시회를 소개해 주시고 동시대의 여성 시회를 비교연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
습니다.

2. 조선의 여성 시회의 변화 양상은 청대의 그것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습
니다. 그런데 이 다름의 양상이 개별성이나 고유성 차원을 넘어서 때로는 정반대의 양상을 나
타내기도 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시회의 중심을 보면 조선에서는 ‘여성끼리의 모임에서
남성 문인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반면, 청나라에서는 그와 반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후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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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론)의 역할 측면에서도 ‘청대의 후원자의 모습이 적극적으로 드러나 있다가 보조자로서
받쳐주는 역할로 변했다면, 조선 후기에는 보조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가, 시기가 흐르
면서 전면에 드러나 적극적으로 그룹을 이끌어나가는 역할로 변했다고’고 설명합니다. 이런
차이가 생겨난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회 구성원의 신분의 차이? 당시 조선과 청
나라의 사회분위기 차이? 여성 문인에 대한 관심의 차이?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
면 들려 주십시오.

3.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조선의 신해음사를 여성 시회로 분류해도 되는 것입니까? 신해음
사를 결성한 인왕거라는 인물이 과거 여성 작가를 발굴하고 여성 문인의 문집을 출간했던 기
록이 있음은 알겠으나, 신해음사는 그 규약에서부터 ‘ “第十條 寄稿人은何地何國을毋論고婦
人童子도限치아니”이라 하여 시를 투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나라에 관계하지
않고 누구나 시를 투고할 수 있고 부인이나 아이들도 모두 가능하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해음사가 여성 시회라기보다는 누구에게나 열린 대규모 집단 문학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자께서 신해음사를 특별히 여성 시회로 규정하신 근거는 무엇인지
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에 여성 시회라는 특징을 부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매우 지엽적인 질문입니다만 논문 9쪽(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인왕거의 노력 덕분에 ‘학
생, 사대부, 승려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여
학생, 사대부가의 여성, 비구니 등을 말하는 것인지요. 결국 신해음사에 참여한 다양한 계층이
란 모두 여성만을 뜻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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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쿠라고토바 「우쓰세미또（打蝉等・宇都曾臣等）」에
깃든 「虚空」의 宇宙觀 고찰

고용환
(경남정보대)

目 次
서 론
제1장. 히토마로의 「우쓰세미(打蝉等)」표기
제2장. <우쓰세미>의 갑을표기論의 모순
제3장. 아키즈와 소라미쓰의 宇宙観
제4장. 가쓰라기(葛城)氏와 신선사상의 전래
제5장. 祭神 「히토고토누시(一言主大)神」와 雄略天皇
결 론

서 론
먼저 우쓰세미의 「우쓰시」에 대하여 白川씨는, 「우쓰시〔現・顕（顯）〕」와 같은 뿌리의 뜻을
가진다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新撰字鏡에「摹

亡夫反、平、冩也。志太加太於支天宇豆須（시

타카타오키테 우쓰스」로 기록하고 있다. 神이나 君을 말할 때 臣（使主）오미는 베끼는 일
（写）을 하다고하여＋오미（臣・使主）라 하였다. 오미（臣・使主）는 원래 神이나 君의 말
을 옮겨 적는 자이다. 이러한 말이 訛傳되어 스스로를 定義하게 되었다고 ㅈ추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枕詞인 우쓰세미가 사람, 세상, 목숨을 수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되
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記紀의 히토고토누시(一言主)神은 설화는 유랴쿠（雄略）天皇4年
（460）일행과 히토고토누시一言主神 일행이 계곡사이에서 산 능선을 같이 나란히 가던 중
벌어진 이야기이다.

1)

이 설화에서, 「우쓰시」는 現, 이 세상에 존재하다는 뜻이고, 「오미」는 人間의 뜻, 이 세상에
現在하는 人間(생존해 있는 사람)을 뜻한 말로, 무정을 느끼게 하는 뜻으로는 奈良朝 末期以
後의 일이다. 즉, 우쓰세미노（枕）미코토(命), 요(代), 잠시 빌린 몸(借りれる身), 사람, 사람
눈(人目), 여동생,(妹), 현재(실)하는 마음(現し情), 등을 수식하고 있다.（佐々木信綱『万葉集事
典』）
그렇다면 이러한 表記에 숨겨져 있는 古代思想과 観念의 특징적 의미를 추론하여 보자. 한
편, 필자의 최근 마쿠라고토바「소라미쓰そらみつ」의 표기에서 「虚空의 우주관」이 깃들어 있다
는 논(일본문화68집,2018,9)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는「우쓰세미（☆②199☆21
0）」의 表記字面에도 같은 도교의 우주관을 내포하고 있다는 논을 제기하고자 한다. 히토마로

p //
k
表取締役 谷正人

k jp/blog/arakan/（검색일:2018년 8월26일）(2017年２月中谷酒造（株）代

1) htt : www.sa e-asa a.co.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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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쿠라고토바「우쓰세미」를 표현한 예 가운데, 과연 히토마로는 어떤 이유에서 母音이 省略
된 형태인 昆虫의 ＜매미蝉＞를 일제히 묘사하게 되었는지, 그 特徴을 파악하려한 것이다. 이
에 본고에서는 여러 관점에서 昆虫인 매미와 관련된 상징어인 마쿠라고토바의 의미를 세론하
여보고, 그기에 서려있는 우주관의 의미를 해부해 보고자 하였다.

제1장 히토마로 노래의 「우쓰세미(打蝉等)」표기
万葉에 기록되어있는「우쓰세미うつせみ」의 表記字面을 観察해보면자.
<うつせみの字面>１）音読：宇都世美乃4220、4408・宇都世美能
3456,3962,4106,4125,4162・

宇都曾美能4214,宇都勢美能4211,宇都蝉之597,打背見乃48

2・２）訓読：空蝉乃③466,空蝉之
①24,②150,虚蝉乃(之)③四六五, 空蝉乃619,733・打蝉等（☆②199☆210）乃・
３）그밖에：打背見乃③482・打蝉之・鬱蝉乃③443・鬱膽乃729,宇都蝉之④597
萬葉集 중에서도 히토마로가 표기한「우쓰세미（☆②199☆210）」의 表記字面을 포함하여
대부분이 母音이 省略된 형태로 昆虫＜매미(蝉)＞가 묘사되어져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것
이다. 먼저, 매미와 관련하여 오가타도오루(大形徹,2000, 75-89)氏는 논2)을 참고해 보자.
仙人은 基本的으로 不老不死이지만, 자신이 죽은 이후에 死体를 尸解하여 肉体를 消滅시켜서 仙
人이 되는 방법이다. 이를 尸解仙이라 하였다. 『抱朴子』에 의하면, 仙人에는 三種이 있어, 生身
인 채로 虚空에 승천하여 변하는 天仙, 名山에 놀며 변하는 地仙, 죽은 다음에 매미(蝉)기 脱皮하듯
変하는 尸解仙이 있다고 한다.（中略）万物은 変化하면, 원래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復育（매미가
아직 허물 벗지 않은 것. 蟬之未蛻也為復育）이 매미蝉가 되고, 깃털이 나면, 더 이상 復育은 될수
없다. 하늘에 승천하는 것은, 모두 깃털이 있고, 강림하여도 깃털(羽根)은 원래대로이다.

天皇崩時婦人作歌一首 姓氏未詳
空蝉師

神爾不勝者かみにあへねば

離居而

朝嘆君

放居而

吾恋君

玉有者

手爾巻

持而たまならば てにまきもちて 衣有者 脱時毛無 吾恋 君曾伎賊乃夜 夢所見鶴
（2・150）(うつせみし사람의 몸이 신을 거역할 수 없으므로 떨어져있어 아침부터 내가 그리
며 탄식하는 대왕님을 옥이라면 손에 감아쥐고 옷이라면 벗을 때도 없을 정도로)
☆明日香皇女木缻殯宮之時柹本朝臣人麻呂作歌一首 并短歌
飛鳥

明日香乃河之

靡留玉藻毛敍

上瀬

絶者生流

立者

玉藻之母許呂

賜哉

宇都曾臣跡

石橋渡
打橋

臥者

念之時

一云

石浪

生乎為礼流

川藻之如久
春部者

下瀬

打橋渡

川藻毛敍

靡相之

石橋

一云

干者波由流

宜君之

朝宮乎

石浪

何然毛

忘賜哉

生

吾王能

夕宮乎

背

花折挿頭(언제까지라도 목숨이 붙어 있는 것같이 생

각하고 있었던 때에 봄날에는 꽃을 꺾어 머리에 꽂아 장식하고) (이하 생략)（2・196）
☆高市皇子尊城上殯宮之時柹本朝臣人麻呂作歌一首 并短歌
挂文

忌之伎鴨

略）不奉仕
言爾

一云

立向之毛

打蝉等

由遊志計礼杼母言久母
露霜之

消者消倍久

去鳥乃

明日香乃

相競端爾

真神之原爾（中

一云

朝霜之

消者消

安良蘇布波之爾(죽을 것 같으면 죽어（버려）라고 말하듯 목숨도 아까워

하지 않고 한참 싸우고 있을 때)渡会乃
☆打蝉等

綾爾畏伎

念之時爾

一云

斎宮従

宇都曾臣等

神風爾

念之

伊吹或之（後略）

取持而

吾二人見之

（2・199）

趍出之

堤爾立有

槻木之(이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때에 손을 서로잡고 둘이서 바라보았던 하시
2)大形徹(2000) ｢道教における神仙思想の位置づけ｣-尸解仙の事例を手がかりとして-国際日本文化研究セ
ンター道
教と東アジア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集(13)、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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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데의 제방에 서있는 둥근 느티나무)

己知碁知乃枝之

春葉之

茂之如久

念有之

妹

者雖有 憑有之 児等爾者雖有 世間乎背之不得者 蜻火之燎流荒野爾（略） (2・210）
☆或本歌曰 宇都曾臣等

念之時

携手

吾二見之

出立

百兄槻木

虚知期知爾

枝刺有

如(이 세상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던 때에 손을 서로 잡고 둘이서 바라보았던 바깥에 서있
는 무성한 느티나무가 서있는 여기저기에 가지가 뻗어 있듯)(중략)吾妹子与
嬬屋内爾
山爾

日者

汝恋

浦不怜晩之

妹座等

夜者

人云者

息衝明之

石根割見而

雖嘆

為便不知

雖恋

奈積來之

好雲敍無

宇都曾臣

二吾宿之

相縁無

枕附

大鳥

羽易

念之妹我

灰而

座(나의 그녀와 둘이 잤던 규방에 낮엔 의기소침해서 지내고 밤엔 한숨만 쉬며 새벽을 밝혀도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그리워해도 만날 수도 없기에, 하가이 산에 당신이 그리워하는 부인께
서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바위를 밀어제치고 무리하여 왔지만 그 보람도 없지 않은
가. 이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처가 재가 되어 버렸기에.)

（2・213）

移朔而後悲嘆秋風(달이 바뀌고부터 가을바람을 슬퍼하며)家持作歌一首
虚蝉之

代者無常跡

知物乎よはつねなしと

しるものを

秋風寒

思努妣都流可聞(3・

465）(우쓰세미의 세상이 허무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가을바람이 싸늘하기에 처가 생각난
다.)う
吾屋前爾

花曾咲有

其乎見杼

情毛不行

愛八師

妹之有世婆

水鴨成

二人双居

手

折而毛 令見麻思物乎 打蝉乃 借有身在者(집정원에 꽃이 피어있다. 그것을 보아도 마음
이

침울하다. 사랑스런 처가 살아있다면 오리와 같이 둘이 곁에 붙어 꺾어 보여줄 터인데 우

쓰세미의

잠시

빌린

몸(わずかの間の仮の世)이기에,

露霜乃消去之如久（後略）（3・466）

4185、4160、4189、13 등의노래. 中大兄近江宮御宇天皇三山歌（나카노오오에 오우미궁에서
삼산의 노래）高山波
然爾有許曾

虚蝉毛

雲根火雄男志等
嬬乎

耳梨与

相諍競伎

神代従

如此爾有良之

相挌良思吉

古昔母

（1・13）(가구야

마는 우네비산을 씩씩하다고 생각하여 미미나시산과 논쟁하였다. 신대의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다. 옛날에도 그러했던 것이기에 말로 지금에 사람들도 처를 서로 뺏으려고 싸우는 것 같
다.) 麻続王聞之感傷和歌
空蝉之

命乎惜美

浪爾所湿

伊良虞能嶋之

玉藻苅食いらごのしまのたまもかりをす

（1・24）
右案日本紀曰

天皇四年乙亥夏四月戊戌朔乙卯

三位麻続王有罪流于因幡

一子流

伊豆嶋 一子流血鹿嶋也 是云配于伊勢国伊良虞嶋者 1857、3107、3108、1785、
1787、1453、2642，2932、2960、2961、1629、3292.
天平元年己巳摂津国班田史生丈部竜麻呂自経死之時判官大伴宿祢三中作歌一首并短歌
爾

天雲之

向伏国

武士登

荒玉之

年経左右二

白栲

所云人者

皇祖

神之御門爾(中略)

王之命恐

衣不干

朝夕

在鶴公者

念座可

何方爾

押光

難波国

欝蝉乃

惜此世

乎 露霜 置而往監 時爾不在之天（3・443）
（전략: 나니와국에 해가 바뀔 때까지도 옷도 씻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바쁘게 살고 있었던 그 당사자는
어찌 생각하였는지 우쓰세미노 아까운 이 세상을 남겨놓고 가버린 것이리라. 죽을 때도 아닌데.）

719、3332、165
移葬大津皇子屍於葛城二上山之時大來皇女哀傷御作歌二首
宇都曾見乃

人爾有吾哉

従明日者

二上山乎

弟世登吾将見

（2・165）

（우쓰세미노 이 세상 사람인 내가 내일부터는 후타카미 산을 남동생으로 바라보고 있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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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쓰세미>의 갑을표기論의 모순
古事記유랴쿠雄略天皇条에,

又一時、天皇登幸葛城山之時、百官人等、悉給著紅紐之青摺衣服。彼時

有其自所向之山尾、登山上人。(중략)故、吾先爲名告。吾者雖惡事而一言、雖善事而一言、言離之
神、葛城之一言主大神者也。天皇於是惶畏而白、「恐我大神、有宇都志意美者不覺。」白而、大御刀
及弓矢始而、脱百官人等所服衣服、以拜獻。爾其一言主大神、手打受其捧物。故、天皇之還幸時、其
大神滿山末、於長谷山口送奉。故是一言主之大神者、彼時所顯也。
（또、天皇이 가쓰라기(葛城)山에 오르셨을 때, 따라간 사람들은 가지런히 붉은색 紅（赤）色의 띠에 붙
은 푸른 색(青摺）祭服을 입고 있었다. 반대쪽 산 능선에도 천황의 일행과 완전 동일한 복장으로, 사람
수도 같은 일행이 오르고 있었다. 천황은 그것을 보시고,「야마토국에 내 외에는 왕이 없는데, 저와 같이
가는 자는 뉘요」라 말씀 하셨다. 그러자 저쪽도 천황이 하는 말과 같았다. 때문에 천황은 매우 화를 내
시고, 화살을 장전하시어 수행원들도 화살을 장전하였다. 그러자, 저쪽 사람들도 모두 활을 장전하였다.
천황은「싸움을 할 거라면, 이름을 아뢰라. 그리고 시작하자.」고 말씀하셨다. 그러자,「내가 먼저 물었기에
내가 먼저 답하자구나. 私は雖惡事而一言雖善事而一言言離之神（나쁜 일이라 하더라도 한 마디, 착한
일이라 하더라도 한 마디로 단언하는 신이다.）葛城之一言主（가즈라키노히토고토누시노）大神이다.」고
말씀하셨다. 天皇은 이를 듣고, 황송해하며「황공무지로소이다. 나의 大神이 우쓰시오미(宇都志意美)（現
人神）로서 모습을 나타내셨기에, 의식이 불확실하여 몰라뵈었읍니다.」고 아뢰고, 천황의 큰칼과 활을 비
롯한 수행자의 옷을 모두 거두었습니다. 히토고토누시(一言主)大神는, 손뼉을 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天皇이 돌아가실 때에는 그 산에서부터 하쓰세(長谷)山의 등산입구까지 보내오셨다. 이것이 一言主之大
神가 모습을 나타낸 형태이다.)

그런데,「우쓰시오미宇都志意美」의 「美」는 甲類仮名이고, 「現大身」의 「身」의 가나는 乙類이
기 때문에, 이는 가나사용 용법(仮名違い)이 다르다. 「現大身」의 해석은 가나사용이 다름(仮名
違い)를 지적 받은 이후로 否定되었다.（中国式神仙譚의 影響이라고 생각되고 있다.）한편,
가나사용이 다름으로 인한「大身」의 해석이 부정된 이후로, 「意美」의 仮名를 살리는 방향으로
우쓰시오미가 생각되고, 그 결과「大身」에 걸린다(수식한다)는 설로서「人」또는「사람의 모습(
姿)」설을 발표하였다. 예를 들면,『古事記大成』6本文篇,『古事記全講』尾崎暢殃著,『時代別國語大
辭典』上代編 등이다. 그리고, 어느 쪽도 우쓰시오미(ウツシオミ)를 「現実의 人間（모습）」이라
생각하였다.
실은, 이 설을 처음 발표한 사람이 大野晋博士이다. 博士는「『우쓰세미』語義에 관하여（『文
学』昭和22・2)라는 제목으로 発表하신 논문 중에서「생각하건대 宇都志意美의 意美는, 보통
臣字를 취음자로 하고 있는 오미(おみ)와 同語일 것이다.」라고 말해서, 더욱이 다음의 2가지
점에서「意美」를 「人」또는 「사람의 모습」으로 해석하였다.
(A)類聚名義抄（観智院本僧下三十八丁オ）에는、臣라는 文字에,

ヤツナシ、シタカフ、ア

ツカル、オム、オホム、フス와 함께 사람(ヒト)이라는 訓이 존재한다. 고 논하셔서 이 점에서
오미（臣）는, 시중하는(仕える)자 라는 뜻인데, 同時에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
된다. 고 하셨다. 또 하나는,
（B）『古事記』의 우쓰시오미(宇都志意美)에 対応하는『日本書紀』의 記載를 보면, 内容은 正
確하게 一致하지않지만, 우쓰시오미(うつしおみ)에 해당하는 말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現
人之神」가 있고, 우쓰시(うつし)는 現에, 오미(おみ)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고 하셨다. 이상의 논들을 아래의 毛利氏의 論3)으로 요약해보면,
종래,

우쓰시오미(宇都志意美)에

대한「現し大身」의

해석에서

「ミ」의

가나가

다름(仮名違い)

에 의하여 却下되어졌지만, 여전히 이「우쓰시오미宇都志意美」는 히토고토누시(一言主)大神의 일
3)

毛利正守『萬葉』第七十四号、昭和四十五年十月、「宇都志意美考」pp.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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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되어져왔기 때문에,「現実의 사람」또는「現実의 사람모습」이라는 해석이

답습되어

져왔다. 그러나, 記紀의 文脈, 用字를 検討해 봄으로서, 히토고토누시大神를 가리킨 말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견지에서, 새롭게「現実의 臣下」
해석하였다.

더욱이, 神이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는 점에 언급하여, 神이 인간

타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現人神」이라는 말로 불리고 있었다는 일은 없

보아서는
라는 의미로
의 모습을 나

었고, 또한 그것

이＜驚嘆＞이나＜新発見＞등으로 感情을 가진 표현도 아니다.

고, 해석하였다. 한편, 上記와 같은 「우쓰시오미」에 대하여 毛利氏는「神이 사람 몸으로 나타
났다고 하는（神が人を姿を示す）」뜻으로 해석하는 和辻氏와 下出氏의 論4)을 인용하여「神이
인간의 몸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帰化人이 행하는 수법이라고 한다면, 이들 천황
및 스미요시(住吉)大神을 대하는 現人神의 사상과, 神仙思想은 귀화인과의 관계를 보다 공정
하게 비평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고 논하였다.

제3장. 아키즈(蜻蛉)와 소라미쓰(虚空満)의 宇宙観
앞장에서는 「우쓰시오미」가 귀화인들에 의한 신선사상의 영향으로 발현된 표현이라 논을
제기하였다. 그렇다면,「虚空神과 宇宙観念」5)을 나타낸 記紀의 예를 들어보자. 「虚空見つ日本
国(소라미쓰やまとのくに)」를 낳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구절이다.

【記紀의「虚空」例１】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８개의 섬（大八島＝오오야시마)와 ６개의 섬들
을 낳는다. 그중의 하나가 야마토노토요아키즈시마(大倭豊秋津島: 紀에서는 大日本豊秋津洲로
표기)로 본수本州의 다른 이름이다. 아키즈(秋津)는 잠자리로, 하트모양을 굽힌 것과 닮아 있
기에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또 다른 표기로 天御虚空豊秋津根別（아마쓰소라토요아키즈
네와케トヨアキヅネワケ）라고도 한다. (『古事記』「大八島와 신들의 誕生」)
위의 소라(天・虚空)의 개념은, 道教의 創世説에 있어서「道」의 信仰에서 파생한 것이다. 이
를테면,『古事記』（上巻１）天地開闢条에「天地初発之時에 아메노미나카누시(天之御中主)神本文
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古事記伝』은, 「天은 虚空위에 있고, 天神들이 계시는 나라御
国」라고 기록하였다. 또,『日本書紀』東征을 마친 진무神武天皇은 산에 올라 국망国見하고 주위
(四囲)사방을 둘러보며 아노카키(푸른 담青垣)으로 둘러 쌓인 야마토大和盆地을(称え)，좁지만
交尾하는 잠자리蜻蛉（あきづ）같다고 稱誦하였다.（「神武紀」３１年４月）또한, 神代上第一段
一書6)에도「天地初처음 열렸을 때(判わかれしときに物有り。)물체가 있었다. 아시카비(어린갈
대)葦牙の若くして空の中に生（な）れり하늘허공에 탄생하다(돋아났다)」고, 記紀神話가 형성되
게 된(創造되어진) 観念的인 神이 묘사되고 있다. 이 또한 天帝의 思想에 의한 影響이라고 생
각된다. 다음으로 졸고(일본문화연구,68집 2018) 枕詞「아키즈蜻蛉」에 논점을 맞추어보자.
夫蝦蟆為鶉，수채(水蠆)為（máo矛○務蜻蛉也）莣，皆生非其類，唯聖人知其化。(무릇

두꺼비가

메추리가 되고, 물속에 있는 벌레가 잠자리가 되는 것은, 모두 같은 종류가 아닌 것에서 생긴 変化
이다. 단지 聖人만이 그 변화를 알고 있다.）淮南子曰水虿为 矛□务蜻蜓也古今注曰蜻蜓一名青

亭一名蝴蝶色青而大是也,

又曰绀蝶一曰蜻蛉似蜻蛉而色黝绀辽东人呼为绀幡亦曰童幡亦曰天

鸡好以七月群飞暗天海边夷貊食之谓海中青虾化为之也

（『淮南子』·齊俗訓）

위에 인용한『淮南子』에는, 漢初道家의 政治思想을 기록한 것으로, 그 문장에는 문학적 요소
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黄老学이 성행하였던 漢나라 初, 『淮南子』야말로 道家

p
（一）岩波書店、pp.18-20.

4) 下出積与『神仙思想』二、「神仙思想と民族」「一事主神」 .35
5) http://www2s.biglobe.ne.jp/~xianxue/(検索日:2018.5.2)
6)大野
3
1994年 「
」『日本書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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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本流였던 것이다. 특히「잠자리의 변화」와 관련하여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聖人」뿐이라고
표기한 구절에 대하여 劉康徳評釈7)와 矢田尚子氏8)는,
聖人은「안으로 道術을 닦고， 바깥으로 仁義를 장식하지 않고, 耳目의 宜을 알지 못하며，精神
의 和에 노닌다.」＞

라고 하여, 이 세상의 상하사방을 내 것으로 하고 만물에 通暁할 수가 있는

으로서 修身論

에서 「聖人」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존재를 해설하고 있다. 즉,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
떻게 살아야만 될 것인가. 살아가야만 될 道로서의 修身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真人은 道를 体得한
仙人과 같은 理想人이고, 聖人은 道를 지키면서 現実의 人事를 잊지 않는 人間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설
득하고 있는 것이다.

【例２】매미는 神仙의 換骨換骨로 羽化한(날개가 자라나 신선이 되는 것) 곤충신선의 상징성
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換骨」이란, 神仙術에서 凡骨이 바뀌어 仙骨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羽化」란, 人体에 깃털이 난 仙人를 이르는 것으로 奪胎換骨를 의미한다.
※도교에서 매미는 신선으로 換骨脫退하는 象徴이다. 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장 가쓰라기(葛城)氏와 신선사상의 전래
또한, 長野一雄씨는 雄略記에서 訓에 관하여 「우쓰시오미ウツシオミ는 雄略天皇이 자신을
비하하여서, 神에 대한 겸손한 말투라고 생각한다. 고 하였다.」9)
ＥＦ 葛城山에서 히토고토누시(一言主)大神과 遭遇하다.
長野一雄는 ＥＦ의 가쓰라기산을 배경으로 「一話로 葛城山의 神을 모독하여 실패한 천황
이, 二話에서는 神을 畏敬하는 마음을 나타내고자 산에 들어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신의 敬
意를 받고 両者가 宥和(서로 용서하여 사이좋게 지낸다. 고하는 이야기이다.
이런한 내용을 전게한 大形氏(주2)는, 仙（僊）은 본래 사람의 「죽음死(魂의 離脱과 昇天)」
과 密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로 논을 전개하고 있다. 말하자면, 仙人説의 原形으로 생각되
는 尸解仙도「죽음死」을 経由하여 仙人이 되는 과정을 解説하였던 것이다. 즉「죽음死」이란, 魂
이 離脱하여, 肉体는 滅하는 것이나, 尸解仙 등의 「仙人」은 肉体的으로도 不老不死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설한 것이다. 또 다른 神仙説話의 예로는 鹿角이 떨어져 尸解가 되는 것과거북이
껍질甲羅을 벗고, 뱀이 허물을 벗는 것(蛇が脱皮して成長する）도 성장의 일례로 同列의 것으
로 간주되고 있다.
【例３】『宋書』의 百濟國傳에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다. 元嘉27년(450),百濟王餘毗10)는 上表하
여, 『易林』一六巻（栻占ちょくせん）・腰弩를 요구하였는데, 宋 나라 太祖(文帝)는 이것을 모
두 주었다.漢의 焦延壽가 지은(撰)『易林』은16권은 易書이고 또한 式占은 式盤을 사용한 占卜
으로, 천문,역법,음양・五行思想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23~24P의학에 관하여 보게되면, 唐醫方의 영향이 현저해지는 것은 奈良朝이후이고, 그 이전
에는 백제의법이 주류였다. 採藥함에 있어서 약초(본초)에 대한 깊은 지식은 필수이다. 고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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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특히 중시하였던 것은 陶弘景이 지은 『本草集注』이다. 陶弘景은 齊・梁사이의 處士이
고, 도술을 애호하여 음양・오행・지리・의술에 밝았으며 華陽眞人이라 칭한 도교의 대가였
다.『本草集注』는 齊나라 永元2년(500)경에 지어진 책이다. 이 책도 백제를 경유하여 일본에
전해진 것이다. 스이코推古十年（602）10월에 백제승 관륵이 역본과 천문지리 둔갑방술책을
진상하였다.

제5장 祭神으로서의 「히토고토누시(一言主大)神」와 雄略天皇
앞장에서 460年（雄略4年）유랴쿠천황(幼武尊/雄略天皇456〜479）第21대 천황이 가쓰라기
(葛城)山에 사슴사냥 하러 갔을 때, 유랴쿠천황이 이름을 묻자「吾は悪事も一言、 善事も一
言、言い離つ神。가쓰라기노히토고토누시大神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천황은 황송해하며,
활과 화살 외에 官吏들이 입고있던 옷을 벗게 하여 一言主神에 바쳤다. 고 기록하고 있다.
○記紀의 雄略天皇紀에 등장하는 히토고토누시神은 祭神으로서 言行一致의 万能神・呪言者의
성격을 가진 신으로 묘사되고 있다. 葛城一言主神社 역시 가쓰라기(葛城)氏를 제사지내는 神
社이고， 같은 씨족의 조상신을 모시고 있다. 유랴쿠천황 시절은 가쓰라기 씨의 중대한 전환
기를 맞이한 시기인 것 같다. 記紀의 계보에 근거하여 가쓰라기 씨의 역대 천황들과 姻戚関係
를 아래에 예시해보기로 한다.
＜起編＞이러한「가쓰라기」의 실태를 밝혀보자. 統一王朝안 야마토(大和)朝廷이 成立하기以
前에 大和에는 倭国과 葛城国가 존재하고 있었다. 百済로부터의 渡来人인 소가蘇我氏와 그
一族이 定着한 지역이며, 新文化의 流入路로서 많은 古墳이 남아있는 가쓰라기葛城는 어떠한
나라였을까.(平林章仁著、『謎の古代豪族葛城氏』（祥伝社新書326）)
오치카에리(変若をちかえる)의 神人의 性格을 가진다는 묘사된 『古事記』유랴쿠雄略天皇条를
중심으로 神話的인 時間의 흐름 속에 살았던 雄略天皇의 永遠性을 축수(言寿ぐ)하는 女性들,
특히 백제로부터의 왕비족을 대거 배출형성한 가쓰라기 씨족을 해부해본다.
＜承編＞에서는「葛城氏」와의 항쟁과 意外의 対抗策을 解明한다. ＜転編＞에서는 中国史書
를 이용하여 17代리츄履中以降의 在位年을 確定함과 동시에 왕조의 후계자가 끊어질 때까지
를 추론한다. 그리고＜結編＞에서 필자의 의외의 사실을 밝혀내고 자 한다.
第一 15代 応神（오진） 九州에서 東征하여 崇神王朝을 滅한다.
第二 16代 仁徳（닌토쿠) 葛城氏로부터 皇后를 맞이하다.
第三 17代 履中（리츄) 葛城氏의 母, 墨江中津王의 反乱. //
18代 反正（한제） 葛城氏가 母. // 19代 允恭（인교） 同 // 20代 安康（안코） 暗殺되다.
// 21代 雄略（유랴쿠） 葛城氏의 妻, 百済를 再興다시 일으키다.
第五 22代 清寧（세-네-） 葛城氏가 母, 皇后, 皇子女함께 없음.
// 23代 顕宗（켄소-） 葛城氏가 母, 리츄履中天皇의 孫.// 24代 仁賢（닌켄） 同
第六 25代 武烈（부레쓰） 소가蘇我王朝의 케이타이(第六世代)에게 양위.＞
『古事記』에서는 葛城山 오오이大猪의 伝承이 먼저 보이고 있다. 그러나, 葛城氏와의 관계를
나타낸 기록으로「가쓰라기의이로메葛城之野伊呂売」「가쓰라기너다카누카히메노마코토葛城之高
額比売命（葛城高顙媛）」「가쓰라가노소츠히코葛城之曽都毘古（葛城襲津彦）」「가쓰라기노츠부
라노오오오미葛城円大臣」등과 같은 인물을 들 수 있다.
小笠原好彦11)씨는 馬見古墳群과 葛城氏에 관하여 「아시다노스쿠네(葦田宿禰)의 딸 구로히
11)

小笠原好彦「古代豪族葛城氏と大古墳（吉川弘文館）」（以下「小笠原論文」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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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黒媛) 아내로 맞이하여 한제反正・인교允恭의 后妃는 가쓰라기葛城氏와의 관계를 알 수 없
지만, 유랴쿠는 가쓰라기노 츠부라노오오오미(葛城円大臣)의 딸 카라히메(韓媛)를 아내로 맞이
하였다.(娶)
가쓰라기葛城臣氏는 그 이름대로 大和国葛城地方의 豪族이다. 그 조상 가쓰라기소츠히코(葛
城襲津彦)인데,半島의 加羅, 특히 金官国 사람이다.『日本書紀』진구(神功)皇后摂政62年条에『百
済記』에 보이는 沙至比跪는 소츠히코襲津彦의 訛傳된 음이라고 하는데,

実在인물을

나타낸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진応神天皇14年 천황은 帰化를 희망하는 弓月民（유즈키의 주민）
들이 新羅의 妨害로 日本에 올 수 없음을 알고 소쓰히코를 파견하였다.

오진応神天皇16年에

는「百済의 阿花王(阿莘王（あ生年不詳-405年, 百済第17代王（在位:392年-405年）)붕어하여,
인질로 일본에 와있던 直支王을 귀국시켜 왕위에 앉게 했다. 応神天皇 이후에도 모노노베物部
王朝의 기간을 통하여 일본은 백제와 매우 밀접한 동맹관계를 이어갔다.
＜６. 가쓰라기노소츠히코의 정체＞
오진応神이후 뒤를 이은 皇子는 닌토쿠仁徳, 이와노희메 磐之媛공주는 百済王의 딸媛이다.
필자는 가쓰라기소츠히코는 百済의 皇太子로 百済王이었다고 생각한다. 天皇家에 百済王의
피가 유입되었다면 475年頃（「19대 유랴쿠시대」）로, 백제멸망후, 유랴쿠천황（21代456年）
이 백제를 재흥하였다는 이유로 660年에 재차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재흥을 목표로한 텐지天
智天皇（38代）이 朝鮮半島에 출병하여 白村江에서 싸웠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7, 환상의 葛城氏７>가쓰라기葛城소츠히코는 百済王이다. 그 이후의 天皇家에 시집간 「葛
城」의 공주媛도 그 때의 百済王의 딸들이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葛城란 奈良盆地南西
部의 地域名으로, 現在의 大和高田市御所市（고세）시에 해당한다.「葛城氏」가 이만큼이나 큰
규모로 古墳을 조성하였다는 것은, 가쓰라기 氏는 천황가에 匹敵할 만한 豪族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8. 葛城氏의 実態>소츠히코는 백제왕이었기 때문에 葛城에 무덤을 만들지 않았다. 그렇다
면 누구의 무덤인가. 필자는 이와노히메(磐之媛)공주를 지원하였던 百済王族들의 무덤으로 생
각한다. 古事記에는 닌토쿠仁徳天皇이 이와노히메磐之媛공주를 위하여 가쓰라기베葛城部（가
쓰라기에 설치한 奉仕集団）을 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百済王族과 가쓰라기葛城와
의 関係를 말하여주는 시발점이라 하겠다.
『日本書紀』12)에는 雄略(456-479)天皇5（461）年에 百済王의 동생・昆支王(？–477年7月）
『三国史記』에의하면, 第21代蓋鹵王(在位455年～475年）의 아들로 22代文周王의 동생이고,
24代東城王의 父. 『日本書紀』에서는 蓋鹵王의 동생으로 東城王은 武寧王의 父로 되어있다.)
御所市柏原에는 5세기중엽 조성된 墳丘長150m의 前方後円墳도 있는데, 백제로부터 극히

地

位가 높은 왕족들이 끊임없이 일본에 파견되었고, 그들왕족은 가쓰라기葛城에 뭍혔다고 추정
된다. 百済는 인접한 新羅의 협위이 끊이지 않았고, 백제외교의 最重要課題는 朝鮮半島에 있
어서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하였던 것은 天皇과 백제왕과
의 姻戚関係를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백제왕의 命을 받고 百済大使로서 일본에 부임한 백제왕
족들은 천황에 시집간 百済王女를 支援함과 동시에, 다음 천황, 혹은 차기천황으로 여겨지는
皇子에게 백제왕의 공주를 시집보내서 그 임무를 다하려하지 않았을까.
12) 462年에 百済의 昆支王子이, 加羅系倭国인 崇神王家에 대릴 사위로 장가가고, 477年後半에 倭王으
로 即位하여, 応神天皇（4世紀末から5世紀初頭）가 되었다는 설. 「雄略記｣５年(４６１年)４月条에 百
済の加須利君（蓋鹵王）이 동생,軍君(昆支)에게「자네가 日本에 가서 天皇을 모셔라」고 하자 日本朝
廷에 軍君를 파견하였다.
https://ameblo.jp/egami-namio/(검색일:2018년10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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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을 가지기 때문에 고대일본인들은 사람이상으로 威力이 있는 존재＝神으로 인정
하는 가운데, 이 가쓰라기노히토고토누시 설화가 탄생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즉, 이때에
人間으로 나타나 顕界의 臣下라는 君臣의 観念이 발생하였고, 또 신으로 모셔지고 제사지내
려는 神으로 幽界의 주인으로 높여 받들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쓰세미는 「오미〔臣〕臣下라고 하는「神（가미）」의 対語이고, 神 혹은 神에 모시고 봉사하
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어디까지나 神과의 対立概念은 아니고, 神을 섬기고자 하는
의미에서 尊重하려는 말로 생각된다. 특히, 「오미臣」以外에도 「오미使主」라 표기하기도 하였
다. 예를 들면, 倭漢直（야마토아야노아타이）의 祖, 阿知使主（아치노오미）, 그 아들 都加
使主（쓰카노오미）등, 합하여 党類十七県을 이끌고 来帰（내조하였다）.（応神紀二十年九
月）帳内（도네리）日下部連使<使主는 쿠사카베日下部의 이름>. 吾田彦（아타히코）（顕宗前
紀）根使主（네노오미）奉献하였다.（安康紀元年二月）때에 使主（오미）는 모두 渡来人의
姓에 붙여진 이름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과연, 이들 百済王族은 무엇 때문에 日本에 派遣
되었을까?

【例４】신선가 갈홍에 의하면 달이 죽는 그믐날에 즐겁게 노래를 부르거나 반대로 달이 태어
나는 초하루에 울거나 하는 행위는 모두 수명을 삭감하는 죄에 해당한다.
越井跨竈，晦歌朔哭。凡有一事，輒是一罪，隨事輕重，司命奪其算紀，算盡則死。
（『抱朴子・内篇』권6「微旨」88ｐ）
得仙의 주요한 방식은 尸解 혹은 換骨奪胎 같은 것도 태음상징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
신선설화에서 자주 보게

되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그것이다. 華子期라는 사람은, 한 해에

열 번 피부가 바뀌는데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는 것 같았다.
華子期者，淮南人也。師用里先生，受仙隱靈寶方。一日伊洛.
平衡。按合服之，返老還少，日能行.

飛龜秩，二日白禹正機，三日

五百里，能舉千斤，一歲十易皮，如蟬蛻。後乃得仙去。

神仙傳卷一終. 神仙傳卷二. 白石先生. 白石先生者，中黃夫人弟子也。
王遠은,,사흘째 되던

（『神仙傳』권1）

날 밤 갑자기 그 시체가 없어졌는데, 衣冠은 그대로 있는 것이 마치 뱀이 허물

을 벗어 놓은 것 같았다. 원래 뱀이나 매미가 허물을 벗는 것은 죽음과 재생의 반복을 상징하며 결국 태
음신화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尸解仙型>시해는 득선 방식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일단 죽음의 절차를 거쳐 육체를 거듭나
게 하는 것이다. 신선가 들은 선천적인 자질을 타고나서 신선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尸解의 방식
을 거쳐야 된다. 고 말하고 있다. 시해의 관념은 외견상 뱀이나 매미가 허물을 벗어 갱신되는 자연 현상
과의 유추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샤머니즘과 관련이 있다.223p
육체는 녹아 아담한 모습만 남기고 시해의 정황을 말하는 듯하다. 尸解는 득선의 한 방식으로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짐짓 한번만 죽어 낡은 몸을 버리고 갱신된 元神에 의해 불사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것은 곧 육체적 구속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고 끝없는 정신적 자유와 직결된다.

【例

５】이 때에 야마토타케류노미코토 白鳥로 변하여して 무덤(陵)에서 나왔다. 指倭国而飛之、群
臣等因開其棺視之、明衣突留而屍骨無之13) (노보노能褒野의 陵에서 나와 倭国를 향하여(목표
로) 날(으셨)다. 群臣들이 棺을 열어보니, 装束만이 남아있어, 시체는 사라졌다.(御遺体は消え
ていた。) 그래서 使者를 파견하여 白鳥의 행방을 찾았다. 그러자 야마토倭의 고토히키 언덕
(琴弾原)에 머물러있었다. 그래서 거기에도 陵을 만들다.) 상기의 표현은 『抱朴子』巻二論仙에
있는

按仙経云、上士挙云形昇虚、謂之天仙、中士遊於名山、謂之地仙、下仙先死後蛻,謂之尸

解仙~皆尸解者也、尸解仙의 神話化한 내용과 동일하다.(『古事記』「倭建命」)

13)

広畑輔雄「盤古說話와 記紀神話」, 27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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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６】朝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목숨으로 밤과 낮을 모른다. 여름매미(蟪 蛄:夏ぜみ）는
여름만의 목숨으로 봄가을을 모른다. (생략)아주 옛날 大椿이라는 나무가 있었다. 8천년사이에
무성하게 자라 봄이 되고, 또 8천년 낙엽의 가을이 되었다. 그런데 彭祖14)는 불과 8백년 살았
다고 하는 것만으로 장수한 자로 유명해지고 세상 사람들은 장수의 화제에 떠올릴 때마다 반
드시 거론한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 (『荘子』逍遥遊第一)

결 론
古代文学 작품

중에는 곤충을 읊은 詩歌작품이 많고 그 독특한 審美的인 정취와 风格을

형성하여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히토마로의 마쿠라고토바 속에 있는 우쓰세미의 세미(매미)
도 결국, 記紀설화에서 보이는 오미(도래인의 관직명)에서 생겨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매미는 도가사상의 원류였던 『淮南子』에서 「매미가 와르르 나무에서 떨어지자 벌써 소슬
바람이 불어 虚空에서 망자의 숨은 목소리가 다가온다.」고 하였듯, 계절의 순환과 더불어 神
話的으로 連想되는 洞窟과 대지의 모태인 墓穴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는, 『淮南子』(説林訓)에서, 학은 千年의 寿命을 가지고, 하루살이(蜉蝣)는 아침에 태어나
저녁에는 짧은 일생을 맘껏 즐기다 끝낸다(죽어버린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도교에서의 매
미(세미蝉)와 같은 곤충신선의 의미인 「屍解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테면, 매미는 풍뎅이 과의 幼虫(굼벵이・하늘솟과의 애벌레)이 껍질을 탈피하여 깃털을
가지는 날개(羽化)로 변하고, 사슴의 뿔(녹각)도 같은 의미로 다시 재생 하는 것으로, 죽음과
소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人麻呂의 「우쓰세미」의 「蝉」에는 天神崇拝를 이야기하는「道」信
仰을 기반으로 한 道教의「虚空의 宇宙観」을 엿볼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
히토마로를 포함한 만요의 歌人들은 매미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을 때, 무언가
은연중에 念頭에둔 어원, 즉 발상근원이 되는 思想이 詩想으로의 전환되는 선험적인 문화적
계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특히 人麻呂의 枕詞「우쓰세미（打蝉等199番歌）」의 표기에
는 왠지 「매미(蝉)」의 漢語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징적인
시어에는 어떠한 心象이 깃들여있는가 라고 疑問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매
미야말로 神仙思想을 나타내는 「尸解仙」의 주체적 의미를 부여한 縁語이지 않을까하고 추론
하고자하였다.
이상의 논을 전개하던 중에 유랴쿠(雄略) 천황조의 설화에서, 백제의 선조(호족)인 가쓰라기
(葛城) 씨에 의해 도교사상의 전래와 깊은 관련을 가지는 「우쓰세미」가 사용되어졌다 는 사실
에 주목하여 보았더니 예상외의 성과를 얻었다.
즉, [우쓰세미]는 가쓰라기 씨족의 실체를 오미(臣)라 칭하여 官吏로써의 자부심을 배태한
도교의 虛空의 우주관인 세미(매미蝉）의 이미지와 중첩 결부시켜 표기함으로, 백제 선인(가쓰
라기 호족)들에 의한 도교사상의 추이와 왕비를 배출한 자부심이 나타나있다고 생각된다. 고
로, 작가 히토마로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시적인 감흥과 상징성을 배가하고 승화시키고
자 곤충신선인 매미를 歌語로 채택하여 마쿠라고토바의 기능을 충실히 반영시킨

서정의 노

래를 創歌하게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14)

彭祖 ホウソ é Zǔ）는, 中国神話에서 長寿의 仙人이다. 伝説에서는 南極老人의 변신하여 八百歳
유 것으로 유명하다. https://ja.wikipedia.org/wiki/(검색일2018/10/7)

(
P ng
의 수명을 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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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쿠라고토바 ｢우쓰세미또（打蝉等・宇都曾臣等)｣에 깃든
｢虚空｣의 宇宙觀 고찰>에 대한 토론

오카야마 젠이치로(천리대)

별지문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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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세키 다케오의 한반도 도래인에 관한 인식

세키네 히데유키(関根英行)
(가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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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민족의 기원에 대한 인류학계의 사조는 ‘변형설’이 주류를 이루었
다. 즉 외부민족의 유전적 영향 없이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되었다는 설이다. 이에 따
라 당시까지 정설이었던 한반도 도래인에 의한 아이누 정복설, 즉 ‘아이누 설’은 부정되었다.
패전 후 ‘변형설’이 학계의 정설로 자리매김할 때 한반도 도래인을 재조명하는 연구자가 나타
났는데, 그가 바로 가나세키 다케오[金関丈夫, 1897～1983]이다. 가나세키의 학설은 1950～
60년대 당시에는 정설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90년대에 들어 ‘일본인의 이중모델’이 이슈가 되
면서 ‘도래설’의 효시로서 재평가를 받았다.
가나세키는 인류학 및 해부학을 비롯하여 고고학․민속학․언어학 그리고 문학과 미술에 이르
기까지 광범위한 학식을 가진 전문가로 흔히 ‘가나세키 학’으로 일컬어지며 지식인들을 매료
시켜 왔다. 더욱이 대만에 체류하는 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인도주의적 대만 사랑은 사람들에
게 큰 존경과 신뢰를 얻었다. 이처럼 가나세키는 인간미 있는 성품과 지성적인 소양으로 평판
이 자자한 인류학자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자 탈식민주의 사조 아래 가나세키의 사상과 가치관을 재검토하
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내용인즉 그는 원래 우생학을 신봉하는 인종차별주의자였으나 그러
한 사실을 숨긴 채 주변인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행세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점은 대만에 대한 인도주의적 태도가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기만이었는
지에 집중되어 있다. 인류학자로서 그의 최대 업적인 일본인 기원연구에 미친 사상적 영향에
대한 논의는 결여된 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가나세키가 도래설을 부정하는데 결정적 역
할을 했던 우생학 신봉자인 기요노 겐지[清野謙次, 1885～1955]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간과되
고 있다. 때문에 학통으로 볼 때 가나세키 역시 도래설을 부정했어야 마땅하지만 실상은 정반
대의 업적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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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세키가 도래설을 제창하게 된 계기는 당시 대량으로 발견된 ‘도래계 야요이인[渡来系弥
生人]’의 인골 연구에 종사하면서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
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학설은 변경되지 않는다. 설령 과학자라 할지라도 연구자의 신조나
가치관이 학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Thomas Kuhn
조형 역: 4).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변형설’이 정설이었던 시대에 한반도 도래설을 제창
할 수 있었던 가나세키의 인식과 사상적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그가 속한 학문 공동
체의 학풍과 구체적인 학설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90년대에 제기된 인종차별주의
자로서의 부정적 평가를 둘러싼 논의를 재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나세키가 한반도 도래설
을 제창할 수 있었던 사상적 기반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2. 가나세키의 한반도 도래설
1) 도래설을 부정하는 학풍
(1) 약력
가나세키는 1919년 교토제국대학 의학부에 입학하여 1923년 졸업과 동시에 모교 해부학교
실 조수로서 아다치 분타로[足立文太郎, 1865－1945]1)의 문하생이 되었다. 1924년 아다치의
권유로 의학부 병리학 교실의 기요노와 문학부의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 1881～1938]를 소
개 받으며 인류학과 고고학 연구를 시작했다.
1925년에는 교토제국대학 의학부 해부학교실 조교수로 취임하여 골학(骨學) 강의를 맡았으
며 1928년에는 기요노와 공저로 인류기원론을 간행했다. 1930년에는「류큐인의 인류학적 연
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1932년에는 잡지 돌멘[ドルメン](1932.4～1935.8)의 창간에 참
여하여 많은 논문을 기고했다. 1934년부터 2년간 대만총독부 의학전문학교 교수 자격으로 동
남아시아․유럽․미국 각지의 해부학 교실․인류학 교실․박물관을 방문했다. 1936년에는 대북제국
대학[臺北帝國大學] 의학부 해부학교실 교수가 되었다.
패전 후에는 중화민국 국립대만대학 교수로 대만에 머물며 연구를 이어오다가 1949년 귀환
하였다. 1950년에는 규슈대학[九州大学] 의학부 해부학 제2강좌 교수로 취임했다. 규슈대학에
부임하고 나서는 일본인의 기원연구에 착수하여 서일본[西日本] 각지의 유적 발굴 조사를 실
시했다. 특히 도이가하마 유적[土井ケ浜遺跡] 인골연구와 동아시아 인골과의 광범위한 비교
연구에 의해 만들어진 도래설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2) 도래설을 부정하는 학풍
가나세키가 아다치, 기요노, 하마다의 문하에 들어갔던 1924년경은 고가네이 요시키요[小金
井良精, 1859～1944]나 도리이 류조[鳥居龍蔵, 1870～1953] 등의 ‘아이누 설’, 즉 일본의 석
기시대인은 아이누였으나 후대에 도래한 사람들이 일본인의 선조가 되었다는 학설이 아직 건
1)

연부인류학 특히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해부학 연구의 선구자. 근육 섬유의 이상 통계학적 연구의
외에 여러 민족의 체취와 귀지에 관한 유전학적·조직학적 연구 등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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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고 있었다. 가나세키가 해부학교실 조수가 되면서 연구활동을 시작한 1924년은 도리이가
도쿄제국대학을 사퇴한 해였다. 이 시기 기요노와 당시 도호쿠제국대학[東北帝国大学]의 하세
베 고톤도[長谷部言人, 1882～1969]는 ‘아이누 설’ 비판을 위해 많은 석기시대 인골 연구를
추진하고 있었다. 1919～1920년에 걸쳐 기요노는 쓰쿠모[津雲] 패총에서 66체 인골을 수집한
것을 위시하여 몇 년 사이에 600체에 달하는 고대 인골을 수집하여 이를 통해 1926년에 일본
인의 기원에 관한 가설을 발표했다(清野謙次 1926).
한편 하마다가 오사카 호지이데라시[藤井寺市] 고우[国府] 유적2)과 가고시마[鹿児島] 이부스
키[指宿] 유적3) 발굴에서 야요이인과 조몬인의 연속성을 시사한 것은 1921년이었다. 따라서
가나세키가 ‘아이누 설’에 회의적인 기요노와 하마다를 접촉한 당초부터 그들의 영향을 받았
을 가능성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池田次郎 1976: 386-387).
기요노와 하세베는 얼핏 보기에는 다르게 보이지만 유사한 학설을 제창했다. 기요노는 인골
의 형질인류학적 연구를 통해 현재의 일본인과 아이누는 모두 ‘일본석기시대인’이 진화하거나
인접인종과 혼혈하면서 형성되었다는 ‘원일본인설’(清野謙次 1926)을 발표했다. 한편 하세베는
처음부터 혼혈 자체를 부정하여 일본인의 선조인 ‘일본석기시대인’이 현대인까지 순수하게 진
화해왔다고 주장했다(長谷部言人 1973)4). 두 연구자의 견해는 혼혈의 인정 여부에 차이가 나
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기요노 설을 ‘혼혈설’로 부르면서 하세베 설과 구별했다. 그런데 기요노
는 ‘원일본인설’을 발표한지 10년이 지난 후 체질을 바꿀 만큼 대규모 혼혈은 없었으며 체질
변화는 생활환경 때문에 일어났다는 수정안(清野謙次 1941)을 제시했다. 결국 혼혈비중을 적
게 잡음으로써 하세베 설과 별반 차이가 없어졌다.
위와 같이 가나세키는 연구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한반도 도래설에 도전하고 부정하려 했
던 하세베 및 기요노 설의 세례를 받았으며 실제로 그들의 학설이 정설이 된 모습까지 봤다.

2) 한반도를 지목한 도래설
가나세키의 일본인 기원 연구는 규슈대학에서 도이가하마 인골 연구로 시작되었다. 1950년
대 당시 ‘변형설’이 정설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가나세키가 도래인의 옛 터전으로 한반도
를 지목하게 된 계기는 1952년의 논문(｢대만 거주 민족을 중심으로 한 동아민족의 인류학｣)에
있었다. 이 논문은 아시아 87집단의 인골을 대조한 것인데 규슈사람이 남방계 사람보다 오히
려 한반도 사람이나 오키나와 사람과 가깝다는 사실을 밝혔다(金関丈夫 1952). 그 후 가나세
키는 북부 규슈와 야마구치현[山口縣] 도이가하마[土井ヶ浜] 유적5)의 인골조사(1953～1957)에
착수했다. 거기에서 그는 도이가하마인의 체질이 조몬인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도래인이 야요이 문화와 함께 대륙에서 건너와 선주민인 조몬인과 혼혈했다는 가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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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다.
북부 규슈와 도이가하마 유적에서 출토된 야요이인의 인골에 대해 연구한 가나세키는 1955
년과 1959년에 각각 한반도 도래인에는 두 가지 계통이 존재했었음을 추정하였다. 하나는 조
몬시대 만기(晩期)에 도래한 집단으로 북부 규슈 및 야마구치 지방의 매우 제한된 지역에 정
착하여 조몬인과 혼혈한 계통이다. 그러나 인원수가 적었고 뒤를 이어온 도래 집단도 없었기
때문에 고훈 시대[古墳時代]가 되기 전에 조몬사회에 흡수되었다(金関丈夫 1955). 다른 하나
는 북부 규슈를 지나 긴키 지방[近畿地方]까지 이르는 상당히 강한 이주 세력의 계통이다. 이
는 고훈 시대 후까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의 체질을 변형시켰다(金関丈夫 195
9)6). 이러한 가나세키의 견해는 인류학설사에서 ‘도래․혼혈설’로 불리며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
보완되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위의 두 가지 계통 중, 후자는 우에다 쓰네키치[上田常吉, 1887∼1966]
와 고하마 모토쓰구[小濱基次, 1904－1970]의 견해(上田常吉 1935 ; 小濱基次 1960), 즉 ‘경
성학파 인류학’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이다.7) ‘경성학파 인류학’의 학설은 기요노와 하세
베의 학설과 상충되기 때문에 기요노의 문하생이 그들과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흥
미로운 일이다.

3) 변형설에 대한 공감대
그런데 가나세키는 한반도 도래인을 재조명했으나 ‘경성학파 인류학’에 대한 평가는 매우
신중했다. 그는 도래설에 관한 최초의 논문 결론에서 도래인의 정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
다.
이러한 키가 큰 새로운 종족이 일본열도 이외의 어디에서 도래했는가의 문제가 있다.
만약 신장에 관해서만 논의한다면, 그리고 만약 신장에 있어서 고대 한반도 남부 사람과
현대 한반도 남부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면 그 후보지로 지목해야 할 지역은 바
로 이 지역이다(金関丈夫 1955: 252).

위와 같이 가나세키는 도래인의 옛 터전으로서 한반도를 지목했지만 “고대 한반도 남부 사
람과 현대 한반도 남부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게다가 “후보지로서 지목해야 할 지역은 바로 이 지역”이라며 짐짓 무게 있는 것처럼 언급하
고 있다. 도래인의 옛 터전으로서 한반도를 밝힌 것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학계에서는 ‘변형설’이 군림하고 있었으며 더구나 스승도 ‘변형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가나세키에게는 매우 부담스럽게 다가왔을 것이다. 게다
가 이 논문을 발표했을 당시까지만 해도 한반도 남부에서 야요이인과 비교할 만한 고인골(古
人骨)이 발견되지 않았다.8)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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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이다. 그러나 만일 도리이의 ‘고유일본인설’이나 ‘경성학파 인류학’의
학설이 정설이던 1910～1930년대였더라면 충분한 물증이 없더라도 그가 자신의 견해를 발표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지어 가나세키는 다음과 같이 오히려 ‘경성학
파 인류학’을 비판하며 선주민의 혈통을 중요시하는 ‘변형설’을 지지하는 언급까지 한다.
오늘날, 후대에 도래한 야요이인이 아이누의 선조인 조몬인을 일본 북쪽 땅으로 구축해
일본인의 선조가 되었다는 옛 학설을 그대로 믿는 자는 없다. (중략) 고하마[小浜]는 선주
민인 아이누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조선계 주민이 도래하여 혼합한 결과 형성된
것이 오늘날의 일본민족으로 생각한다. (중략) 이것은 고가네이[小金井]·토리이[鳥居] 설의
부활이다. (중략) 고하마 설, 즉 수정된 고가네이․토리이 설도 일본인의 형성에 조몬인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했다. 후대에 도래한 사람들의 규모는 분명하지 않지만 현대 일본인이
상당히 농후하게 조몬인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金関丈夫 1966: 275).

위와 같이 가나세키는 자신의 견해와 비슷한 고하마의 견해에 대해, ‘이제는 지지자가 없는
옛 학설의 부활’로 과소평가한다. 한편 ‘변형설’을 주장한 것처럼 조몬인의 혈통을 부각시켰으
며 나아가서는 다음과 같이 선주민의 추정연대를 앞당기는데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중략) 선조몬인(先縄文人)이 조몬인의 선조이었다는 가설에 따르자면 일본민족의 인종
적 근간이 조몬인, (중략) 화석 사피엔스, 나아가서 우시카와인[牛川人]과 같은 네안데르탈
형 인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적어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
해야 한다. (중략) 일본인이 일본열도에서 발생했다는 가설은 가까운 미래에 제기될 수 있
다. 이 가능성은 외국의 여러 인류발생 사례보다 크다고 생각한다(金関丈夫 1966: 275).

위와 같이 일본인의 선조로서 조몬인 및 구석기시대인을 넘어 네안데르탈 형 인류까지 상정
하고 심지어는 일본인의 일본열도 발생 가능성까지 시사한다. 그 배경에는 하세베의 후임 스
즈키 히사시[鈴木尚, 1912～2004]가 감정한 우시카와인[牛川人]9)이나 하세베가 제창했던 ‘아
카이 원인[明石原人]’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다. 전자는 1957년 아이치현[愛知県] 도요하시시
[豊橋市] 우시카와[牛川]의 석회암채굴장에서 발견된 손목뼈와 대퇴골의 일부로, 스즈키에 의
해 구인(舊人)단계 인골로 감정되고 나서 일본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화석 인골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사람 뼈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다.
확실히 구석기시대인이나 구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류학자로서 자연스러운 일이기
도 한다. 그러면서도 도래인의 규명을 주제로 삼은 가나세키가 이와 상충되는 ‘변형설’ 논자의
지견을 지지하여 일본열도 인류 발생 가능성까지 언급한 이유가 궁금해진다. 당시 유행했던
담론을 그대로 따랐을 뿐인지, 학계의 권위자에 대한 예우 때문인지, 아니면 가나세키 자신의
민족주의나 국수주의에서 나온 것인지 말이다.

3. 인종주의자로서의 문제제기와 찬반논쟁

할

小片丘彦
년 치 [愛知県] 요
[豊橋市] 우시카와[牛川]의 석회암채굴장에서 발견된 인골. 손
뼈 퇴골 부 발견되었 데 스즈키 히사시[鈴木尚]에 의해 구인 단계의 인골로 감정되
었
까
발견된
오래된 화석 인골로 생각되어 왔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사
람 뼈 것 부정되었

수 있다(
1998: 7).
9) 1957
아이 현
도 하시시
목
와 대
의 일 가
는
다. 현재 지 일본에서
가장
인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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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주의자로서의 긍정적 평가
다음으로 가나세키가 국수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90년대에 제기된 가나세
키 비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나세키가 인도주의적이고 박애정신이 풍부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잡지 
民俗臺灣10)의 편집에 관여한 동인들에 의해 잘 알려져 있다. 民俗臺灣는 한민족계(漢民族
系) 대만인(당시 ‘本土人’으로 호칭)의 민속습관을 기록하기 위해 창간되었는데 편집의 중심은
대만인 대상 초등학교(공학교) 교사였던 민속학자 이케다 도시오[池田敏雄, 1916～1981]였다.
이에 대한 가나세키의 참여는 이케다가 가나세키에게 의뢰하여 승낙하는 형태로 이루어졌
다.11) 『民俗臺灣』은 대만의 민속자료 수집과 기록을 목적으로 한 기록․연구를 위한 잡지였지
만 일반인 독자를 상정한 것이었다. 정식 학술잡지가 아닌 집필자도 민속학 전문가는 거의 없
고, 기고문도 2, 3페이지가 대부분이며 ‘논문’이라고 할 만큼의 질이나 양, 형식을 갖추지도
못했다. 이 잡지는 일본인(內地人)과 대만인(本島人)인 집필자가 대만의 전통적 민속을 일본어
로 써서 남기려고 한 것인데 그 방법은 일본민속학을 본보기로 했다(植野弘子 2012:100).
그런데 당시의 대만은 나날이 전시색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진전선기지로 되고 있었다.
그 일환으로 주민의 일본인화를 도모하는 황민화운동(皇民化運動)이 추진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잡지는 자칫하면 대만인과 일본인과의 문화적 차이를 부각시키는 위험한 존재로 비쳐졌을
수가 있었다.12) 후일 대북제국대학의 교수를 역임하고 호세이대학[法政大学] 교수가 된 동인
인 나카무라 도오루[中村哲]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民俗臺灣

일본정부가 민간 제사를 대신하여 천황에 대한 신앙을 강요하려는 것에 반대했습

니다. 따라서 이 잡지가 토착문화의 민족주의적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만들
었으며 가나세키 교수님도 넓은 의미에서 인도주의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中村哲 1990).

이처럼 民俗台湾 편집에 관여했던 동인들은 중일전쟁 당시 총독부가 시행했던 황민화정
책에 반박하며 이 잡지편집을 대만의 독자적 문화를 옹호하는 양심적 지주로 삼았다. 따라서
이를 추진했던 나가세키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휴머니스트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의 민속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여 그 보존을 시도했던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 1889～
1961]나 아사카와 노리타카[浅川伯教, 1884～1964] 및 아사카와 다쿠미[浅川巧, 1891～1931]
등과 비교되기도 한다.

잡지는 태평양전쟁의 발발이 코앞으로 다가온 1941년 7월에서 19456년 1월까지 계43호까지 타
베이에서 발행된 월간지이다. 매호 민속자로의 채집기록, 민속연구의 논문이나 수필, 질의응답,
헌소개, 서평으로 되어 있으며 분야는 민속에 뿐만 아니라 민족학, 고고학, 지리학, 역사학 등
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
11) 가나세키는 자신이 나설 자리가 아닌 것 같다면서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맡아도 된다고 대답했다
고 한다. 그려먼서 이전에 가나세키가 편집했던『돌멘』방식으로 딱딱하지 않은 잡지가 좋다고 제
한했다고 한다(池田敏雄 1982: 134-136).
12) 일부러 민속자료의 수집기록을 내세운 이유는 당시 대만인의 전통문화를 모두 부정, 파괴해서 일
본화를 강요하려는 총독부의 황민화 정책과 이를 지지하는 풍조에 대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었
다. 그러므로 民俗臺灣는 총독부당국이 생각하면 황민화 운동에 저촉하는 것이며 결코 환영할
수 있는 잡지가 아니었던 것이다(池田敏雄 1982).
10) 이
이
문

- 191 -

2) 인종차별주의자로서의 문제제기
그런데 90년대에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지배자 대 피지배자’,
‘중앙 대 주변’라고 하는 틀로 지적 폭력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당시 얼핏 보기에는 ‘양심적’
인 행동으로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구조에 구속받고 있었던 이상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기존의 평가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졌다.
가나세키도 그 대상이 되면서 民俗臺灣의 발행 동기나 사상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예
컨대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 1962～ ]는 지금까지 가나세키는 우생학자로서의 그의 본심과
다른 평가를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小熊英二 2001). 그는 民俗臺灣이 창간되기 직전에 가나
세키가 대만총독부 발행 台湾時報의 실린 다음의 글(「황민화와 인종 문제」)을 들어서 비판
했다.
들은 바에 따르면 최근 대만인의 출생률은 상당히 높다고 한다. (중략) 그러나 이러한
출산에는 필연적으로 상당한 소비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중략) 앞으로 그들
이 일본국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 평생
을 병원에서 보내고 형무소에서 끝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희생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 (중략) 아무 능력이 없는 자가 아무리 인구가 늘어나고, 아무리 일본어를 잘하
고, 아무리 일본 이름을 가져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다. (중략) 그들에게 어떤 결혼을 장
려하고 어떤 결혼을 피해야 할 것인지, 그 지도를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해
당국이 취해야 할 길은 하나이다. 대만에서 위생과학을 확립하여 그 연구에 기초를 둔 강
력한 우생정책의 시행할 것이다(金関丈夫 1941: 27-29).

위와 같이 가나세키는 대만인의 급격한 인구증가를 우려하여 산아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자가 아무리 인구가 늘어나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다”는 말에 분명
히 우생학적 인종관이 드러나 있다.
주지한 바와 같이 20세기 초에는 우생학에 따라 차별적인 산아제한․강제단종․결혼제한․유전
자검진․이민제한․인종격리․절멸정책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오구마는 가나세키가 우생학 지
지자였으나 그 사실을 民俗臺灣 활동에 참여했던 대만인은 물론 양심적 일본인에게도 숨겼
다고 한다. 가나세키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순진한 양심으로 대만민속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지
만 가나세키는 그들에게 위장된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다고 한다(小熊英二 2001:44). 즉 대만
인의 일본인화 정책(황민화정책)에 저항한 가나세키의 숨겨진 목적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랑
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생학에 따른 민족우생정책13) 수행에 있었다는 것이 오구마의 이해이
다.
이러한 가나세키에 대한 탈 식민주의적 비판에 대해 반론이 제기되었다. 미오 유코[三尾裕
子, 1960～ ]는 총론 차원에서 황민화정책에 찬성하는 것이 『民俗臺灣』존속의 최저조건이었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명확한 저항 이외의 언설을 모두 식민주의적이라고 단죄하는 것은, ‘관
찰자’의 권력성에 자각이 없다는 점에서, 식민지주의자와 같은 오류를 범학 있다고 비판했다
(三尾裕子 2004).
그러면서 가나세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옹호했다. 즉 가나세키는 일본인과 대만인의 혼혈
13)

확실히 황민화정책에서는 천황중심의 가족적 국가관을 토대로 일본인과 대만인의 결혼을 권장했
기 때문에 우생정책과 저촉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당시 내선결혼(内鮮結婚)이나 내대결혼(内台
結婚)을 추진하는 동화주의(황민화정책)와 민족 간의 혼혈 방지에 힘을 쓴 우생학자들의 갈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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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대한 생물학적 문제를 파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또한 일본인의 우수성을 유지하려
고 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가세키가 인종적․유전적 우열이
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만인을 차별의 대상으로 삼았던 근
거 역시 찾지 못했다고 한다. 나아가 台湾時報에 실린 가나세키의 글은 ‘국민우생법’(1940)
제정에 따라 전쟁 인적자원으로 이용할 수 없는 병자나 장애자의 단종이 가능해졌다는 맥락에
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三尾裕子 2005: 198). 즉 가나세키가 우생학적 인식을 가지고 있
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만인을 차별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호의 해명이 가나세키를 변호하는데 충분히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가나세키
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가나세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일본의 대
만 식민지화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 판단은 각 국가나 개인에 따라
온도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탈식민주의는 원래 총론 차원에서 식민지화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제기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구마의 지적은 맥락상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호의 말은 총론 차원
에서 대만의 식민지화를 부득이한 것으로 수용한 입장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3) 인종차별주의의 학통
위의 문제는 고사하고 가나세키의 우생학적 사상은 어디에서 습득한 것일까? 사실 그의 스
승인 가요노의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청일․러일 전쟁을 거쳐 식민지가 확대되어가면서 혼혈문제를 둘러싸고 이견대립이 일어났는
데 혼혈 반대세력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인류학자를 영입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세베
와 기요노였다. 우생학의 신봉자였던 그들은 나치스처럼 우수한 일본민족의 순수혈통을 보존
하고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도 1920년대까지는 아이누가 도래인에게 정복당했다는 ‘아이누 설’을 부정하면
서도 일본민족이 여러 민족의 혼혈이라는 ‘혼혈설’까지는 부정하지 못했다. 당시 일본인이 혼
합민족이라는 것은 학계는 물론 지식인 사이에서도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인과 이민족과의 혼혈 정책에 위기감을 느낀 그들은 일본민족의 ‘혼합설’까지
부정하기에 이르렀다(小熊英二 1995).
하세베는 당시 도쿄제국대학 인류학 교실의 주임 교수였던 무라마쓰 료[松村瞭, 1880～
1936]가 사망한 뒤 기요노의 가세로 1938년에 그 후임자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리고 우생학
을 지지하는 ‘일본민족위생학회’의 평의원이었던 도쿄제국대학 총장을 설득하여 인류학교실을
‘인류학과’로 승격시켰다(小熊英二 1995: 263). 그 후 하세베는 장기간 ‘일본인류학회’ 회장직
을 맡아 일본 인류학계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세했다.
초기의 기요노는 ‘원인본인’과 외부민족과의 혼혈을 약간 인정했는데 古事記』『日本書紀에
등장하는 이민족은 천황을 흠모해서 일본으로 도래했다고 해석했다(淸野謙次 1944). 과학자와
어울리지 않는 그의 말에서 그가 신봉하는 우생학은 황국사관(皇國史觀)과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래설을 부정하는 기노요 설은 단순히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 산출된 것이 아니
라 황국사관에 의거한 국수주의나 인종차별주의(racism)가 깔려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의 인종차별주의의 심각성은 일본인의 기원론 날조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행보에도 여
실히 드러났다. 기요노가 731부대의 창설자인 이시이 시로[石井四郎, 1892～1959]의 은사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시이에게 세균병기 연구를 권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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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731부대 병리해부 최고 고문을 맡으면서 인사문제 등에 깊이 관여하기도 했다. 그의 행보
는 인종차별주의 사상이 과학적 지식을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비인도적 범죄가 저질
러 질 수도 있다는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교토제국대학 조수 시절의 가나세키는 가요노 밑에서 인류기원론를 공동 집필했다. 함께
저서를 집필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저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하
지만 일반적으로 사제관계였다면 가나세키도 우생학을 지지하며 도래설을 부정해야 마땅하다.
가나세키가 우생학적 사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위의 台湾時報 글에서 확인했
다. 그런데 가나세키는 전후 누구보다도 일찍이 한반도 도래설을 주장했다. 기요노와 하세베
가 통계학을 구사하여 애써 도래설(아이누설)을 부정한지 20년만의 일이었다.
학계에서는 기요노와 가나세키는 혼혈을 중시했기 때문에 마치 가나세키가 기요노의 ‘혼혈
설’의 계승자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기요노가 혼혈설을 제창했던 배경도 의심해 봐야 할
사항이다. 1930년대 초 우에다는 기요노의 통계학적 결함을 알아차려 수정하지 않으면 공개하
겠다고 협박했으며 이에 기요노는 자신의 제자를 우에다에게 보내 통계학을 이수하게 한 다음
제자 이름으로 정정논문을 발표한 경위가 있다(寺田和夫 1975: 202-203).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기요노가 조금이나마 혼혈을 인정했던 이유는 우에다에 대한 눈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
가 후일 혼혈을 부정하여 하세베의 ‘변형설’과 비슷한 견해를 발표한 것도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케다 지로[池田二郎, 1922～2012]14)는 가나세키는 기요노가 언급하지 않았던 도래의 시
기와 지속기간, 그리고 도래 집단의 규모나 영향까지 검토했기 때문에 기요노의 ‘혼혈설’과 구
별해서 ‘도래설’로 불린다고 했다(池田次郎 1998: 172). 달리 말하자면 마지못해 도래인을 인
정한 연구자와 진심으로 도래인의 정체를 규명하려고 했던 연구자의 의지의 차이 라고 할 수
있다. 가나세키 설은 도래인의 위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경성학파 인류학’의 후예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요노 설과 거리가 먼 학설이라고 할 수 있다.
미호가 지적한 것처럼 “명확한 저항 이외의 언설을 모두 식민주의적이라고 단죄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설령 가나세키가 인도주의와 식민주의의 중간에 위치한 회색지대(gray zone)
에 있던 연구자였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인종차별주의를 실천한 기요노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
하지 말아야 한다.

4. 도래설 제창의 사상적 기반

1) 탈 자문화중심주의적 연구관
그렇다면 가나세키가 일본인의 기원에 도래설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인식에서
유래되었을까? 다시 民俗臺灣을 편집했을 당시로 돌아가 그의 일본문화와 아시아 문화의
관련성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1942년 7월의 民俗臺灣 2:7(13)에 실린 글에는 아
래와 같이 언급했다.

케

‘ 성학파 인류학’의

14) 이 다는 경
참조.

무라 유타카[今村豊,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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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1971]와 친분관계가

있다.

제4장

4

선생님의 일국민속학(一國民俗學)의 입장은 필자 역시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하고 있지
만 그 밖에 동아민속학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의 시
국에서 볼 때 더욱이 그 필요성을 통감한다. 필자와 같은 보통 사람조차 그러한 흥미가 생긴다. 앞
으로 대만에서 부흥해야 할 민속학이 이러한 분야에 공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金関丈夫
1942a).

이와 같이 위의 글은 원로 민속학자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 1875～1962]의 저서를 소
개하는 것인데 가나세키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일본민족의 단일민족을 표방하는 야나기타의
‘일국민속학’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당시 연구자들은 대동아공영권 구상이라는 시국에 자신
의 연구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가 큰 관심사였는데 다방면에 관심을 가진 가나세키는 해부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속학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야나기타가 제창하는 ‘일국민
속학’은 일본 민족주의를 선양하고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것인데 가나세키
는 이를 지양해서 ‘동아시아’라는 범주 속에서 민속학의 체계화를 도모하는 ‘대동아민속학’구
상을 제창한 것이다. 1942년 10월 民俗臺灣 2:10(16)에서는 ‘동아민속학’의 구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동아 성립의 보도에 접하면서 ‘동아는 하나’라는 우리의 신념이 더욱더 확고하다는 생각이 든
다.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대만민속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대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대만의 민속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대동아민속학의 완수에 중요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대동아의 맹주인 우리 일본인이 대만민속에만 매달릴 수 없다. 중국민속, 남양민속,
인도민속, 만주민속 등 대동아공영권 내의 민속을 규명할 필요성과 의무에 직면하고 있다(金関丈
夫 1942b: 48).

위와 같이 가나세키는 ‘동아민속학’의 목적은 대만과 같은 어느 특정한 지역의 민속학 규명
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시야에 넣어 구상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동아공영권 내에 포함한 중국․남양․인도․민주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민속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특히 자신의 필드인 대만의 민속연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의 민
속학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굳이 말하자면 중국 민속학의 지부라 할 수 있다.” (民俗臺灣
22:2)며 일본과의 비교보다 대만-중국 간의 비교를 우선시한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일본의
오래된 민속이 대만에서 개화했다는 사실도 전혀 성립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民俗臺灣
22:3)”고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본은 본토 일본이 아니라 오키나와를 가리킨다. 당시
대만에 이주한 내지인(內地人) 중에서 오키나와 출신자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일본의 오래된
문화가 대만으로 전파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구상은 야나기타의 민속학과는 전혀
다른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대만과 오키나와 연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다.
그것(대만연구-지은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지(內地: 일본)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대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대만문화-지은이) 밝혀졌을 때 비로소 오키나와 문화를
규명할 수가 있다. 오키나와에서 일본적 요소만을 찾으려고 한다면 오키나와의 모습을 완전히 파악
할 수 없다. (중략) 야나기타 선생님은 오키나와의 세골장을 보면 바로 일본의 오래된 묘제와 결부
시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일단은 대만부터 중국 남부까지 분포되어 있는 세골
장을 조사해야 한다. 이것 역시 대만이나 중국 남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오키나와 조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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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民俗臺灣22：12).

가나세키는 기존의 대만연구나 오키나와 연구에서 일본의 옛 모습을 찾으려고만 하는 일본
중심 시각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을 탈피해 현지의 민속을 있는 그대로 정확
히 파악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현지를 잘 아는 현지 사람이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가나세키는 일본인이 아시아 연구를 할 때 범할 수 있는 오
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야나기타의 ‘일국민속학’의 목적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일본인의 정체성 확립하는 데 있었
지만 가나세키는 이를 수긍하지 않고 ‘일본’이 아니라 ‘동아시아’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아시
아 민속을 연구하는 목적은 일본의 오래된 습속을 규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
적 계보관계를 있는 그대로 체계화하는 데 두었다. 단지 동아시아의 맹주로서 바람직한 방향
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일본의 역할로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대동아공영권 구상’이 정치․
경제적 계기로 제창된 것인 만큼 가나세키가 구성했던 이상과는 괴리가 있기 마련이다.
‘동아민속학’ 구상은 수포에 돌아갔지만 가나세키의 구상에서는 탈 일본중심주의적 인식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일본의 귀환해서 일본인의 기원연구에 착수하기 전부터 도래인의 배척하
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가나세키의 인도주의 사상적 배경
그렇다면 가나세키가 탈 일본중심적 사고를 가지게 된 사상적 배경은 무엇일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나세키의 학풍은 해부학․인류학․고고학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인문학
을 포함한 다방면의 학문을 포섭한 폭넓은 학문이었다. 그가 열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한
1930년대는 일본의 인종․민족연구가 자연과학과 인문학 혹은 인종학․민족학․민속학 등으로 전
문적으로 구별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대만시절부터 동료 및 제자로서 가나세키와 인생을 함께 했던 고쿠부 나오이치(国分直一,
1908～2005)는 가나세키의 인물과 사상적 특징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다. 우선 탈자문
화중심주의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가나세키는 독일 민족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는 아돌프 바
스티안[Adolf Bastian, 1826～1905]이 제창한 개념 ‘Elementargedanken[독]’을 언급하면서
인류학도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한다. 고쿠부에 의하면 가나세키의 연구
철학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한다(国分直一 2006: 209). 이 개념은 한국에서는 ‘심리적
보편사항’․‘원초적 관념’․‘기본적 사고’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인간의 심성은 근본
적으로 같지만 지리적 차이에 따라 민족마다 문화가 다른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의 반 인종차별적 사고의 근간을 이루는 말이라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기독교’를 들었다. 가나세키는 고등학교 시절에 성공회의 외국인 선교사한테 감
화를 받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톨스토이 신봉자이기도 했다. 성공회는 종교개혁의 결과 태
어난 교회로서는 프로테스탄트에 속해 있으면서 고대 교회가 추구한 가톨릭적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와 천주교의 양쪽 특징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교회
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하나를

향하는

‘세계

교회주의(또는

교회

일치주의,

ecumenism)를 지지하며 스스로 ’가교 역할을 하는 교회(Bridge Church)’로 부른다. 그리고
성공회에서는 다양한 사고방식이나 존재양식을 서로 인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다양성 속의
통일(Unity in Diversity)’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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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성공회의 특징과 비추어 봐도 가나세키의 사상은 인종차별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
은 일목요연하다.
세 번째로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를 들었다. 이것은 일본에서 대체로 다이쇼 연간에 해
당되는 1910년대에서 1920년대로 걸쳐 일어난 정치․사회․문화 각 방면에서 일어난 민본주의
의 발전이나 자유주의적인 운동․풍조․사조의 총칭이다. 나가세키는 무샤노코지 사네아쓰[武者
小路実篤, 1885～1976],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 1878～1923], 시가 나오야[志賀直哉,
1883～1971],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와 같은 문단의 작가나 요시노 사쿠조[吉
野作造, 1878～1933] 등의 민본주의 사상가한테도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国分直一
2006: 258-259).
그 중에서 무샤노코지․아리시마․시가는 문학사에서 ‘시라가바 파[白樺派]’16)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화족이나 특권계급의 출신자로서 엘리트 의식, 그것과 표리
일체를 이르는 컴플렉스, 코스모폴리타니즘, 옵티미즘, 천재주의, 이상주의를 들 수 있다. 그
들은 사회적, 경제적 구속에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문화를 창출하할 수 있는 전위적 역할을 했
다. 그들은 자신(個 개념)을 국가 및 사회(種 개념)을 초월하여 직접 인류나 세계(類 개념)에
연결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메이지의 내셔널리즘과 다른 코스모폴리타니즘의 특색이 있었다(林
達夫․野田文夫․久野収․1971: 728-729).
이와 같이 ‘개인’이 ‘인종’을 넘어 ‘인류’로 연결하려는 것이 그들의 사상이었다면 이에 경도
했던 가나세키의 사고방식에도 인종차별주의가 들어갈 틈이 없었으며 인류애를 바탕으로 코스
모폴리타니즘을 지향했을 것이다. 고쿠부의 지적이 맞다면 가나세키가 지향하는 사상은 어떤
면에서도 자문화중심주의나 인종차별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당시 이러한 사상과 교양을 가진
지식인들이 많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1930년대 말에 고취된 군국주의 앞에서 퇴색되고 무산
되었다. 가나세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를 오래토록 견지한 것 같다. 반대로 가나세키 동시
대에 살았어도 오히려 군국주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도 많았다. 그런 면에서 나가세키의
인도주의적 학풍은 그의 타고난 성품에 의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1950～60년대 당시 인류학계에서는 스즈키와 가나세키는 ‘동쪽의 스즈키 서쪽의 가나세키’,
또는 ‘변형설의 스즈키, 도래설의 가나세키’로 대조적으로 일컬어졌다. 그들의 차이에 대해 혹
자는 인골연구에 특화한 스즈키와 폭넓게 인류학적으로 접근한 가나세키의 방법론적

차이에

서 이인한 것으로 언급한다.17) 그러나 그들이 모두 도래설을 부정했던 대표적 연구자의 제자
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스스키는 하세베의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충
실한 ‘변형설’ 계승자가 되었으나 가나세키는 기요노가 애써 부정해 왔던 ‘도래설’을 재조명했
다. 그들의 차이는 연구방법에만 환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관과 세계관까지 살펴보아
야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5. 맺음말

가나세키는 1930년대 자신의 스승이 부정했던 한반도 도래설을 20년 후, 다시 재조명하여

p //
kk / k / k k
l
년 창간
카바 白樺
무 를 중심 해
념 작풍 공유
었 생 되 작 들
킨

15) htt : www.ns .org osa a sei ou ai1.htm
16) 1910
동인지 『사라
(
, 백화나 )』
이게
서 일어
문
이나
을
하고 있 다고
각 는 가 을 가리 다.
17) https://blog.goo.ne.jp/garfsn1958/e/a9402a6364ca852134620f929d3df1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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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예 시조. 또한 그 이

한반도 도래인의 위상을 올린 선구적인 연구자였다. 이 글은 그가 한반도 도래설이 부정되고
있었던 사조 속에서 그것을 재조명할 수 있었던 그의 인식이나 사상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가나세키는 휴머니스트로서 학계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에게도 존경과 신뢰를 받아 왔지만
탈식민주의 사조 아래 그의 숨겨진 모습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는 확실히 대만인과 문
화를 사랑했으나 대만의 식민지화에 저항한 독립운동가는 아니었고 더구나 여타 민족 중 대만
의 민속만을 사랑한 것도 아니다. 그의 목적은 동아시아의 민속을 규명하려는 커다란 청사진
속에서 대만민속을 기록하는 데 있었으며 이것이 일제의 아시아 침략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아무리 휴머니스트라 할지라도 때로는 시국에 맞게 우생학적인 언설을 표명
할 수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회색지대에 있었던 연구자라는 비판은 면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가나세키가 대만 독립운동가가 아닌 한 그의 언행을 모두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부당하다. 우리는 가나세키를 그의 스승 기요노와 같은 수준의 우생학자로 인식하는 오류만은
피해야 한다. 기요노는 자신의 국수주의 신조에 맞는 연구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통계방법의
날조도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사목적을 위해 비인도적인 인체실험도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그의 손에서 일본인의 기원에 관한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나왔다면 오히려 이상
할 일이다. 가나세키가 ‘경성학파 인류학’ 학통이 아니라 기요노의 학통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오히려 그의 업적과 용기를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국수주의적 인종차별주의에 심취했던 하세베와 기요노는 1930년대 말에 제대로 돌아갔던
일본인의 기원연구의 궤도를 크게 우회시켰다. 가나세키가 제자리를 돌려주는데 도래설을 주
장할 수 있었던 것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그의 안목과 사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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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세키 다케오의 한반도 도래인에 관한 인식>에 대한 토론
이동희(인제대)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민족의 기원에 대한 인류학계의 사조는 ‘변형설’(외부민족의 유전적
영향 없이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였다는 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글은 2차 세계대
전 패전 후 한반도 도래설이 부정되고 ‘변형설’이 정설이었던 시대에 한반도 도래설을 다시
재조명하였던 가나세키 다케오(1897-1983)의 인식과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발표자는 “가나세키의 스승인 기요노가 국수주의적 인종차별주의자로서 1930년대 말에 일본
인의 기원연구의 궤도를 크게 우회시켰는데 반해, 가나세키가 도래설을 다시 주장한 것은 보
편주의에 입각한 그의 안목과 사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발표자의 견해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자 한다.
첫째, 1920년대 이후 기요노(1885-1955)와 하세베(1882-1969)는 ‘아이누 설’(일본의 석기시
대인은 아니누였으나 후대에 도래한 사람들이 일본인의 선조가 되었다는 학설) 비판을 위해
많은 석기시대 인골을 수집하고 가설을 발표했다. 결국, 그들이 학설이 정설이 되었다. 이러한
연구에 일본 제국주의가 관여했는지, 혹은 통계상의 조작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발표자가 언급한 야마구치현 도이가하마 유적 뿐만 아니라 구주 서북부일대에는 한반
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석묘와 석관묘 등이 다수 발견되고, 초기 농경유적 및 관련 주거
지와 유물들이 함께 확인된다. 이러한 야요이시대 이른 단계의 유적들에 대해 한국 학자들은
대부분 한반도에서의 이주민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본측에서는 소수 인골 자료만을
근거로 토착 죠몽인임을 강조한다. 물론, 혼혈을 통해 일부 지석묘 출토 인골은 현지민인 경
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석묘는 大石의 채석·이동·축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에 어깨
너머로 배울 수 있는 바가 아니며, 이주민 없이 축조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일부 일본학자는
구주 어민들이 한반도 남부와 교류하면서 지석묘 축조 방식을 배워서 활용했다는 주장까지 제
기한 바 있다. 그런데, 세계 어디서나 지석묘를 포함한 거석문화는 농경민족과 밀접한 관련성
이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까지의 일본학계의 연구동향을 보면, 고고학에도 일본
민족주의가 개입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해 견해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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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근대국가 형성 과정과 그 구조

장우순·문치웅
(홍익인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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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근대의 군대는 하나의 인간을 전술적, 혹은 효율적인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군대의 구성원
은 지휘자의 감시와 통제에 순응하여, 조직의 목표를 위해 소모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 인
간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품성과 인간성은 철저하게 사상되었다.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 할
수도 없고, 제시된 목적에 의문을 품을 수도 없다. 의문과 부정은 처벌, 소외, 도태를 의미하
기 때문이다. 인간성이 말살된 상태에서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며, 극소수만이 독점한 정보
와 전략을 위해 인간이 효율적인 부품으로 기능하는 곳이 바로 근대의 군대였다.
근대시기의 일본은 소수 군벌이 권력을 독점한 채 강한 군사력에 의지하여 군사대국화를 지
향하였던 군대와 같은 사회였다. 권력을 장악한 소수의 군벌은 전근대시기의 유산인 무사사회
의 특징을 근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독일로부터 이식받은 근대식 군대의 통제 기제를 사회 곳
곳에 배치하여 근대적 병영사회를 만들어나갔다. 특히 근대의 국민을 생산하는 제조창의 역할
을 하였던 학교와 군대는 근대권력의 요구에 부응하여 철저하게 개인의 일상을 감시·통제하고
파편화함으로써 병영사회에 적합한 인간상을 조립·창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민족, 국민, 자본주의 등 근대적 개념들을 고안하고 그것들로 정체성을 구성하였던 근대적
정치체제이자 총체적 산물인 ‘근대국가’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은 근대의 전 시기인 근세, 혹은
중세의 유제로부터 시작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근대시기 여러 국가들의 형태와 성격을 통
해서 확인된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등 서구의 국가들이 그
들의 과거와 전통1)으로부터 각자의 근대를 도안하였고, 일본 역시 그들의 역사적 경험이나 제
도와 무관하지 않은 독특한 형태의 근대국가를 마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뒤늦은 시기에 근대
를 경험한 대부분의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경험하였던 전근대의 유
1) 근대에 전통의 지위를 획득한 이전 시기의 유제는 실재하던 모습과 달리 근대적 가치와 물적 토대에
의해 파괴적인 해체와 재조립의 과정을 거친 전통이다. 말하자면 근대의 창을 통해 재해석된 전통이
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마저도 전 시대의 무언가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사실 만큼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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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여전히 그들의 근대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였다.
본고는 일본이 근대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에도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들을 근대를 구
성하는 핵심요소로 활용하게 되었던 내적 논리2)에 관심을 가졌고, 특히 메이지유신을 주도한
서남지역 출신 하급무사들의 역할에 주목하였다.3) 이들은 에도시대 말기라는 특정한 시공간에
서 경험하였거나 혹은 희망하였던 전근대적 가치들을 근대적 관점과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근
대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특히 이들 가치들은 가장 효과적인 근대적인 통제 수단이었던 헌법,
교육제도, 징병제 등의 법률·제도에 접목됨으로써 근대 일본인들의 일상을 규율하는 규범체계
로 재해석될 수 있었다. 이 규범체계는 단순히 근대적 작위, 부작위를 구별하는데 그치지 않
고, 손짓, 걸음걸이, 말투, 표정 등의 신체적 범위를 지나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포함하는 정
신세계에 이르기까지 근대 일본인의 모든 것을 규율하고자 하였고,4) 일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주지하듯이 이러한 성공은 보다 위험한 파국을 알리는 예고편에 지나지 않았
다. 무사들이 구축한 근대 일본의 규율권력은 끝내 일본사회와 국민들을 전체주의와 군국주의
의 외길로 내모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고, 많은 주변의 국가들이 근대의 군사국가
일본의 모순과 폭압에 정면으로 맞서는 시련에 직면하여야 했다.
본고는 일본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을 근대권력의 작동 방식이었던 감시와 통제, 규율의 관점
에서 살펴봄으로써 근대국가 일본의 성격과 구조를 들여다 보고자하였다. 우선 근대국가의 형
성과정과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근대의 중요 가치로 선전되거나 창조되었던 전근대적 유제인
‘사무라이문화’ 혹은 ‘무사도’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전근대와 근대를 관통하였던 ‘정신문화’
의 실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메이지유신정부가 영향을 받았거나 재해석한 일본의 전
통, 그리고 선택적으로 수용된 서구문물과 그 영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전근대와 근대를 연결한 장본인인이자 메이지유신을 주도하였던, 일본 서남
지역 번들의 하급무사들의 역할과 성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철저하고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체제를 구축하여 개인의 내면마저 규율하였던, 군사문
화적 폭압과 확장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한 근대 일본에서, 규율권력의 의지를 내면화할 수밖
에 없었던 일부 사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황국사관’이나 ‘식민사학’ 등의 역사왜곡을 어떻
게 바라볼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자 한다.
2. 에도시대와 무사도
전근대의 일본은 쇼군(將軍)이 통치하는 무사의 나라였다. 한국과 중국이 일찍이 유교정치이
념을 근간으로 문신지배의 전통을 굳힌 반면, 일본은 근대에 이를 때까지 이렇다 할 정치이념
을 가지지 못하고, 무신지배의 전통만을 유산으로 남긴 채 근대를 맞이하게 된다.
일본은 근대 이전 700 동안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 토쿠카와
2) 서구사회가 근대시기 다른 사회에 가한 충격이 그 사회의 근대화의 외적요인이자 핵심적인 근원이었
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적어도 아시아의 근대화에서 그 외부적 요인은 변수가 아닌 상수에 가까운
값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충격의 시기와 구체적인 충격의 주체에 따른 차이는 또 다른 변수들
을 대입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 될 것이다. 그 사회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 즉 수탈의 기대치와 서
구의 충격에 대응하였던 내재적 논리야말로 그 사회의 근대적 성격을 설명하는 강력한 변수이다.
3) 통일신라의 육두품, 조선시대의 중인들에서 이들 하급무사들과 비슷한 계급적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전시대의 전통에서 일정한 권력을 누리면서 실력을 축적하고, 최상층 계급들에 대한 불만과
체제에 대한 반감을 키워 혁명적인 변혁의 순간 주도적 역할을 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4) 푸코는 규율권력이 최종적으로는 피지배자의 의식으로서의 판옵티시즘(panopticism)으로 완성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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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부(德川幕府)의 시기를 거치면서 무사들에 의해 지배되었고, 그러한 무자통치의 전통이 사회
의 근간으로 굳어진 사회였다. 조선이 선비의 나라라면, 전근대 일본은 사무라이의 나라였다.
최근의 관련 연구들은 일본의 근세인 에도시대를 주자학의 사회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일본 뿐 아니라 한국의 연구자에게서도 흔히 나타난다. 이는 마루야마 마사오(丸
山眞男)의 『日本政治思想史硏究』5)가 일본 학계에서 가지는 위상이나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자하였던 일본 근대의 오도된 지식왜곡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국 연구자의 경우 일본의 유
학자 개인과 사상을 주로 다루면서, 그 사상의 내용과 의미에만 관심을 가지고, 시대적 역할
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근대의 일본에서 해석된 내용을 비판 없이 인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경향일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부 연구자들은 에도시대의 유학이 지배적 이념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일
본의 와타나베 히로시(度辺浩)는 마루야마 마사오의 주장에 대해, “중국·조선에서 정치체제와
표리를 이루었던 정통적인 사상으로 군림하였던 송학이, 적어도 그 시기까지 일본사회에서는
일정한 유리한 조건을 기초로 점차 확대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왕
왕 매우 이화감을 주는 외래사상으로 존재했다는 조건”6)이라고 반박하며, 메이지 이후 막말시
대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유교적 색체가 강한 도쿠카와 사회의 상을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에
신중할 것을 주문하였다.7) 한국의 김영수는 에도시대의 유학은 기술적인 역할에 머물렀고, 무
사도가 당시의 사회를 지배한 원리였다고 주장하였다.8) 이용수도 도쿠카와 시대에 유학이 관
학화하지 못하고, 통치이데올로기로 작용하지 않았기에 학자들이 자유롭게 학문으로 유학을
연구할 수 있었으며, 古學도 이러한 학문적 태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9) 이용수의
연구는 유학이 현실권력과 괴리된 채 학문적 연구에만 머문, 기술, 혹은 주변적 학문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들 연구는 “주자학이 17세기 전반에 유학의 주류가 되었다는 것은 다만 학자의
세계에서만 그러하였다.”는 비토 마사히데(尾藤正英)의 분석10)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유교가 정치 및 사회의 모든 것을 규율하는 핵심 통제수단으로 기능하였던 조선과 달리, 일
본의 유교는 정치는 물론, 개인의 윤리나 일상생활에서도 이렇다 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
다. 단지 지식인들이 획득한 새로운 학문이론에 불과하였을 뿐이다. 에도시대에 주자학파와
고학파를 막론하고 일본의 대표적 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현실적인 것, 가시적인 것을 중시하
였다는 이용수의 분석11)은 일본의 유학이 보다 근본적이고, 고차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석의
능력을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그래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주자학에 대해 “(도입된 후) 반세기도 지나기 전에 형이상학적 지식에 대한 혐오가
고학운동을 초래하여, 원리나 규범보다 ‘인정’을 강조하는 등 일본적 유학으로 전화되기 시작
하였다.”12)는 김영수의 분석 역시 일본유학의 이러한 사정을 지적하고 있다. ‘유학자는 끄트머
리 신분’, ‘글 배운 이 태반이 의원 노릇’, ‘글 모르는 고관들’로 에도시대의 일본을 평가한 조
5) 丸山眞男, 『日本政治思想史硏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59. 마루야마가 도쿠카와 시대를 주자학
의 시대로 설정한 것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6) 度辺浩, 『近世日本社會と宋學』,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6, 4쪽.
7) 度辺浩, 앞의 책, 16쪽.
8) 김영수, 「근세도쿠가와 일본의 정치와 윤리 : 「赤穗事件」에 나타난 무사도의 「정치-윤리」의 갈등을
중심으로」, 일본사상 제 16호, 일본사상사학회,l 2006,
9) 이용수, 「도쿠가와(德川) 시대 前期 유학의 형성과 특성」, 『한국철학논집』 22, 한국철학사연구회,
2007, 12, 476쪽.
10) 尾藤正英, 「德川時代の社會と政治思想の特質」, 『展望日本歷史』 13, 東京, 東京堂出版, 2000, 68쪽.
11) 이용수, 「도쿠가와(德川) 시대 前期 일본유학의 『대학』관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7, 235쪽.
12) 김영수, 앞의 글,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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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학자 신유한의 지적은 에도시대 일본에서 유학이 가지는 위상을 정확히 보여준다,13)
“주자학에 의해 지식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기 전에 유학은 마치 비결과 같이 소수
의 전문가와 가문에 독점되었으나, 주자학에 의해 지식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었다.”
는 김영수의 분석14)은 에도시대 이전에 유학과 연결된 지식인이 극소수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는 점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후의 지식보급에서 유학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점
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에도사회의 지식보급이 일부분 유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일본이 16세기 후반부터 대륙 및 동남아와 활발한 교역을 하고, 네덜란드
등 서구의 상인들과 교역을 하면서 서구적 세계질서에 편입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서양
과의 교류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새로운 지식이야말로 일본사회의 지식수요를 창출
한 가장 강력한 자극제였다. 에도시대 일본에서 유학자는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지식 기
술자에 불과하였으며, 그 지식인 유학 역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쇄국정책이나 메이지유신 등, 모종의 전통을 차용한 정치이념을 창조해야 할 때,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면서 일본의 전통을 옹호하는 강력한 이념이었던 것으로 포장될
여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에도시대 유학이 가질 수 있었던 거의 유일무이한 가치였다.
일본유학의 개조로 불리는 하야시 라잔(林羅山)이 약관의 나이에 토쿠가와 이에야쓰(德川家
康)에게 발탁되지만, 결국 그 역할은 도쿠가와 가문의 스승, 외교사절과 교류하는 외교가 등으
로 국한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에도시대의 유학과 유학자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하야시 라잔이나 그의 스승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의 출발점이 불교였다는 사실
이 시사하듯이 에도시대의 유학과 유학자는 이전시기 불교와 승려가 담당했던 지식인의 역할
을 교대하였을 뿐이다. 에도시대의 유학이 정치규범과 윤리적 가치체계로서의 의미를 부여받
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전근대가 저물고, 근대가 태동하기 시작하던 메이지정부 시절이었다.
에도시대의 지도이념이라 주장되었던 유학이 실제로는 당시의 정치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
렀다면, 에도시대를 규정하고, 그 사회를 통제하였던 제 1의 지배논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에도시대를 지배한 유일무이한 절대가치는 ‘무사지배’라는 단 하나의 원칙이었다. 유학을 포
함한 모든 다른 가치관들은 모두 ‘무사지배’라는 단 하나의 원칙에 복무하는 하위개념에 불과
하다. 수백 년 간 막부정치가 지속되고, 전쟁이 계속되었던 일본사회에서 구석구석 철저하게
병영문화가 침투하여 일상화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일상이 병영인 사회에서
‘무사지배’라는 원칙은 다른 어떤 가치에도 앞서는 현실적이고 압도적인 가치일 수밖에 없다.
다만 무사지배의 개념은 유교, 기독교 등과 달리 종교, 정치, 사회규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이념체계가 아니었다. 단지 무사들이 현실적으로 사회를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일종의 말없는 규약이며, 일관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매우 임의적이고 변화무
쌍한 집행체계를 가지는 임기응변적인 행동규범에 불과하다. 따라서 어떤 일관된 명칭의 이념
으로 일본 에도시대 ‘무사지배’의 성격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무사도’라는 명칭 역시 메이
지 시기의 학자들이 에도시대의 무사지배의 원칙에 유교적 윤리체계를 결합하여 창조한 신조
어에 불과하다. 적어도 에도시대에 무사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에도시대에는 ‘부케쇼핫토(武家諸法度)’라는 법제가 있어서 막부와 다이묘 및 무사들의 관계
를 규율하였다. 부케쇼핫토는 막부와 다이묘 및 무사들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당시 사회의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정치, 사회적 질서를 규율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부케쇼핫토’는
이미 에도시대에 무사도가 존재하였고, 그 내용을 명문화한 근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
13) 申維翰/김찬순 역, 「일본에서 듣고 본 것」, 『해유록 : 조선 선비 일본을 만나다』, 보리, 2006.
14) 김영수, 앞의 글,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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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무사의 도덕적, 윤리적 규범이라기보다는 막부의 안위와 권
위에 관계된 내용을 규정한 조문의 성격이 강하다. 다음은 1615년에 처음 만들어진 부케쇼핫
토의 条文이다.15)
1. 문과 무술을 함께 연마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함부로 모여서 술 마시고 노는 것을 금한다.
3. 법을 어긴 자를 국가에서 쓰면 안 된다.
4. 자신의 나라에 반역자나 살인자가 있다면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5. 자신의 영지에 다른 나라 사람이 거주토록하면 안 된다.
6. 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고, 신축하는 것은 엄격히 금한다.
7. 주변 국가에서 뭔가 바뀐 것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8. (다이묘는)막부의 허가 없이 결혼을 함부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9. 참근교대(다이묘가 막부를 알현할 때)시 정해진 수 이상의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
10. 복장과 장식은 신분에 맞도록 할 것.
11. 신분이 낮은 사람은 함부로 가마를 타서는 안 된다.
12. 무사들은 절약에 노력해야 한다.
13. 다이묘는 능력 있는 자를 등용하여 정치를 행해야 한다.

‘부케쇼핫토’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이 법안을 기초한 이들이 승려인 곤치인 스덴(金
地院崇伝)이나 당대를 대표하는 유학자인 하야시 라잔,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등이었다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지식인의 역할이 승려에서 유학자로 교대되었으며, 이들 지식인 모두
법안을 기초하는 지식을 제공하였지만 실제로 법조문에는 이들 학자와 관련된 어떠한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권능도 허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무사도에 대한 학문적 해석 내지 의미부여는 사실상 메이지시기에 시작되었다. 후나츠 아키
오(船津明生)는 메이지시기에 야마오카 텟슈(山岡鐵船)와 후쿠자와 유기치(福澤諭吉)로 대표되
는 ‘和魂的 무사도’, 『하가쿠레』16)와 함께 「군인칙유」로 대표되는 천황중심의 ‘勤皇的 무사
도’,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稲造)의 무사도로 대표되는 ‘기독교적 무사도’ 등의 세 가지 사조가
있었다고 보았다.17) 이들 개념은 모두 메이지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통에 대한 근대적 재
해석에 불과하다. 특히 ‘근황적 무사도’는 이전 시대의 무사들의 전통과 절대로 연결될 수 없
는 가치이다. 주군인 쇼군이나 다이묘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하가쿠레』는 천황을 무
력으로 압박하여 허수아비로 전락시키고 권력을 탈취한 무사들이 탈취한 권력을 지키거나 다
시 탈취하기 위해 벌이는 이전투구에 충성을 바치는 것으로, 천황이 아닌 주군에게 목숨을 바
치던 일본 무사들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근황적 무사도는 메이지정부와 그 이데올로그들이
창조해낸, 천황이 아닌 근대권력인 자신들을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였을 뿐이다.
에도시기 실제로 사회를 통제한 것은 무사들의 무력이다. 그것도 이론화하거나 학문적 체계
로 뒷받침되지 못한 무력의 통치 담론이었다. 이러한 무사지배는 전근대시기 일본을 병영사회
화 하였고, 모든 일본인들에게 군대와 같은 규율을 내면화하도록 하였다. 17세기의 일본을 경
험한 신유한의 기록은 에도시대 일본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18)

15) 『Wikipidia』, '武家諸法度', Yahoo JAPAN.
16) 야마모토 쓰네토모(山本常朝)라는 에도 시대의 무사가 쓴 책으로 그는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죽음을
연습해야 유사시에 두려움 없이 주군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내용이 이후에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稲造)를 통해 일본 무사도로 외국에 소개되었다.
17) 船津明生, 「明治期の武士道についての日考察」, 『言葉と文化』 4, 2003, 22-26쪽.
18) 申維翰/김찬순 역, 「일본에서 듣고 본 것」,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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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그 인심과 습속이 전부, 손무, 사마양저의 軍과 같지만 이것은 禮敎가 있어서 이처럼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다. 國君과 각주 태주의 정치가 오로지 병제로부터 나와서 대소의 민서가 보고 배운 것이 하나같이 군법과
같은 것이다.

신유한은 에도시대의 일본은 학문이나 종교적 이념으로 지배되는 사회가 아닌 그저 군대와
같은 규율이 백성과 사회를 통제하는 일사불란한 규율사회임을 간파하였다. 군대와 같은 규율
과 무사지배의 원칙이 절대 명제인 사회에서 禮敎는 지적사치나 유희에 불과할 뿐 사회의 격
이나 실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무사도가 에도시기에 이론적으로 정립될 수 없었던 것도 이
러한 사회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굳이 이론적으로 정리하거나 해석함이 없어도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사실에 변화가 없고, 일본의 백성들 대다수의 의식수준이 무사지배의 사회
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문화하지 않은 무사지배의 원칙은 반대로
사회적으로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역설일 수 있다. 이렇게 실제로 사회를 지
배하였지만 명문화된 무사지배의 원칙, 즉 무사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이 없었다는 점에서, 일
본의 무사들은 중국이나 조선의 무사들과 달랐고, 중국의 병가와도 존재방식이 달랐다. 중국
과 한국에서 무사들이 전쟁과 국방이라는 일정한 기능을 담당한 하나의 관료에 불과했다면 일
본의 무사들은 수백 년간 사회를 통치한 유일한 지배세력이었던 것이다.
전근대, 특히 에도시대의 특징인 무사지배의 전통, 혹은 무사가 지배하는 병영사회의 전통
은 메이지시기 유신을 주도한 서남지역의 하급무사들에 의해 근대의 통치 담론으로 재창조됨
으로써 필연적으로 군국주의적이며, 전체주의적인 근대국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전통
과 근대 군국주의국가의 등장은 무사가 지배하던 일본사회의 태생적인 업보가 아닐까 한다.
3. 일본의 근대-천황제 전체주의 병영국가
근대 일본의 성격에 대한 규정은 메이지유신에서 시작되었다. 유신을 주도한 서남지역의 군
벌들은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며, 군대의 병영과도 같은 일본 특유의 근대를 창조한다. 근대가
창조되는 지점에 유산으로 남겨진 일본 에도시대의 병영사회적 특징과 에도시대의 하급무사들
이던 메이지유신 주도세력의 만남은 불가피하게 파시즘적 병영사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존왕론을 명분으로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유신에 성공한 인물들은 대부분 서남지역 번에서
활동하였던 하급무사출신들이었다. 유신삼걸 중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를 제외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가 사쓰마번의 하급무사출신이었으며, 훗날
권력을 장악하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역시 조슈번 출신의
하급무사출신이었고,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는 사가 번의 무사 출신이었다. 이들은 막부를
토벌하고 근대의 서막을 열지만, 그들의 집권의 명분이었던 존왕은 그들이 가려던 서구적 근
대의 길과 반대의 지점에 서있는 가치였다. 하지만 이들에게 존왕은 과거 700년 간 일본을 이
끌어온 무사지배를 정당화하면서 집권을 가능하게 해줄 치명적 매력을 가진 가치였다.
유신세력은 그들의 주군이었던 번주, 다이묘, 막부를 대신하여 천황을 주군으로 세움으로써
대의명분을 세우고, 그들의 신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자신들의 계급적 한계
가 분명하던 막부시대는 반드시 무너뜨려야할 파괴의 대상이었지만, 자신들이 경험하였던 유
일하게 익숙하고, 통제가 가능한 체제로 그들의 집권을 위해서 일정 부분 유지가 필요하였다.
이제 유신세력은 에도시대의 유산으로부터 무사지배의 병영사회를 차용하고, 막부대신 천황을
주군이라 천명함으로써 근대를 주도하는 일본 전통의 담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이 장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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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담지자라는 권능은 서양의 문물을 그들의 방식으로 수용하고, 해석함으로써 근대의 일
본사회를 그들의 의지대로 규정할 수 있는 막강한 현실권력을 그들에게 부여할 수 있었다.
강성한 군사국가를 지향한 근대 일본의 병영사회적 특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에서
탄생한 북한의 빨치산국가나 한국의 군사독재정권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북한사회와는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근대 일본의 권력인 서남지역 군벌이 천황을 신격화하고
현실권력의 정점으로 내세우면서 최고의 통치담론으로 ‘천황담론’을 생산하였다면, 북한의 항
일빨치산 세력은 수령을 철저히 우상화여 주체사상의 정점으로 설정한 ‘수령담론’을 생산하여
북한사회를 통제할 수 있었다. 천황과 수령은 인간과 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전통의 담지자로
절대화되고, 살아있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숭배된다. 천황이 정점인 황도사상과 수령이 정점
인 북한의 주체사상을 관통하는 전통 또한 공교롭게 유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19) 근대
일본사회와 북한사회는 인민들에게 유교적 가족관을 사회와 국가로 확장한 국가관을 국가의
정체성으로 제시하고, 학교와 군대, 언론매체 등을 통해 끊임없이, 철저하게 세뇌의 과정을 되
풀이 하였다. 이때 천황과 수령은 어버이로 제시되고, 인민들은 그 자식이 되어 부모에게 효
를 다하듯 충성을 바쳐야하는 존재로 해석되었다. 한편 근대의 일본과 북한은 소수의 군벌이
권력을 장악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군사국가였다는 점, 쇼비니즘에 가까
운 신화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병적으로 집착하였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메이지 초기부터 시작하여 메이지헌법이 제정되는 1889년까지 메이지 정부의 주도세력이
구축한 감시와 통제장치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기제들이 어떻게 근대의 일본인을 규율하였
고, 메이지 주도세력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었는지 보다 상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특히 이러한 기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본의 병영사회화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해
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1) 왕정복고-왕의 귀환, 혹은 소환
神武天皇에서 시작되었다는 천황제의 전통은 『古事記』, 『日本書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닐 개연성이 농후하다. 천황의 재위기간과 수명을 보면 新武가 75년과 127세, 孝昭
가 82년과 114세, 孝安이 101년과 137세, 景行 59년과 147세에 이르는 등 신화에서나 가능
한 황당한 내용이다. 이는 고대의 여러 정치체들 중 최종적인 승리를 거머쥔 孝德과 그 후손
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관련한 정통성을 윤색하는 과정에서 해당내용을 무리하게 창작, 차용하
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렇게 볼 때 天孫降臨, 神武天皇의 東征, 3종의 神器 역시 만세일
계의 천황신화를 조작하기 위한 창작물에 불과함을 지적한 이노우에 기요시(井上淸) 등의 견
해20)는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 만세일계라는 천황의 전통은 다른 나라의 고대 역사가 그
렇듯이 최종 승리자를 정당화하기 위한 윤색과 창작의 과정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결코 실재
하였거나 참고할만한 역사적 史實이 아닌 것이다. 『古事記』가 712년, 『日本書紀』가 720년에
완성되는 등 천황관련 기록이 모두 효덕천황 이후에 생산되었다는 사실에서도 효덕천황 가계
를 중심으로 천황신화가 날조되었다는 분석은 커다란 설득력을 가진다. 문제는 이렇게 창조된
천황신화가 근대 일본에서 현실권력을 위한 전가의 보도로 부활하였다는 것이다.
19) ‘주체사상’과 ‘우리민족제일주의’는 수령, 당, 인민을 각각 아버지, 어머니, 자식으로 상정한 삼위일체
사상을 사회의 근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는 전
근대시기의 익숙한 가족관이었던 유교적 가족관을 사회와 국가의 구성논리로 채용한 것이다. 이들 사
상은 유교적 전통을 채용한 주관적 관념론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으로부터 멀찌감치 벗어나 있다.
20) 井上淸, 「天皇制の歷史」, 『天皇制論集』 第 1集, 東京, 三一書房, 1974,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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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일본에서 천황은 막부가 지배하던 수백 년간 실권이 없는 상징적인 존재에 머물렀
다. 천황은 막부시대가 종식되고 나서야 메이지정부에 의해 신적인 존재이자 현실권력의 정점
으로 재해석된다. 천황이 근대적 권력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에서 천황의 정치적 역할은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었으며, 서남지역 출신 하급무사들에 의해 철저하게 모든 과정이 주도되었
다. 이들 서남지역출신의 하급무사들이 지역동맹을 결성하면서 왕정복고에 각고의 노력을 기
울인 것은 결코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권력의 중심이 되기 위해 불가
피하게 천황의 권위를 차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때에 막부체제를 적극 옹호한
孝明天皇은 700년 막부시대를 통해 길들여진 천황의 현실적 처지를 보여주지만, 서남지역의
하급무사들에게는 집권을 방해하는 걸림돌일 뿐이었다. 孝明의 급사가 이들 하급무사들의 毒
殺이든 아니든 그 논란의 진위와는 상관없이 이 시기 정치적 의제와 관련된 모든 논의의 총체
적 결과는 서남지역 출신 하급무사들이 권력을 장악하였다는 단 하나의 사실이다.
서남지역 하급무사들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 하급무사들에 의해 강제로 소환되었던 것은 하
급무사들이 함부로 가질 수 없었던 정통성, 혹은 전통과 관련이 있다. 쇼군, 다이묘, 상급무사
가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이들은 가질 수 없었으며, 오히려 이들은 막부체제
를 타도하면서 인민들에게 전통의 파괴자로 읽힐 가능성마저 있었다. 이러한 약점들을 상쇄하
면서 이들에게 정통성을 부여할 유일한 보완제가 천황일 수 있다는 점에 이들은 주목하였다.
막부를 타도할 유일한 정치적 명분이면서, 자신들이 익숙한 봉건시대의 유제를 근대를 통치하
는 담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존재였기에 황제는 이들에게 소환 당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천황을 이용하여 권력을 창출한 서남지역 하급무사들은 그들 중심의 권력구조를 구
성하는 과정에서 천황제를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로 활용하였다.21) 막부시대의 주군을 근대시기
의 천황으로, 막부시기의 무사를 근대의 국민으로 대체하여 막부시대의 무사가 주군에게 그랬
듯이 근대의 일본국민을 천황에게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였다. 표면상
으로는 천황에 대한 충성이었지만, 사실상 천황을 대신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서남지역 군벌들
에 대한 충성이었다. 이 시기에도 천황은 막부시대처럼 권력집단에게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
는 제사장의 역할에 머물렀지만, 천황제는 메이지정부와 그 후계자들에 의해, 학교, 교육, 군
대, 언론, 경찰 등 일본 근대사회를 통제하는 모든 기제들을 관통하는 근대적 담론들의 최상
위 담론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사실상 실권이 없던 근대 일본의 천황은 근대시기에 갑자기 권
력의 전면에 소환되어 뜻하지 않게 악역을 부여받을 수밖에 없었다.
현실권력으로서 근대 천황제는 천황을 국가와 동일시하여, 부모처럼 섬기며, 천황으로부터
권력의 집행을 위임받은 정부의 통제에 따라야하는 자식 같은 존재로서, 국민으로서, 근대의
일본인을 규정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수령을 아버지, 당을 어머니, 인민을 자식으로 정의
하고, 국가를 가족과 같은 혈연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수령과 국가에 대한 충성의 당위성을 강
조하였던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막부체제의 붕괴에서 메이지헌법이 제정되기까지 23년의 시간 동안 근대권력의 재해석 및
전유과정을 거쳐 생산되고, 유통되었던 천황담론은 결국 메이지헌법의 조문을 통해 실체적인
규율의 논리와 근거로 구체화 된다. 다음은 메이지헌법의 천황관련 조항이이다.22)

21) 1968년의 「왕정복고대호령」, 1882년의 「군인칙유」, 1889년의 「대일본제국헌법」, 1890년의 「교육칙
어」 등을 통해 구성된 천황담론은 메이지정부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청
황담론은 메이지정부를 만들고 집권에 성공한 서남출신의 군벌들이 기획·생산한 것으로, 천황의 유일
화, 신격화를 등에 업고, 다른 정치세력이나 인민들의 저항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22) 『Wikipidia』, '大日本帝國憲法', Yaho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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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１章 천황
第１条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第２条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승계한다.
第３条 천황(의 권위)은 신성하여 침해할 수 없다.
第４条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第５条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찬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第６条 천황은 법률을 재가하고 그 공포와 집행을 명할 수 있다.
第７条 천황은 제국의회를 소집하고, 그 개회, 패회, 정회 및 중의원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第８条 1항 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재해를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에 따라 제국의회를
폐회하는 경우 법률을 대신하여 칙령을 내릴 수 있다.

２항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하

고, 만약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공포해야한다.
第９条 천황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
에 따라 명령을 발하거나 발하게 할 수 있다. 단,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 없다.
第10条 천황은 행정 각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며, 문무관을 임면한다.
第11条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第12条 천황은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병액을 정한다.
第13条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며,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第14条 1항 천황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２항 계엄의 요건과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第15条 천황은 작위,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第16条 천황은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다.
第17条 1항 섭정을 두는 것은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２항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대권을 행사한다.

메이지헌법은 천황을 의회의 해산, 정부의 구성, 군대의 통수권 등 막대한 권력을 가진 국
가권력의 정점으로 명문화하였다. 근대의 일본인은 헌법에 따르면 그저 천황의 신민으로 천황
의 은총을 기대해야 하는 피동적 지위를 가졌을 뿐이다. 근대 권력의 해석으로 부활한 막대한
천황의 권력은 사실상 메이지유신 군벌들이 자신들에게 선사한 권력이었다. 천황은 단지 권력
의 볼모가 되어 메이지유신 군벌들의 결정을 추인하는 존재에 불과하였다. 결국, 천황이 에도
시대에 가질 수 없던 권력은 근대의 일본에서도 허락되지 않았다. 헌법이 천황에게 부여한 무
소불위의 권력은 메이지 군벌들이 근대 일본을 무소불위로 농단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며,
근대 일본인들이 처하게 될 폭압, 극단적인 통제와 감시의 일상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2) 학교와 교육
천황제를 가장 상위의 이데올로기로 채용한 유신정부의 내적인 목표는 근대의 일본을 막부
시대의 군대와도 같은 근대적 병영사회, 소수가 설정한 목적을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돌진하
는 다수의 병사화된 근대 국민들로 구성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효율적이고 통제가 용이
한 병영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군대에서처럼 모든 개인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통
제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길 뿐이다. 이렇게 감시와 통제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병사와 같은 국
민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이 바로 교육이었다. 학교는 군대제도와
함께 피지배자가 그들 스스로, 혹은 서로 감시토록 하면서, 어떤 정형화된 인간상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주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판옵티시즘에 도
달토록 강요한다. 특히, 학교는 군대제도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학교와 군대의
통제가 결합하였을 때 교육이 의도하는 감시와 통제의 효과는 배가되지 않을 수 없다.
메이지정부는 1868년 교육에 대한 기본원칙이 들어있는 5개조 서문(誓文)을 발표하는데,
“지식을 세계에서 구하여 천황정치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힘써야 할 것”23)을 강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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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정치, 즉 그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정치질서를 위해 교육과 지식이 복무하는 구조의 사회
를 천명하고 있다. 1872년에는 「태정관포고(太政官布告) 제 214호」를 통해 ‘학사장려에 관한
피앙출서’의 각 장정과 조문을 발표하였으며, 문부성은 이에 호응하여 109장으로 구성된 ‘학
제’를 반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메이지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근대적 교육
에 커다란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지는 근대적 교육을 통해 훈련되고,
의식화된 병사, 혹은 병사화된 국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연결되어 있었다.
한편, 1979에는 천황의 명의로 「敎學聖旨」24)가 발표되는데, 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교육이
서양의 교육사조에 경도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인, 의, 충, 효, 전통 등의 가치를 중시하여 충
신, 의사, 효자, 절부 등을 본받는 도덕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메이지 정부의 주도
세력의 의사가 반영되었을 「교학성지」의 내용이 전근대의 전체주의적 사고에 함몰되어 있었다
는 것은 앞서의 언급처럼 그들이 의도하던 사회가 전체주의적 전통에 기반한 근대 병영사회였
기 때문이다. 1979년의 ‘자유교육령’25)을 번복하면서 1880년에 발표된 「개정교육령」은 천황
숭배를 중심으로 전체주의적, 군대식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신
도에 입각한 천황담론의 유통과 주입이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에서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가 읽
힌다. 어진영에 대한 배례, 창가의 합창 등 천황의 신격화, 절대화를 강제의 수준으로 주문하
는 당국의 저의는 천황에 대한 절대적 복종의식을 내면화하여 천황 대신 국정을 이끄는 메이
지 군벌의 권력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강요였다. 이러한 천황의 신격화, 절대화는 병영사
회화와 맞물리면서, 마치 무사시대에 무사가 주군을 위해 목숨을 걸었듯이, 근대의 일본인들
역시 국가, 혹은 천황으로 상징되는 권력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라는 압박이었다.
1890년에는 「교육칙어」가 반포되는데, 그 내용에서 1879년의 「교학성지」나 1880년의 「개
정교육령」이 10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근대 일본사회에 어느 수준까지 흡수되고, 체화되었는
지를 살펴볼 수 있다. 교육칙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짐이 생각건대, 우리 皇祖皇宗이 나라를 시작함이 광원하고 덕을 세움이 심후하다. 우리 신민이 지극한 충과 효로
써 억조창생의 마음을 하나로 하여 대대손손 그 아름다움을 다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국체의 정화이고, 교육의 연원이
여기에 있다. 너희 신민은 부모에게 효도, 형제간 우애, 부부 화목, 붕우 상신하고, 공검하여 박애를 널리 끼치며, 학
문을 닦고 기능을 배움으로써 지능을 계발하고 덕기를 성취해 공익을 널리 펼쳐 사회에 보답하며, 항상 국헌을 중시
하고 국법에 따라 유사시에는 의용을 다하며 공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천양무궁의 황운을 부익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은 짐의 충량한 신민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너희 조상들의 전통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도는 실로 우리 황조황종의 유훈으로 천황의 자손과 신민이 함께 준수해야할 것으로, 이것을 고금을 통해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되며, 중외에 베풀어야 한다. 짐은 너희 신민과 함께 삼가 명심하고 지키고 행하여 모두 그 덕을
함께 하기를 바란다.26)

「교육칙어」는 메이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던 천황 중심의 파시즘을 근대의 일본인
들에게 위압적인 어조로 강요하고 있다. 1872년의 ‘학제’가 발표되면서 국가에 의해 근대적
교육이 시작된 이래, 1879년의 「敎學聖旨」, 1880년의 「개정교육령」을 거치면서 천황담론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강해져갔던 근대 일본사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칙어’는 천황에
23) “智識ヲ世界ニ求メ大ニ皇基ヲ振起スべ”, 이 조항은 5개조 서문의 다섯 번째 조문이다.
24) 国民精神文化研究所, 『教育勅語渙発関係資料集 第一巻』, 1938. 하나의 ‘敎學大旨’와 두 개의 ‘小學
條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25) 자유교육령은 문부대보로 문부성의 실권자가 된 다나카 후지마로(田中不二麻呂)가 학제의 ‘소학교칙’
을 폐지하고, 지역 자율의 교육을 지향하는 서구제도를 도입하여 제정한 교육령
26) 문부성, 『尋常小學修身書』 Ⅱ기, 6학년, 26, 27, 28단원, 『尋常小學修身書』 Ⅲ기, 6학년, 25, 26,
27단원,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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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충성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며, 이러한 충성이야말로 조상의 전통으로 신민의 마땅한 의
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언설은 메이지 유신헌법을 주도한 세력의 정치적 승리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였지만, 근대 일본의 학교와 교육제도가 매우 효율적인 감시와 통제의 기관으로
작동하였음을, 그래서 감시와 통제에 놓인 사회가 어떻게 감시와 통제를 내면화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1972년부터 근대적 교육제도에 따라 학교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근대적 감시와 통제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천황중심의 통치담론을 내면화한 세대가 혈기왕
성한 20대가 되어 사회의 주력으로 등장하게 된 전술적 승리27)를 마주하였을 때, 그 담론의
생산자이자 유통자인 동시에, 감시와 통제의 정점에 있던 ‘권력’은 보다 큰 전략적 승리를 위
해 감시와 통제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이 남로당파, 연안파, 소련
파를 차례로 제거한 후, 항일혁명전통의 유일한 담지자로서 신격화된 지위를 차지하자 무소불
위의 권력으로 현대판 빨치산 국가를 세우고 통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일본의 근대권력28)은
천황을 신격화하는데 성공하고 있었고, 다음의 장면에서는 이들의 통제에 놓인 병영사회와 그
사회의 수난을 목도하게 될 터였다.
일본의 근대의 교육은 개인의 입장에서 전근대적 망령인 황도와 사무라이문화를 근대의 지
식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내화하는 과정이었다. 거부, 반대는 반사회적, 반
국가적 낙인을 의미하였고, 일정한 처벌이나 처벌의 공포를 감내해야만 하는 모험이었다.
3) 징병제
일본의 근대 군대제도는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군벌들 그것도 주로 조슈번의 하급무사출신
인사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조슈번 야마구치(山口)의 무사 출신이자, 3대 내각총리를 역임하는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1872년에 「징병고유(徵兵告諭)」를 발표하여 일본의 근대 군대
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29)
우리나라의 고대 병제는 국민 모두가 군인이 되었다.……세습으로 일하지 않고 사는 무사는 봉록을 줄이고,
도검을 허리에서 분리하는 것을 허락하여, 사농공상의 사민이 마침내 자유의 권리를 취득케 하려는 것이다. 이
는 상하의 신분차이를 없애고, 인권을 평등하게 하려는 방법으로,……서양에서는 수백년간 연구하고 실천하여
병제를 정하였다.…… 따라서 지금, 그 장점을 취하여 일본 고유의 군제를 보충하고, 육군, 해군의 두 군대를 상
비하고자 하니, 전 국민의 20세 이상의 남자는 병적에 편입하여 국가의 위급에 대비하여야 한다.

「징병고유」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군대에 편입하겠다는 메이지 군벌의 의지를 보여준
다. 근대식 군대의 창설과 국민개병을 통한 전국민의 군대화는 메이지 정부의 군벌들에게 권
력의 자기증식을 위한 핵심 의제로 인식되었고, 그 때문에 군대에 대한 이와 같은 담론들이
생산되고,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 「징병고유」의 내용 중 ‘인권의 평등’은 알맹이 없는 수사에
불과하였고, 숨어있는 속뜻은 사족들이 보유한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모든 국민을 병사화하
여 그 무력을 메이지 정부의 군벌들이 독점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민개병의 원칙에 따라 1971년의 폐번치현 이후 4개의 번이 거느리고 있던 무장은 4개의
鎮台로 구성되었고, 1973년에 ‘징병령’을 공포하여 6개의 鎮台로 확대하면서 근대적 군대체제
27) 더군다나 그들은 메이지정부의 군대를 구성하는 주력이 되어있었다.
28) 일본의 근대권력이 에도막부를 타도한 군벌들에 의해 구성된 세력으로 메이지 유신기의 군권을 장악
하였다는 점에서도 해방 후 군사권력을 장악하였던 북한의 김일성 정권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29) 太政官, 「徵兵告諭」, 明治午年壬申十一月二十八日(1872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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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근대 병영국가의 기본적 틀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근
대식 군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일본은 1874년에 대만을 침공하고, 1877년에는 세이난 전
쟁을 승리로 이끌며 근대적 군대, 즉, 사무라이가 아닌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군대의 효용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투에서의 효용성은 근대 시기에 군대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기
능 중 하나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였다. 군대는 대외적으로 물리적인 파워를 의미하지만, 내부
적으로는 군에 입대한 근대의 개인에게 감시 및 통제의 수단과 가치관을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주입함으로써 철두철미한 권력의 복무자 내지 하수인으로 규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
이었다. 군대를 통해 권력의 담론에 포집된 청년들은 군대에서의 경험-훈련, 규율, 처벌, 포
상, 적의 생산, 타자에 대한 증오, 적개심, 공격-을 통해 규율의 논리를 내면화하고, 재대 후
에는 사회에 나가 적극적인 지배담론의 전파자로 변신한다. 많은 경우 퇴역군인들은 그가 속
한 사회를 그가 군대에서 경험하였던 감시와 통제의 장으로 만들려 한다. 권력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세금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확실한 사병 내지 우군을 양성할 수 있는
키워낼 기회가 된다. 게다가 군대는 권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물리력이자, 사회에 대한 가
장 강력하고 엄격한 통제의 정점이었다. 실제로 근대 일본은 ‘권력=군부’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사회였다. 군부는 번번이 내각에 현역군인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는 군 관련 관료들을 파견하
지 않아 내각을 좌초시켰고, 때로는 무력행사나 암살 등의 방법으로 군권을 제어하려던 문민
총리를 제거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군대는 최고의 권력이자 근대 일본사회의 감시와 통제의
정점에 위치한 최고기관이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1882년에 황제의 이름으로 발표한 「군인칙유」는 ‘군사의 대권은 천황
이 통제하는 것’으로 ‘통수권이 천황의 대권임’을 명시하고, ‘천황이 군인들의 대원수임’을 명
확히 밝히고 있다.30) 이는 군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이후에 헌법이 제정되면 구성될 의회나
정부의 견제를 받지 않고 영구히 조슈번을 비롯한 메이지정부의 군벌들이 독점하겠다는 의지
를 천황의 권위를 빌어 선언한 것이다. 이처럼 의회 및 국가권력의 간섭이 없는 독자적인 권
력을 구축하고자 하였던 군벌의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의도와 지침은 패망 이전까지 군사기밀
로 취급되었던 ‘통수강령’31)이나 육군대학의 중요 교재였던 ‘통수참고’ 등에 드러나 있다. 메
이지시기부터 패망까지 일본에서 권력에 대한 해석의 절대권능을 장악하였던 세력이 군부였음
을 감안하면, 의회와 정부는 군부를 정점으로 하는 근대 일본의 권력체계의 하부에 위치한 협
력기관 내지 들러리였다. 다음은 통수권의 독립적 행사를 강조한 「統帥參考」의 일부이다.32)
제 1장
제 1항. 제국의 군대는 황군이며, 그 통수 및 지휘는 모두 통수권의 직접 또는 간접발동에 입각하여 천황의 직
접 결재로 실행하거나,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각 통수기관의 재량에 의해 실행하는 것으로 한다.……일본제국
의 군대는 국가의 군대일 뿐 아니라 황군으로서 외국의 군대와 다르며 천황의 군대이다.
제 3항. 육, 해군에 대한 통치는 통수이며, 일반 국무상의 대권이 국무대신의 보필을 받는데 반하여, 통수권은
그 보필의 범위 밖에서 독립한다. 따라서 통수권의 행사 및 그 결과는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의회는 군의
통수지휘 및 그 결과에 관하여 질문을 제기하거나 해명을 구하거나 또는 이를 비평하거나 논란하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30) 장형익, 「독일 군사사상과 제도가 일본 육군의 근대화에 미친 영향」, 『군사연구』 제 137집, 육군본
부, 2014, 437쪽.
31) 하정열, 『일본의 전통과 군사사상』, 팔복원, 1999, 117쪽. 통수강령은 메이지시기에 만들어져서 소
화 3년인 1928년 3월에 일본의 참모총장이자 육군대장이던 鈴木莊六의 명의로 개정되었다. 일본어
원문은 일본의 포털싸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32) 하정열, 앞의 책, 117-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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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참고」는 근대시기 일본에서 의회와 정부의 권한이 군에 미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황군이라는 명분은 이처럼 과도한 범위의 권력을 정당화하려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이처
럼 막대한 권력이 군부에 주어진 배경에는 의회와 정부의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군부를 장악하
여 막부로부터 탈취한 권력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자 하였던 메이지정부 군벌의 정치적 전
략이 숨어있다. 실제로 메이지헌법 제정 이후 1945년의 패전까지 총리가 되었던 29명의 인물
중 이토히로부미, 구로다 기요타카,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 거의 70%에 달하는 19명이, 代數
로는 42대의 총리 중 32대, 77%가 조슈번이나 사쓰마번 출신의 군벌과 관련 인사들이었다는
사실은 군대와 군권이 일정지역의 군벌세력에게 국가권력의 승계 및 재생산의 창구였음을 보
여준다. 이러한 권력의 자기증식은 현재의 일본에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총리인 아베 신조(安
倍晋三)의 증조부가 조슈번 야마구치(山口)의 무사출신 정치인 아베 신타로(安倍愼太郞)이며,
외조부 역시 야마구치 출신으로 총리대신을 역임한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이다.
문관출신의 총리였던 27대 총리 하마구치 오사치(濱口 雄幸)는 만주침략을 반대하다가 군부
의 미움을 사 우파 청년에게 총을 맞고 이듬해 사망하였고, 29대 총리인 이누카이 쓰요시(犬
養毅)는 만주에서 일본군을 철수하려 하였다가 해군 장교들이 일으킨 5·15 사건 당시에 해군
소위 구로이와 이사무(黒岩勇)의 총에 맞아 암살당했다. 31대 총리인 오카다 케이스케(岡田啓
介)는 2.26쿠데타로 목숨을 잃을 뻔하고 물러나게 된다. 물론 만주침략 등으로 군부의 입김이
강해진 시기의 일들이기는 하지만 역시 메이지정부부터 이어진 사회의 병영화, 군사화와 전혀
관련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근대 일본에서 소학교를 다니며, 천황담론을 내면화한 청년들은 다시 군대에 입대하여 보다
다양한 차원의 천황 및 국가주의 담론을 내면화하였다. 이렇게 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고 사
회에 진출한 많은 일본인들은 드디어 학교 및 군대가 만들고자 하였던, 권력이 만들고자 하였
던 근대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제 군대적 일상과 규율은 근대 일본인의 일상이 되고, 권
력의 감시와 통제는 가정을 지나, 모든 개인의 내면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근대인
들로 구성된 병영국가 근대 일본은 이제 마지막 종착지인 패전을 향해 폭주하는 브레이크 없
는 기관차와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4) 서구문물의 선택적 수용
메이지정부는 그들이 지향한 병영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서구의 제도와 사상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근대 일본의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메이지시기 선별적으로 채택된 서구의 제도
및 사상은 근대 일본제도의 근간인 메이지 헌법과 군사제도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일본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시민혁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대국가를 건설하였으
며, 그 과정에서 군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러모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처지에
놓였었던 두 국가는 그 헌법 역시 유사성을 가지게 된다. 1871년에 제정된 통일 독일의 비스
마르크헌법은 국민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군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이었다. 메이지유신을
통해 존왕을 명분으로 권력을 장악한 일본 역시 천황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체계를 고민하였
고, 그 결과 서구에서 일본과 가장 유사한 과정을 겪은 독일의 헌법을 수용하여 헌법을 기초
하게 되었다. 메이지 14년(1881년) 이토오 히로부미 등의 왕정파는 유신정부 참여세력 중 의
회제도의 조속한 실시를 주장하였던 자유민권파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를 축출하고 1889
년 헌법 제정을 약속한 후, 황제의 칙유로 이를 공표토록 한다. 이후 이토 히로부미는 독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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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등을 방문하여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귀국하여 1888년 5월에 추밀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으로 헌법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였고, 1889년 2월 5일까지 헌법의 초안 등을
심의 완료하여 2월 11일 ‘대일본제국헌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포하였다. 헌법이 제정된 이후
일본 당국의 요청으로 일본의 메이지 헌법을 평가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메이지헌법이 독일헌
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지적하였다.33) 일본은 영국의 영향으로 양원제를 채택하고, 의
회를 설치하지만 절대군주제를 지향하는 독일의 헌법으로부터 천황의 절대권력을 명문화하고,
이를 통해 서남군벌들의 권력을 유지하며, 일본을 병영사회로 유지하기 위한 요소들을 선택적
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일본이 독일의 제도에 매력을 느낀 것은 독일의 카이저(Kaiser)가
절대군주이고, 강한 군사력에 의지하여 통일독일을 건설하였으며, 소수의 집권세력의 위로부
터의 개혁이 성공하여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는 점, 독일제국이 성립시기가 일본
의 폐번치현이 단행된 1871년이라는 점 등에서 일본과 유사하거나 따라 갈만한 제도라 여겨
졌기 때문이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과 같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제국의 기초를 세운
나라들의 제도는 그저 동경의 대상일 뿐, 일천한 경험으로 서남군벌 중심의 근대 병영사회를
지향하였던 일본의 현실과 수준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게다가 이들의 제도에는 자유민권 등
병영사회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될 ‘발칙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의 근대식 군대는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조슈번 출신의 하급무사였던 야마가타 아리토
모가 그 기초를 닦았다. 그는 메이지 유신 직후인 1869년 서구식 군대를 견학하고 학습하기
위해 유럽으로 파견되는데, 이때 프로이센의 군국주의, 팽창주의, 그리고 산업발전에 감명을
받아 일본을 프로이센과 같은 ‘공업 군사국가’로 변모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된다. 일
본에 돌아온 그는 메이지 주도세력의 지지 속에서 프로이센을 모방한 군의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징병제」, 「군인칙유」, 「통수강령」, 「통수참고」 등이 모두 야먀가타의 주도아래 독
일의 군제를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한편, 독일군 참모총장이었던 헬무트 본 몰트케(Helmuth
Karl Bernhard von Moltke)의 추천으로 1885년 3월 일본 육군대학교의 교관 및 참모본부의
고문으로 취임한 멕켈(Klemens Wilhelm Jakob Meckel) 소령은 일본에 남아있던 프랑스의
군사제도와 사상을 모두 제거하고 독일 체제에 근원을 둔 새로운 전통과 군사사상을 이식하였
다.34) 그는 군통수권의 독립 등 군 상부지휘체제의 정비, 병역제도의 개선, 군제 개혁 및 공
격 위주의 전술개념과 사단의 편성 등 일본군의 독일식 근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근대 일본을 기획하고자 하였던 메이지유신 주도세력이 당시 일본사회의 성격과 방향을 규
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척도가 될 헌법과 군사제도에 독일의 제도를 수용한
것은 그들이 희망하는 것을 독일의 제도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전근대의 유제를 계승한
군벌들이 실권을 장악한 일본에서 근대의 키워드는 다름 아닌 강력한 군사국가였고, 이러한
강력한 군사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도시대처럼 사회 전체를 병영화 해야 할 필요가 있었
다. 독일의 제도는 적어도 당시까지는 성공한 군사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므로 근대의
경험이 일천한 일본의 군벌들로서는 당연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군사국가를 지향한 독일과 일본이 모두 군사적 팽창과 군국주의의 길로 내몰릴 수밖
에 없었으며, 끝내 2차 세계대전에서의 참혹한 패전으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33) 일본은 1889년 7월, 가네코 겐타로(金子堅太郞)를 서구로 파견하여 저명 학자들로부터 헌법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 자문에 응한 학자들은 독일의 루돌프 폰 그나이스트(Heinrich Rudolf Hermann
Friedrich von Gneist),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오스트리아의 로렌츠 폰 슈타인
(Lorenz von Stein), 영국의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알버트 다이시(Albert Venn Dicey),
미국의 올리버 웬델 홈즈(Oliver Wendell holmes) 등이다.
34) 하정열, 앞의 책,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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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대 군사국가의 학자
황국사관, 식민사관은 근대시기 일본의 역사관이다. 앞서 설명한 일본의 근대권력이 창출한
통치담론인 천황담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사관으로 황제가 정점인 일본민족을 역사
의 주체로 해석하는 국가주의적 역사관이다.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35) 나카 미치요(那河通
世),36)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37) 쓰다 소우키치(津田左右吉),38) 이마니시 류(今西龍)39)
등이 중심인물로, 이들은 도쿄제국대학과 와세다 대학을 중심으로 동양사, 그 중에서도 조선
사, 만주사 등을 왜곡하여 일본의 침략논리와 천황담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 식민주의 사학자들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메이지시기에 학교를
다녔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소년기와 청년기에 학교를 다니며 「교육칙어」를 외
우고, 천황의 ‘어진’에 경례를 하면서 메이지유신 핵심세력이 강요한 천황담론을 내면화한 세
대이다. 또 이들은 모두 황실인근이나 관변단체에서 활동하였다. 구로이타 가쓰미는 사료편찬
관과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활동하였고, 나카 미치요는 1902년에 국어조사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으며, 사라토리 구라키치는 쇼와(昭和) 천황의 스승이자, A급 전범 사라토리 도시오
(白鳥敏夫)의 숙부였다. 쓰다 소우키치는 만주철도주식회사와 조선사편수회 등을 전전한 전형
적인 관변학자, 이마니시 류 역시 조선사편수회의 핵심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의 역사왜곡은 근대 규율권력이 의도한 근대의 일본인 만들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의 학교와 사회는 근대의 일본인들에게 끊임없이 천황담론과 국가주의를 주입하였고, 종
국에는 근대의 일본인 스스로, 스스로를 감시하고 규율하는 판옵티시즘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소년기와 청년기의 경험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꺼이 천황과 일본민족을 찬양하였고, 이
를 위해 주변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쯤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도록 규율된
근대 군사국가 일본의 국민이었던 것이다. 이들 뿐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다수의 일본
남성들이 천황담론의 포로가 되어 왜곡된 민족관, 국가관, 천황관을 신념으로 내화하였을 가
능성은 당시의 언론, 문학작품, 학술저서 등 여러 형식의 기록을 통해 포착된다.
당시의 일본인 누구라도 같은 위치에서 역사를 연구하였다면 상당히 유사한 연구결과에 도
달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편향이야말로 근대 일본의 권력이 강제한 근대 일본국
민의 자질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근대권력의 입장에서는 규율의 이데올로기로서, 역사를 권력
이 요구하는 지식과 담론체계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 때문에 일본당국이 황
국사관이나 식민사관에 입각한 연구 활동을 정책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왜곡된 역사이론과 연구결과를 비판하고 그 폐해의 하나인 오늘날의 추종자들을 비
난할 수 있지만, 연구자이기 전에 당시 근대 일본의 만들어진 국민이었던 이들의 행위에 선악

35) 1847년에 조슈번에서 출생. 도쿄대를 졸업한 일본사학자로 사료편찬관이 되어 『大日本古文書』를 출
판하는 등 일본의 고문서학 확립에 큰 공헌을 하였고, 1916년에는 조선총독부의 촉탁이 되었다. 조선
의 식민사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6) 1856년생. 일본의 동양사학자. 게이오의숙 출신으로 일본의 동양사학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된다.
37) 1865년생. 일본 동양사학자. 나카 미치요에게 수학하였다. 도쿄대를 졸업하였고, 도쿄대에서 재직하
며 황국사관 및 식민사관 정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학자이다. 1886년부터 1921년까지 가쿠슈인(學
習院)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쇼와(昭和) 천황을 가르쳤다.
38) 1873년생의 일본의 역사학자. 동경전문학교(후에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고,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지
도를 받았다. 만주철도주식회사와 조선사편수회에서 활동하면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주장
하는 등, 조선 식민사학의 이론을 만들어낸 인물이다. 漢四郡 한반도설, 임나일본부설 등을 주장했다.
39) 1875년에 출생. 도쿄대를 졸업한 일본의 동양사학자로, 조선사편수회 등에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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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별하거나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의 잣대가 당시를
잴 수 있는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5. 맺는말
근대의 일본은 소수의 군벌세력이 천황제를 앞세워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학교, 군
대, 언론, 기업 등 여러 기관들의 분업구조를 통해 사회를 감시하고 통제하였던 규율사회였다.
형식적으로 양원제를 통해 의회정치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소수의 군벌들
이 강력한 군권을 바탕으로 권력을 독점한 사회였다. 이들 군벌세력은 막부정권을 타도한 후
에도시대의 전통과 서구의 문물들로부터 자신들이 지향한 근대 병영사회를 구성할 요소들을
추출하고, 재조립하여 일본사회에 적용함으로써 근대 일본사회의 성격이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일본의 근대사회는 ‘천황제 전체주의 병영사회’였다.
우리가 일본의 전통이라 여겼던 무사도담론과 천황담론은 지극히 근대적인 산물이었다. 무
사도와 천황은 전통이 결여되고, 계급적 한계를 가진 군벌세력이 결점을 보완하면서 권력의
정당성을 주장할 유력한 명분이었다. 이렇게 근대적으로 재해석된 전통의 가치는 일본사회를
병영사회화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개인, 천황이 국가인
나라에서 천황에게 충성을 바치는 신민은 근대권력이 병영사회의 병사와 같은 국민을 제조하
기 위해 생산하고 주입하였던 담론이었다. 이때 선택적으로 도입된 서구문물은 근대권력의 행
위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도구로 차용되었다.
일본의 근대국가는 절대군주제, 강력한 군사국가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독일사회 및 그 제
도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쇼비니즘적 민족주의에 집착하고, 천황의 우상화에
매달리며, 유교적 가치관을 강조함으로써 현실권력의 동력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우리민족제일주의와 비슷한 전근대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학교교육을 통해 천황에 대한 충성을 내면화한 개인은 군대를 경험하면서 전체주의적이고
군국적인 가치관을 신념화하였고, 이러한 신념에 대한 비판이나 다른 가치관을 주장하는 행위
는 반역, 혹은 이적행위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신념은 때때로 이적행위와 타자에 대해
서 테러, 학살, 강간까지도 개의치 않는 폭력적 집단의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
에서 성장하면서 근대의 담론에 노출되었던 개인은 근대권력이 의도한 대로 스스로를 규율하
며, 근대 권력이 제시하는 방향과 가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여할 준비가 되어있는
근대국민으로 만들어져갈 수밖에 없었다. 식민사관이나 황국사관을 고안한 일부 학자들을 향
하였던 선악의 구별이나 도덕적 비난이 마땅히 이들을 만들어낸 일본의 근대권력과 그 사회를
향해야 하는 이유다.
일본 근대의 성격을 규정하는 이러한 감시와 통제의 기제들은 단지 근대 일본인의 신체와
행동을 규율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메이지 정부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억압과 감시, 통제의 장
치들은 근대 일본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규율하는 것을 지나, 그 목숨마저도 메이지
정부의 유산인 근대국가 일본이라는 상상속의 존재를 위해 기꺼이 내던지도록 이끌었다. 가미
가제특공대의 섬뜩한 자살공격은 규율권력이 피지배자의 의식으로서의 판옵티시즘으로 완성된
다는 푸코의 경고가 일본에서는 근대적 현실이자 일상이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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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근대국가 형성 과정과 그 구조>에 대한 토론
김상원(경기대)
에도시대의 무사도, 메이지 유신 이후의 천황제와 이를 근간으로 한 학교 교육과 징병제 등
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근대국가 형성과정과 구조에 관한 논문을 잘 들었습니다. 일본 문학이
전공인 저에게는 일본의 역사서를 읽는 느낌으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글에 대
부분 공감을 하며, 비전공자로서 토론을 한다기보다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논문은 에도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일본 정치 구조를 주로 무신지배의 절
대적인 권력중심으로 전개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메이지 유신 이후 왕정복과와 천황제, 존왕
론을 명분으로 한 사족과 서남전쟁, 그리고 이후 전체주의와 제국주의 국가 시기의 일본의 경
우 국가의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은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에도시대 “일본은 근대에 이를 때까지 이렇다 할 정치이념을 가지지 못하고 무신지
배의 전통만을 유산으로 남긴 채 근대를 맞이하였다”는 관점과 “에도시대를 지배한 유일무이
한 절대가치는 ‘무사지배’라는 단 하나의 원칙이었다”라는 선생님의 논지는 다소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생님의 발표에서 언급되는 유학은 후지와라 세이카와 하야시 라잔
등을 중심으로 한 주자학이 주입니다만, 포괄적인 개념에서 유학은 주자학뿐만이 아닌 양명학
과 실학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에도시대에 주자학보다 양명학이 더 번성하였
다는 연구논문도 있습니다. 에도시대의 사농공상이라는 신분계급도 양명학의 논리와 일치한다
는 개념 등입니다. 조금 논지에서 벗어나지만, 일본의 고유 민족 신앙인 신도 중 에도시대의
야마자키 안사이는 스이카 퇴계의 ‘경(敬)’ 사상을 이어받아 스이카(垂下)신도를 제창하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1603년부터 1811년까지 12회 일본에 조선통신사가 파견되었습니다만, 이때 건너건 통신사
행원들의 사행록에도 일본 문인들과의 필담 등에서 그들이 조선의 성리학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수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의 문화와 문물을 엿보고 배우기 위하여 통신사행원들과 접
촉하려 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에도시대에 무사를 중심으로 한 사회시스템은 공감합니다만,
에도시대 중기 이후의 평화로웠던 시대에 꽃피웠던 쵸닌중심의 겐로쿠문화와 같은 것은 무사
중심사회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소 우문이었을지 모르지만 비전공자로서의 궁금한 점을 이렇게 여쭙습니다. 감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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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박물관 소장 廣開土太王陵碑 탁본의 특징과 제작시기

백승옥
(국립해양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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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구려 장수왕 3년(414)에 세워진 廣開土太王陵碑(이하 '능비'로 약칭한다)1)가 세상
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이었다. 비 발견 후 곧 拓本이 만들어지기 시작했
다. 현재까지 알려진 탁본은 약 110여 本 정도이다. 그런데 같은 碑로부터 채탁한 탁
본이지만 다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 원인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탁본이라 부
를 수 없는 것도 있으며, 비면에 석회를 바른 후 채탁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능비 탁본(이하 '해박본'이라 약칭한다)은 2017년 당 박물관이
유물 공개구입을 통해 구소장자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2016년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의
친해양 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의 해양 인물 17인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광개
토태왕은 백제 근초고왕, 신라 거칠부 등과 함께 해양 인물에 선정되었다.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 인물 관련 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능비 탁본을 수
집하게 되었다.
1) 碑에 대한 명칭도 廣開土王碑, 廣開土王陵碑, 廣開土大王碑, 廣開土太王碑, 廣開土大王陵碑, 好太王
碑, 廣開土好太王碑 등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비문 속에 보이는 ‘太王’이란 명칭과 ‘陵碑’라는 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廣開土太王陵碑'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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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비는 1880(혹은 1876)년 발견 이후, 지난 130여 년 동안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2) 능비 탁본에 대한 관심과 탁본 編年에 대한 연구는 일본학계에서부터
시작되어 일부 중국학자의 연구도 제출되어있다.3) 반면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탁본의
제작 연대와 그에 따른 상대 편년에 관한 본격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4)
본고에서는 해박본의 특징과 탁본이 만들어진 시기, 즉 제작시기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탁본의 종류와 이 분야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 拓本의 종류와 제작시기론

1. 탁본의 종류
지금까지 능비 탁본이라 불리어지는 것에는 ① 墨水廓塡本, ② 原石拓本, ③ 石灰
拓本, ④ 기타 雙鉤本, 模刻本 등이 있다.

2. 제작시기론
탁본이 언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연구는 그 탁본에 담긴 글자의 신뢰도와 관계된
다. 때문에 제작 시기에 대한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水谷悌二朗은 처음으로
탁본의 종류를 쌍구묵전본, 원석탁본, 석회탁본으로 나누었다.5) 이러한 구분은 이후
탁본 분류의 기본이 되었다. 水谷은 1884년부터 쌍구묵전본이 만들어지며, 원석탁본
은 1887년부터, 석회탁본은 1899년부터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본인 소장본은 원석탁
본이라 하였다.6)
武田幸男은 탁본의 공백부분(着墨되지 않은 부분)의 형태 변화에 주목하여 탁본을
편년하였다.7) 武田氏는 각종 묵본의 유형을 A형(原石拓本), B형(墨水廓塡本), C형(石
2) 연구 방향의 정리는 早乙女雅博, 1996, 〈『日本에 있어서 廣開土王碑拓本과 碑文 硏究』에 대해
서〉《廣開土好太王碑 硏究 100年》, 고구려연구2, 학연문화사, 63~64쪽 참조.
3)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長正統, 1981, 〈九州大學所藏好太王碑拓本の外的硏究〉《朝鮮學報》9
9․100輯. 武田幸男, 1988, 《廣開土王陵碑原石拓本集成》. 橫山昭一, 1990, 〈目黑區所藏拓本の採拓年
代と外的特徵〉《目黑區所藏 高句麗廣開土王碑拓本寫眞集》, 目黑區守屋敎育會館鄕土資料室. 早乙女
雅博, 2005, 〈東京大學所藏の廣開土王碑拓本 - 小拓紙からみた制作年代の考察 - 〉《廣開土太王과
東아시아 世界》제11회 고구려 국제학술대회발표요지. 徐建新, 2006, 《好太王碑拓本の硏究》, 東京,
東京堂出版. 武田幸男 著, 2009, 《廣開土王碑墨本の硏究》, 東京, 吉川弘文館. 古瀨奈津子 編, 2013,
《廣開土王碑拓本の新硏究》, 東京, 同成社.
4) 백승옥, 2011, 〈廣開土太王陵碑 拓本의 編年方法 - 연구현황을 中心으로 -〉《木簡과 文字》제8호, 한
국목간학회. ; 2017, 「」『拓本』, 동아대하교 박물관 기념 도록.
5) 水谷悌二郞, 1959, <好太王碑考>《書品》100号; 1977, 《好太王碑考》, 東京, 開明書院
6) 위와 같음.
7) 武田幸男, 1988, 앞의 책, 243～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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灰拓本), D형(模刻本)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탁본의 종류

묵수곽전본(酒勾景信本)

원석탁본(水谷本)

모각본(북경대학도서관 H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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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탁본(샤반느본)

A형(原石拓本)은 비가 발견된 1880년 이후부터 1890년까지 약 10년간 탁출된 것으
로 보았다. 武田은 묵본을 拓出法(수탁 수법의 섬세한 정도 및 拓字의 두터운 정도),
着墨法(착묵한 곳의 有無와 廣狹), 用紙法(각 면의 段과 매수, 합계 매수, 層數)을 기
준으로 다시 A1～4유형으로 정리하고 있다.
한번 석회를 바른 후에 다시 석회를 바르지 않았다면, 석회탁본의 시간적 선후관계
를 알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탁출할 때에 석회 보수를 계속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획의 변화만으로 탁본의 전후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武田의 분류법만으로
는 탁본의 편년이 쉽지 않다.
능비 탁본의 탁출연대와 관련한 편년안에 대해서는 제가들의 견해에 약간씩의 차이
가 있으나 대략 다음과 같이 편년할 수 있을 것이다.8)

Ⅰ기(1880～1890) : 묵본 및 원석탁본 제작기
Ⅰ-1소기(1880～1882) : 담묵 단편 원석탁본, 묵수곽전본, 쌍구가묵본 병행시기
Ⅰ-2소기(1882～1889) : 원석탁본 제작시기
Ⅱ기(1890～1920년대 후반) : 석회탁본 제작기
Ⅱ-1소기(1890～1899) : 석회탁본 형성기
Ⅱ-2소기(1900～1920년대 후반) : 석회탁본 전성기, 모각본 제작
Ⅲ기(1920대 후반․30년대 초～1960년 대 초) : 석회 박락기
Ⅳ기(1960년대 초 이후～현재 : 석회 잔존 상태 비면 고착기

Ⅲ. 海博本의 특징과 제작시기

1. 해박본의 특징
탁본은 탁출한 후 탁지를 원래 크기 상태로 장정(裝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
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책 모양으로 장황(裝潢)하는 경우도 있다. 능비 탁본과 같이
원면의 크기가 큰 경우 잘라 장황하는 경우가 많다.9) 이 경우 자른 탁본을 끈으로 엮
어 책을 만드는 경우와 병풍처럼 접어 책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를 선
장본(線裝本)이라 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절첩본(折帖本)이라 부를 수 있을 것
이다. 선장본의 예는 혜정본 등이 있으며, 절첩본은 청명본 등의 예가 있다. 해박본은
절첩본이다.
8) 백승옥, 2011, 〈廣開土太王陵碑 拓本의 編年方法 - 연구현황을 中心으로 -〉《木簡과 文字》제8호, 한
국목간학회, 24쪽.
9) 일본학계의 경우 잘라서 장황한 탁본을 전장본(剪裝本)이라 부른다. 武田幸男 著, 2009, 《廣開土王碑
墨本の硏究》, 吉川弘文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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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박본은 모두 8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책은 가로 32.5㎝, 세로 17㎝로 되어 있
다. 각 면에는 2글자씩 잘라 표구했다. 제 1책은 ‘惟’로 시작되는 1면 첫 자부터 Ⅰ
-5-9자까지가 표구되어 있으며, 2책에는 Ⅰ-5-10자부터 Ⅰ-10-13자까지, 3책에는
Ⅰ-10-14자부터 Ⅱ-5-16자까지, 4책에는 Ⅱ-5-17자부터 Ⅲ-2-15자까지, 5책에는 Ⅲ
-2-16자부터 Ⅲ-9-3자까지, 6책에는 Ⅲ-9-4자부터 Ⅲ-13-39자까지, 7책에는 Ⅲ
-13-40자부터 Ⅳ-5-5자까지, 마지막 8책에는 Ⅳ-5-6자부터 Ⅳ-9-41자인 ‘之’자까지
표구 되어 있다.
탁본지의 質은 닥종이(楮紙)로 보이며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종이의 질에
대한 테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비교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먹은 비교적 진한 상
태로 濃墨 탁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농묵인지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없다.
탁본 후 加墨한 부분도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문자를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문
자와 문자 사이를 덧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는 동경대학 고고학연구실 소장본
과 天理圖書館 소장 辻元謙之助 舊藏本에서도 확인된다.10)
해박본을 석회탁본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각 면의 테두리선과 세로선이 보이지 않는다. 능비는 글자를 새기기 전, 각면
의 변두리에 테두리 선을 새겼다. 그리고 각 면에는 세로줄을 새긴 후 글자를 새겨
넣었다. 이는 현존 비의 상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석회를 바르기 전의 이른바 초기
원석탁본과 석회 박락 이후의 탁본들에서는 이러한 테두리선과 세로선이 보인다. 그
러나 비면에 석회를 바르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테두리 선과 세로선은 석회로 매워서
탁출하였다. 글자 식별과는 상관없는 부분이었기에 탁출의 손쉬움을 위해 석회 탁본
제작자가 행한 것으로 보인다. 해박본의 경우 비록 원 탁본을 잘라서 장정한 것이어
서 이 세로선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잘라다고 하여 모든 세로선이 확
인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선장본인 혜정본의 경우 잘라서 장정한 것이지만 곳곳에서
세로선이 확인된다. 그러나 해박본에는 이러한 선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둘째, 초기 원석탁본과 비교해 볼 때, 석회탁본만이 가진 글자를 가지고 있다. 초기
원석탁본과는 달리 대부분의 석회 탁본에서 1면 셋 째 줄 스물 일곱 번째 글자(이하
에서는 이를 Ⅰ-3-27字로 표시한다)는 “因”으로, Ⅰ-3-41字는 “黃”으로 탁출되어 있
다. 그러나 초기 원석탁본인 북경대 도서관 A～D본이나, 水谷本, 청명본, 혜정본 등
에서는 “天”과 “履”로 되어 있다. 원래 이 글자들은 판독하기 어려운 글자들이었다.
비면의 훼손으로 인해 석독이 어렵게 되자 외형이 비슷하면서도 문맥상 뜻이 통하는
글자를 추독한 다음, 석회 보수를 통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든 것이다. “因”과 “黃”은
그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해박본의 경우도 “因”과 “黃”으로 탁출되어 있다.
10) 辻本雅英 等, 1986.〈館藏好太王碑拓本二種〉《ビブリア》第87号, 天理圖書館,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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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박본이 석회 탁본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림 2】 각종 탁본의 신묘년조

▲ 靑溟本

▲ 海博本

▲ 혜정본

▲ 독립기념관 전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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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3】 2面
4】
1面 8行
3行 36字(軍)의
27字(天)의 모습
41字(履)의

【그림 3】 원석탁본과 석회로 인해 훼손된 글자의 비교

▲ 청명본(Ⅰ-3-27)

▲ 혜정본

▲ 해박본

▲ 중앙박물관 전첩본

▲ 청명본(Ⅰ-3-41)

▲ 혜정본

▲ 해박본

▲ 중앙박물관 전첩본

▲ 청명본(Ⅱ-8-36)

▲혜정본

▲ 해박본

▲ 중앙박물관 전첩본

이른바 辛卯年條 기사로 불리는 문구 중 핵심적 글자인 Ⅰ-9-13字의 경우 초기 원
석탁본에는 판독이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지만, 석회 탁본의 경우 "海"로 되어 있다.
해박본의 경우도 "海"가 뚜렷하다. 이 외에도 Ⅰ-10-4字의 경우 초기 원석탁본에는
“寧”字이지만 석회탁본에는 “壹”字로, Ⅱ-8-36字는 “軍”字이지만 석회탁본에는 “兵”
字로 탁출되어 있다. 해박본의 경우 모두 석회탁본에서 보이는 글자들로 탁출되어 있
다.
셋째, 이미 밝혀진 초기 원석탁본 및 석회탁본과의 전체적인 분위기 비교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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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박본이 석회 탁본임을 알 수 있다. 초기 원석탁본의 경우 전체적으로 글자 탁출
의 상태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해박본의 경우 탁출된 거의 모든 글자들이 선명하
다. 이는 해박본이 비면에 석회를 도포한 이후에 탁출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해박본의 경우 각 면에 보이는 착묵 상태도 기존 석회탁본으로 밝혀진 탁본들과 닮아
있다.

2. 해박본의 제작시기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가진 해박본의 제작시기는 언제일까? 해박본의 경우 청명본과
같은 題跋이 없다. 따라서 탁본에 붙어 있는 자체 기록을 통한 제작시기의 추측은 어
렵다.
해박본은 앞의 제 특징으로 보아 석회 탁본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석회본의 제작
시기인 1890년대부터 1930년대의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
한 이미 拓出 시기가 밝혀진 탁본들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도 추측이 가능하다. 그
리고 탁본편년에 관한 선행 연구업적의 활용을 통해서도 제작 시기의 폭을 좀 더 좁
혀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박본의 복원이 필요하다. 【그림 6】은 불완전
하지만 해박본의 복원도이다.11)
해박본은 석회탁본이긴 하나 석회 박락기의 탁본은 아니다. 석회 박락기 탁본인 書
學院本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해박본은 1890년대～1920년대
후반 사이에 만들어진 탁본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日本 東京 目黑區 守屋敎育會館 鄕土資料室 所藏本(이하 目黑區本으로 약칭한다)
의 경우 3-1-41자인 "潰"자를 탁출해 내고 있다. 이는 拓工이 3면 1행이 대부분 伏
字이긴 하나 원래 문자가 새겨진 곳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비문으 3
면에 많이 박락되었지만 1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1913년 세키노와 이마니시의 현지
조사에서 밝혀졌다.12)
目黑區本은 鴨綠江 採木公司 理事長이었던 內藤確介가 소장하고 있던 것이다.13)
그는 1923년부터 1929년 사이 현지에서 활동하였다고 한다. 目黑區本은 1927년～
1929년 무렵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目黑區本의 예로 보아 해박본의 경우, 1920
년대 후반 무렵 탁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해박본에서 Ⅲ-1-41자는
물론 3면 1행 전체가 탁출되지 않았다. 이는 해박본이 1913년 이전에 채탁되었을 가
능성을 시사하지만, 해박본의 경우 절첩본이기 때문에 3면 첫째 줄의 채탁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

11) 해박본의 복원도는 국립해양박물관 김승신 학예연구사에 의해 만들어 졌다.
12) 백승옥, 2011, 〈廣開土太王陵碑 拓本의 編年方法 -연구현황을 中心으로-〉《木簡과 文字》제8호, 한국
목간학회, 18쪽.
13) 橫山昭一, 1993, 〈東京都目黑區所藏拓本について〉《廣開土王碑と古代日本》, 學生社,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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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해박본 1, 2면 복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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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田幸男이 제시한 '着墨 패턴 비교법'을 통해서 해박본의 제작시기를 추측해 볼
수 있다. 武田은 석회탁본의 1～3면에 보이는 6곳의 不着墨 부분, 즉 착묵되지 않은
곳의 패턴을 관찰하고 이를 C0～C4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14) 관찰 대상의 6곳은 ①
제1면의 왼쪽 중간부분에서 오른쪽 위로 균열된 부분에 대한 불착묵의 정도(이러한
공백이 몇 행까지 미치는가의 정도), ②제2면의 중간 오른쪽에서 왼쪽 위 균열부의
불착묵 정도, ③2면 3행 위 부분의 불착묵 정도, ④제3면 오른쪽 상단부에 보이는 불
착묵의 범위, ⑤제3면 오른쪽 중간 부분의 불착묵 정도, ⑥3면 오른쪽 하단부의 불착
묵 정도이다(【그림 7】 참조).
이러한 착묵 패턴법에 대조해 보면 해박본은 ①연속 4행 ②연속 3행×11字幅 ③연
속 2행×6자폭 ④연속 9행 ⑤연속 3행 ⑥연속 7행×11자폭의 특징을 가진다. 이로 보
면 해박본은 武田 분류의 C1-1형에 속한다. 武田은 C1-1형의 제작시기를 "1895년
전후～1902년～"으로 잡고 있다.15)
석회탁본 중 그 제작시기가 밝혀진 것으로서는 천리박물관 소장의 辻元謙之助 舊藏
本(1905), 샤반느본(1907), 關野貞 구장본(현 동경대학 종합박물관 소장; 1913), 천리
박물관 소장의 今西龍 구장본(1913), 九州大學 소장본(1928)과 目黑區本(1927～1929)
등이 있다. 이 가운데 關野貞 구장본과 천리대학 소장의 今西龍 구장본은 소장 경로
가 같은 경우이다. 關野貞과 今西龍은 1913년 현지에서 조사 후 각각 탁본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인다. 辻元謙之助 구장본은 러일전쟁 중인 1905년 현지에서 중국인을
시켜 탁본한 것이라고 한다.16) 샤반느본은 그가 1907년 현지조사 시 구한 탁본이다.
九州大學 소장본과 目黑區本의 경우 소장 경로는 각각 다르지만 거의 동일 시기에
탁출된 것으로 보인다. 九州大學 소장본은 탁본의 뒷면에 붙어있는 신문의 기사 내용
가운데 張作霖 爆殺事件이 있다. 이 사건은 1928년 6월 4일 일어난 사건이다. 신문
이 탁본의 배접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탁본 제작시기는 1928년 6월 이전이다. 연구
에 의하면 신문이 배접지로 사용된 것은 신문발간 시기 직후로 보인다. 구주대학 소
장본은 1928년 무렵 채탁된 탁본으로 보인다.17)
【그림 8】는 해박본과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석회탁본들과의 비교이다. 武田이 주
목한 불착묵 부분을 중심으로 주목해 보면, 해박본은 辻元謙之助 구장본(1905)과 今
西龍 구장본(1913),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본(東大本)과 닮아 있다. 반면 目黑區本
(1927～1929)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武田幸男, 1988, 《廣開土王陵碑原石拓本集成》, 東京大學出版會, 247～251쪽. 同氏, 2009, 《廣開土
王碑墨本の硏究》, 東京, 吉川弘文館, 119쪽. 同氏, 2013, 〈「石灰拓本」着墨パターン法と「お茶の水女
子大學本」〉 《廣開土王碑拓本の新硏究》, 東京, 同成社.158～160쪽.

15) 武田幸男, 2013, 위의 논문, 171쪽.
16) 辻本雅英 等, 1986, 앞의 글, 61쪽.
17) 長正統, 1981, 〈九州大學所藏好太王碑拓本

外的硏究〉《朝鮮學報》99․100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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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武田의 착묵패턴 ①∼⑥지점18)

이상 살펴본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해박본의 제작시기를 추측해 보면, 武田의
C1-1형의 시기(1895년 전후～1902년～)에서 關野貞․今西龍 구장본의 제작시기(1913
년)의 사이로 추측된다. 이 사이에 제작된 탁본 가운데 해박본과 가장 닮은 탁본은
천리대학 천리도서관 소장의 辻元謙之助 구장본이다. 이 탁본은 1905년 제작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18) 武田幸男, 앞의 논문, 160쪽에서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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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①】 해박본과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탁본들과의 비교(제 1면)

東大本

辻元本(1905)

今西龍本(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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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黑本(1927∼29)

【그림 8-②】 해박본과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탁본들과의 비교(제 2면)

東大本

辻元本(1905)

今西龍本(1913)

目黑本(1927∼29)

Ⅳ. 맺음말

이상 해박본의 특징과 제작 시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박본은 능비 4면을 탁본한
것을 잘라 8책으로 만든 절첩본이다. 탁본이 가지고 있는 제반 특징으로 보아 해박본
은 석회탁본이다. 석회탁본 중에서도 문자가 비교적 명료한 편이다. 석회탁본을 만든
목적에 잘 부합한 탁본이라 할 수 있다.
제작시기는 武田幸男의 착묵 패턴 비교법과 제작시기가 알려진 석회탁본들과의 비
교를 통해서 볼 때, 1895년～1913년의 어느 시기일 것으로 추정한다. 그 사이에 제
작된 탁본 가운데, 해박본은 1905년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辻元謙之助 구장본과 가
장 닮아 있다. 그리고 동경대학 문학부 甲本과,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본과도 유사
하다. 해박본은 이들 탁본들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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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박물관 소장 廣開土太王陵碑 탁본의 특징과 제작시기>에 대한 토론
이용현(국립경주박물관)
백승옥 선생은 국내에 유일무이한 광개토왕비 탁본 연구자다. 선생의 분석은 석회탁본의 일종
인 해양박물관 소장 광개토왕비 묵본, 약칭하여 해박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절장본인 해
박본을 수작업을 통해 원래 비석 크기의 모습으로 재편집하고, 기존 분류 성과를 토대로, 형
식 분류를 하여, 해박본이 C1-1형에 속한다고 평가하고 1895년에서 1913년 사이의 어느 시
기에 제작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선생의 연구는 주로 1,2,3면을 중심으로 하신 것이 특징이
다.
선생의 광개토왕비 탁본 수집과 연구 작업에 깊게 경의를 표하며, 해박본 자료가 전면 공개되
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몇 가지 질의 혹 요망을 통해, 선생님의 고견을 좀 더 이끌어내보고자
한다.
1. 해박본의 종이질 상태, 혹은 종이와 종이를 이은 이음새 부분도 함께 관찰의 대상이 되었
으면 좋겠다. 혹여 이 방면의 관찰에서 취득된 정보가 있으면 소개해주시기 바란다.
2. 일단은

C1-1형이라는 결론을 전제로 질문드린다.

다케다 C1형은 1895년 이후이고, C2

는 1920년대 이후여서 C1형은 1895년 이후 1920년 이전이 된다. 백승옥 선생은 해박본이
1905년 스지모토 구장본과 1913년 이마니시 구장본과 흡사한 반면, 1927년-1929년 메구로구
본과 다르므로, C1-1형의 시기에서 1913년 사이라고 하였다. C1-1형의 시기가 1895년에서
1902년 사이므로, 그것이 상한이 되었다. 즉 1895년에서 1913년 사이로 보신 셈이다. 그런데
결론부에서 한편으로 해박본이 스지모토 구장본 1905년 본과 함께 동경대 문학부 갑본, 동아
대본과 유사하다고 해서 1905년으로 보는 듯 인식할 수도 있는 서술을 하였다. 이 부분을 확
실히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3. C1-1로 판단하신다면, 이것은 하한선이 1907년보다 이전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C1-2
형인 샤반느 본이 1907년에 입수된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앞서 1905년 스지모토 구장본과
동류로 보았으므로 백승옥 선생의 논리에서는, 1895년에서 1905년 사이가 되어야 한다. 이
점 확인 부탁드린다.
4. C1-1은 나이또 본, C1-2는 샤반느 본, C1-3은 나카노 본이 유명하다. 토론자가 보기에는
사실 이들 세 종의 상호 구분은 모호하고 용이하지 않다고 본다. 다케다가 판별의 요소로 지
적한 5개 사항에서도 한 가지 사항을 빼고는 모두 공통된다. 다르다고 지적한 한 가지 사항은
1면의 왼쪽중간 균열로 인해 먹이 묻히지 않은 부분 즉 글자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몇 행인
가인데,

C1-1(나이또 본)이 연속 4행, -2(샤반느 본)이 연속 5행, C1-3(나카노 본)이 7행이

라고 하였다. C1-1과 –2의 갈림길은 1면 7행의 16자 又다. C1-1이 C1–2보다 좀 더 착묵이
되어 확실히 又로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 C1-2는 그에 비해 좌상부가 착묵되지 않아 又로
확실히 읽기 어렵다. 이 기준에서 보면 해박본은 C1-1보다는 C1-2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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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해박본, C1-2(샤반느 본), C1-1(나이또 본)
샤반느 본의 입수가 1907년이므로 그것이 하한이 된다. 해박본을 C1-2유형으로 보면, 그 하
한은 1907년이 된다. 1907-a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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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川 文殊寺 藏經閣碑의 頭篆과 趙孟頫의 松雪體

유승민
(한국전통문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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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1. 머리말
篆書는 의미를 담는 매체를 넘어서 격식과 상징을 담는 書體였다. 이런 성격 때문에 내용을
대표하여 글이나 그림, 혹은 건축물 등의 맨앞에서 標題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이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세우는 碑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전서는 그 내용을 표제하기 위하여 碑文
에 앞서서, 크기도 다르게 내세워진다. 그것이 頭篆이다.
1327년, 원나라 황실은 고려 춘천의 유서깊은 사찰에 大藏經을 시주했고, 고려측은 이를 기
념하기 위한 비를 세웠다. 이 비가 <춘천문수사장경각비>이며, 당시 31세의 젊은 명필 李嵓
(1297~1364)이 비문과 두전을 모두 썼다. 14세기 전반에 걸쳐 활동했던 그는, 당시에 고려로
유입된 원대 사대부 문화를 익힌 관료였는데, 元의 大都를 오가며 원대 사대부 문물의 대표적
인 예인 조맹부의 서체를 익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매우 능숙하게 조맹부체를 쓸 수
있었고,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명필로 꼽힌다.
그런데 고려 후기 조맹부체의 수용이라는 문화사적 사실에서 이암의 역할은 楷書 혹은 行
書에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그의 조맹부체는 해서나 행서를 두고 두전의 전서에서도 지적
되어야 한다. 해서나 행서에서 조맹부가 추구하던 復古主義, 즉 古典의 재정립과 回復이라는
지향은 王羲之의 典型을 재조정하는 것과 함께 고대서체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모두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암의 <문수사장경각비 두전>은 그런 점을 보여주는
書跡이며, 이를 변곡점으로 이전 시기의 고려전서와 차별되는 면모를 보이므로 역사적 의의도
담보하고 있다.
이 점을 드러내기 위해 먼저 시대에 따라 부침을 보여온 篆書가 10세기 이후 중국에서 부
흥하게 된, 송대의 동향을 간략히 살피고 원대 조맹부가 거둔 성취가 강한 영향을 미쳤던 고
려 전서의 변모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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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篆書의 부흥, 趙孟頫(1254~1322)의 역할과 松雪體
秦始皇(재위: 기원전 246~210)이 단행했던 문자 통일정책의 결과, 小篆이 진제국의 표준서
체가 되었던 뒤로 漢代에는 隸書가 그 자리를 대신하였고 唐代(618~907) 이후 楷書가 서체의
중심이 되었던 바, 중국서예사에서 篆書는 시대에 따라 위상이 다른 서체였다. 그러나 위상은
달라졌다고 하지만 전서는 표준서체의 자리를 넘겨주거나 行書나 草書가 주도하는 작가 중심
의 서예 시대에도 살아남아 현대까지 한자 문화권의 정통문자의 계보에서 가장 윗자리를 차지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서는 몇 차례 부흥의 시기를 맞기도 했는데, 北宋(960~1126)이 가
장 앞선다.
전란의 시기에 흩어져 있던 名家들이 속속 북송으로 귀의하면서 북송의 서예는 왕희지로의
회귀와 함께 고대문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술적 성취까지 거두는 수준에 이르렀다.1)
南唐에서 귀의한 徐鉉(916~991)·徐鍇(920~974) 형제를 걸출한 사례로 꼽을 수 있는데 두 사
람은 모두 《說文解字》에 정통했다고 하는데,
형인 서현은 秦 李斯의 <嶧山刻石>을 모각했
는데 비록 이사의 필적과는 거리가 있지만 ‘長
安本’이라는 별칭으로 전하며,2) 소전으로 <千
字文>을 쓰기도 하여, 그 殘卷이 현재 타이베
이 국립고궁박물원에 전하고 있다. 아우인 서
개가 지은 《說文解字繫傳》은 《說文解字》의 본
격적인 주석서로 인정할 받는다.3)

또 이들

형제의 문인이었던 鄭文寶(953~1013)도 소전
에 뛰어났으며 스승이었던 서현의 <역산각석>
모각본에 발문을 달기도 했다.

그림 1 李陽氷(唐), <謙卦碑> 탁본의 부분

이들과 함께 북송시대에 전서가 부흥하는 데 기여했던 인물로 고문연구가였던 郭忠恕(?~?)
와 고승으로서 전서에 조예가 깊었던 夢英(10세기에 활동)을 들 수 있다. 郭忠恕는 <雪霽江行
圖>와 같은 그림의 작자로도 알려져 있으나 後周 국자감의 書學博士로서 字學에 깊었고 문자
에 관련한 여러 저술을 남기기도 했다. 역대의 字書들을 刪定하여 佩觿를 저술했고, 고문
학습을 위한 汗簡을 남겼으며 古文尙書를 교정하고 釋文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전이라고
할 偏旁字源을 남겼다.
湖南의 衡州 출신인 몽영은 華嚴思想에 밝았고 글씨가 뛰어나서 ‘智永 이후로는 李陽氷이
고 이양빙 이후로는 몽영이 나타났다.’는 말이 생길 정도였는데, 그는 실제로 전서에 해박했
다. 고대의 서체 십팔종을 재현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당시 유행하던 서체들로써 모방함에 그
친 것이고 본령은 중당시대 사람 李陽氷을 근간으로 한 小篆(그림 1)이었다.4)
1) 북송초기 篆書가 주목받는 현상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神田喜一郞, ｢中國書道史 10 宋 1｣, 書道
全集15(東京: 平凡社, 1973), pp.7~8을 참고.
2) 이에 관해 비교적 상세한 내용은 歐陽修의 《集古錄跋尾》 中 <秦嶧山刻石> 항목에서 볼 수 있다.
3) 神田喜一郞, 위의 글, p.8; 염정삼, ｢고금 서체의 단절과 계승으로 본 전서의 의미｣, 중국어문학지
45(중국어문학회, 2013. 12), p. 420 참고.
4) 그는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郭忠恕가 그랬던 것처럼 당나라 李陽氷을 종주로 삼았다고 한다. 이와 관
련된 내용은 明 陶宗儀의 《書史會要》에서 볼 수 있다. 실제로 섬서의 비림박물관에 전하는 <篆書千
字文碑>의 글씨를 남겼는데 여기에서 그가 李陽氷 풍의 소전을 착실히 익혔음을 볼 수 있다. 또, 타
이베이 국립고궁박물원 소장의 <十八體書碑墨拓本>은 그가 고대 글씨를 재현한 사례인데, 이는 당시
에 유행하던 고대 문자를 모방하여 쓴 것이라 서체 중에 억측이 많고 실제 고법과는 부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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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은 이미 주류에서 멀어진 서체인 전서에 세간의 관심을 다시 끌어온 시기였다. 이러한
경향은 고대문자를 연구하는 학풍의 출발점이 이 시기에 발생하도록 만들었으며, 특히 金文學
의 싹을 틔운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북송 중기 이후, 蘇軾, 黃庭堅, 米芾의 등장으로 인해 개
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行書와 草書가 각광받으면서 전서는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遼·金을 거쳐 몽골이 남송을 정복하기 전까지 전서를 주목한 서예가는 없었지만 쿠빌라이가
국호를 元으로 정하고 수도를 大都로 옮긴 후에 상황은 변했다. 원 초기 한족 문화를 담당할
인력을 천대하던 기조가 바뀌어 전통문화에 관한 교양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를 담당할 인물
이 필요할 때 등장한 이가 趙孟頫(1254~1322)로, 그는 자기에게 전통문화를 계승해야 할 의
무가 있다고 여겼고 그 과업을 위해 평생 동안 노력했다.5) 따라서 그는 蘇軾·黃庭堅·米芾의
글씨가 개성을 강조한 결과 중국 전통의 古法을 파괴했으므로 晉·唐으로 회귀해야 정통을 회
복할 수 있다고 여겼다.6)
그러나 그의 지향이 晉唐 시대 서예였던 만큼 篆書가 과연 그의 관심사였을까? 알려진 대
로 조맹부는 王羲之의 <蘭亭序> 연구에 몰두했었고 그 결과를 열세 편의 발문으로 정리한 바
있다. 그 만큼 왕희지의 전통에 관해서는 깊은 사유와 筆
寫 연습이 동행했고 마침내 큰 성과를 거두었다.7) 왕희
지 행서의 정수를 <蘭亭序> 연구를 통해 얻었지만 篆書
는 붓놀림부터 왕희지의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학습한 조맹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
다고 할 수 있다. 즉, ‘왕희지’를 典範으로 설정하여 학습
하고, 왕희지의 서예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그것이 자
기 시대의 서예에 남긴 이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노
력에 여념이 없었던 조맹부에게 篆書는 行書보다 급하지
않은 제재였으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그에게서 전서에
관한 담론을 볼 수 없는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 정황이
기도 하다.
이 한계는 그가 구사한 전서가 字學의 엄밀함에서는 그림 2 조맹부, <호주묘엄사기>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조맹부가 왕희지의 행서에 전념했음을 보여주는 <蘭亭十三
跋>

이전에

쓴

전서

<玄妙觀重修三淸殿記碑

頭篆>(1303년),

<玄妙觀重修三門記碑

頭

篆>(1303년 이후)과 <摠管張公墓誌銘>(1308년), <湖州妙嚴寺記碑 頭篆>(그림 2, 1309~1310)

예가 여럿이다. 따라서 그는 고문과 거리가 멀고, 小篆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당 이양빙 소전의
계보를 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5) 大野修作, ｢宋·元｣, 杉村邦彦 編, 中國書法史を学ぶ人のために(東京: 世界思想社, 2002), pp.
164~165.
6) 外山軍治, ｢趙孟頫の硏究｣, 書道全集 17 중국12-원·명Ⅰ(東京: 平凡社, 1973), pp. 11~15; Cao
Baolin, “Self-Expression versus Ancient Tradition-Calligraphy of the Song, Jin, and Yuan
Dynasties”, Ouyang Zhongshi·Wen C. Fong, Chinese Calligraphy(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2008), pp. 285~290; Shane McCausland, Zhao Mengfu-Calligraphy and Painting for
Khubilai's China(Hong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3) 등 참고.
7) <蘭亭十三跋>은 조맹부가 황태자(뒷날의 元 仁宗)의 부름을 받아 吳興에서 大都로 가는, 한 달 동안
의 뱃길에서 쓴, 왕희지 <난정서>에 부친 발문들이다. 조맹부는 이 여행에서 獨孤長老로부터 定武本
<蘭亭序>를 얻었는데 매일 이 글씨를 자세히 보고 탐구하여 왕희지 글씨의 품격, 그의 용필, 그 글씨
이 결구 등을 배워나감을 열세 편의 발문에 담았는데, 그 서풍은 <난정서>에서 보이는 왕희지의 그것
을 파악한 것이기도 하다. 이 내용은 西林昭一, 『書の文化史』下(東京: 二玄社, 1999), pp. 93~94; 中
田勇次郞, ｢蘭亭十三跋｣, 書道全集17(東京: 二玄社, 1973), pp. 154~15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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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어색한 획법이나 구성이 보이는데, 이는 행서에서 성취한 수준에 대비되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조맹부 행서와 전서의 층차는 당시 서예의 중심이 왕희지로 설정되어 있었음에서 이
유를 찾을 수 있다. 북송 초기에 부흥기를 맞았던 전서가 중기 이후, 개성이 뚜렷했던 명가들
의 등장으로 인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이후로 왕희지가 서예 담론의 중심에서 비켜나지
않았으며, 조맹부는 그 담론의 잠정적 결론을 내렸던 인물인 만큼, 전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
었음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조맹부가 전통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증표로서 전서 등의 고대
서체를 실현한 사례는 중국서예사에서 잊혀졌던 고대 서체의 재기를 이끌었고, 이는 고려에도
영향을 주었다.
북송 초기에 한 차례 부흥의 기회를 얻었던 전서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당대의 표준
전서, 李陽氷이 정립한 小篆의 전형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1971년 中國 河南省 方城縣에
서 출토된 <范府君墓塼>(1094년)이나 <許峻夫人陳氏墓誌銘>(1250년)의 篆額에서 볼 수 있는
소전은 唐篆의 전형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쓴 사람은 ‘사대부’가 아닌, 이름을 확인
할 수 없는 인물들인데, 본문을 짓고 쓴 인
물이 특정되어 있으나 篆額은 익명인 사실
로 보면 전문적인 書寫者로 추정된다. 이런
점에서 북송 초기에 篆書를 연구하여 얻은
성과들을 주로 전문 서사자들이 공유하고,
사대부 등의 지식인들의 관심은 개성을 드
러내는 行書로 옮겨갔음을 추론할 수 있다.
조맹부는 書畫 각 분야에서 복고주의자로
서 중화 문명을 복구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그림에서는 靑綠繪畫, 글씨에서는
王羲之를 깊이 연구했다. 청록의 색채 이외
에도 그의 회화에서 복고풍을 지적할 수 있
는 점들은 여럿이지만, Wen C. Fong이 지 그림 72 조맹부, <사유여구학도>(부분)
적한 바, 조맹부가 1280년대에 그린 <謝幼
輿丘壑圖>(그림 3)에서 구사한 필선이 鐵線篆의 그것을 응용한 것8)이라는 점은 이전 시대의
서사자들이 남긴 頭篆과 다른 수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조맹부는 자신의
복고주의를 회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筆線’에서도 구현하고 있었고, 그 자질을 篆書의 획
법에서 찾았다는 말이며,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는 唐 李陽氷의 鐵線篆을 활용하여 구현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謝幼輿丘壑圖>를 제작한 지 몇 년 지나서 쓴 <玄妙觀重修三門記碑>와 <湖州妙嚴
寺記碑>의 두전은 筆線에서 이양빙의 鐵線篆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획이 두꺼워진 점이
먼저 눈에 띄고, 팽팽함보다 둥글고 여유로운 운필이 두드러진다. 이런 형상적 특징은 초당시
대에 완비된 해서가 北朝 楷書에서 물려받은 ‘뼈대 중심의 역강함’을 위시하여 中唐의 李陽氷
小篆이 팽팽한 필선을 강조했던 것과 다르다. 이에 관해 조맹부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글자는
둥글고 부드럽되, 수척하거나 살찌더라도 근골은 갖추어야 한다”는 언술에 내포된 의도를 주
목할 만하다.9) 王羲之의 行草를 보고 달았던 저 발문은 둥글고 부드러운 운필로써 여유로움
8)

Wen C. Fong, Beyond Representation: Chinese Painting and calligraphy, 8th-14th
century(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2) p. 438 참고.

9) 이 텍스트는 원래 조맹부가 왕희지의 <七月帖>에 달았던 발문의 내용이다. 이 내용에 관한 Hear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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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우아함을 추구하되 筋骨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은 조맹부가 파악한 晉唐 서예의 중요한
핵심임을 보여준다.
좋은 글씨, 즉 쓴 사람의 고양된 정신을 담아낸 글씨는 그의 인품을 반영해야 하며 이 원칙
은 서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圓筆의 넉넉함에서 동진 귀족예술의 우아함과
자유로움을 보고자 했던 조맹부의 의도는 大都의 현실에서 숱하게 겪은 정치적 야비함으로부
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1300년대 이후 禪師들
과

적극적으로 교유관계를 맺은 것도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활동이라 볼 수 있다. <玄妙觀重

修三門記碑>나 <湖州妙嚴寺記碑>의 글씨들이 그런 활동의 결과였으므로, 그 두전에서 보이
는, 현저한 ‘넉넉함’을 해석하는 단서도 함께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조맹부의 篆書, 小篆
은 그의 行書나 楷書 만큼 두드러지지 않았고, 실제 글자의 정확도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나
그의 서풍이 지향했던 古典的 아름다움이 반영된, 문인 서예의 가치를 포함한 채 이 고대 서
체가 當代의 정신적 지향을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당연히 고려를 포함한, 동아시
아 각지로 전파된 조맹부의 서풍은 이런 가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3. 松雪體와 <文殊院藏經碑 頭篆>(1327)
춘천 淸平山의 文殊院은 고려 광종 시대인 973년에 승현
선사가 세웠다가 李資玄(1061~1125)이 중창했던 禪宗 사원
이었는데 조선 明宗 시대에 普愚가 ‘淸平寺’로 이름을 바꾸
어 오늘에 이른다.10) 高麗 忠肅王 14년인 1327년 5월, 원
晉宗의 황후 達麻實利가 이 문수원에 ‘佛書一藏’과 ‘돈 만
錢’을 시주하였고 이를 실제로 문수원에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을 때 기념비로 세운 것이 ‘藏經碑’였다. 碑文은 李齊
賢(1287~1367)이 짓고 당대의 명필 李嵓(1297~1364)이 그
비문과 頭篆(그림 4)을 썼다.11) 현재 碑는 전하지 않고 탁
본만 전한다.
비문과 전액을 쓴 이암은 본관이 固城, 호는 杏村, 초명
이 ‘君侅’였다가 ‘嵓’으로 개명하였다. 고려 忠宣王 5년
(1313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秘書省校勘을 시작으로 1340
년, 同知樞密院事을 거쳐 공민왕 즉위 후 門下侍中에 올랐
고 1363년에는 鐵城府院君에 봉해졌으므로 평생에 걸쳐 큰
어려움은 겪지 않고 관직 생활을 유지했다. 공민왕 13년 그림 73 이암, <문수사장경각비 두
(1364년) 5월에 세상을 떠났고 文貞이라는 시호를 받았 전>
다.12)
견해는 Maxwell K. Hearn, "Painting and Calligraphy under the Mongols", The World of
Khubilai Khan, Chinese Art in the Yuan Dynasty(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10), p. 201에서 참고했다.
10) 고려시대의 文殊院과 조선 중기 이후 淸平寺에 관한 일반사항은 洪性益, ｢淸平寺에 대한 歷史考古
學的 硏究｣(강원대학교 박사논문, 2008) 참고.
11) 洪性益, ｢春川 淸平寺 藏經碑 復元을 위한 基礎資料 檢討｣, 문화사학27(한국문화사학회, 2007.
06)는 복원을 위한 조사의 성격이 강하지만 장경비의 여러 탁본들을 상세하게 대조·검토한 내용이 있
어 참고하였다.
12) 이 부분에서 서술한 李嵓의 생애는 李穡, 牧隱集권17, ｢鐵城府院君李文貞公墓誌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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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세이던 1327년, 제국의 황비가 시주한 경전을 기념하는 문수원 장경비의 비문과 전액을
쓴 사실로써 초년기부터 서예가로서 그가 어느 수준으로 인식되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
다.13) 역사적 평가에서도 그의 위상을 언급한 사례가 보이는데, 대개 조맹부의 송설체 유입과
직결되는 내용들이다.14) <문수원 장경각비>라는 결과물이 있으므로 비문의 서체 대조를 통해
조맹부의 楷行과 흡사함을 확인할 수 있고, 후대의 평가들도 그에 부합하므로 더 보탤 것은
없다. 그러나 그 頭篆은 다르다.
이암이 쓴 <문수원장경각비 두전>은 전형적인 小篆으로 필획이 엄하여 李斯의 筆意를 말하
는 秦篆이라는 평가를 받는다.15) 그러나 이런 두전의 평가들은 외형이 주는 인상에 한정된 일
반적 비평이어서 특징과 의의를 지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엇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고
려의 전서와 비교해 보면 이암의 이 두전은 확연하게 정제되었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74 <양평보리사대경대사현기탑비 두전>(좌)·<신라태종무열왕릉비 두전>(우)

고려시대 초기의 두전은 <양평 보리사 대경대사현기탑비 두전>(939년)이 <신라 태종무열왕
재구성하였다. 그 외에도 이익주, ｢杏村 李嵓의 생애와 정치활동｣, 한영우·이익주·윤경진·염정섭 공저,
행촌 이암의 생애와 사상(일지사, 2002)에서 이암이 봉사했던 충숙왕부터 공민왕 대까지의 정치활
동을 살필 수 있었다.
13) 그의 서예에 관한 것은 崔完秀, ｢韓國書藝史綱｣, 澗松文華33(서울: 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87); 홍
선표, ｢서예｣,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21-(국사편찬위원회, 1996); 손환일, ｢高麗末 朝鮮初의 趙
孟頫 書體 硏究｣, 상명대학교 석사논문, 1999; _____, ｢高麗末 趙孟頫體의 유입과 杏村 李嵓의 書體
硏究｣, 한국사상과 문화4(한국사상문화학회, 1999. 06); 이완우, ｢고려시대 서예와 宋·元代 書風｣,
高麗 美術의 對外交涉(한국미술사학회, 2002); 이성배, ｢고려말 李嵓의 書藝와 松雪體｣, 역사와
담론49(호서사학회, 2008. 4); 이은혁, ｢고려서예의 대외교섭｣, 서예학연구 제11집(한국서예학회,
2007. 09); 이 있다.
14) 成俔, 慵齋叢話 卷一, “杏村은 子昂과 같은 시대 사람으로 필세가 자앙에 필적했다.(杏村與子昻一
時, 而其筆勢與之敵.)”; 徐居正, 筆苑雜記 卷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趙孟頫 筆法의 精神을 얻은
이는 杏村 李嵓 한 사람뿐이다.(吾東方人, 得趙公筆法精神者, 杏村李嵒一人而已.)”
15) 손환일, 앞의 논문(1999); 이성배, 앞의 논문(2008) 등에서 볼 수 있는, 일치하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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릉비 두전>(661)의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양
식을 보이는 사례가 있고, 고려 현종이 쓴 <현
화사비 전액>(1021)나 1085년에 세운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 두전>과 같은 小篆도 있다.
(그림 6) 또, <합천 반야사 원경왕사비 두
전>(1125)에서 볼 수 있는, 古文 계열로 분류
할 수 있는 양식은 887년에 최치원의 <하동 쌍
계사 진감선사비 두전>과 상관관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암의 <문수사장경각비 두전>은 이
가운데 소전을 채택한 두전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1342년의 기년이 있는 <속리산 법주사
자정국존비 두전>이 그 좋은 사례다.
<자정국존비 두전>을 <현화사비>, <지광국사
현묘탑비>의 두전들과 비교해 보면 이들이 유
사한 서풍임을 알 수 있다. 친연성을 구체적으
로 논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외형의 유사함은
고려시대 두전들은 엄격하게 준수했던 비문 楷
書의 경향, 구양순 풍의 엄정함과 다른 면모를

그림 75 위에서부터 <지광국사현묘탑비>(1085), <현

보이고 있다. 비문에 사용한 해서는 구양순을 화사비>(1021), <원경왕사비>(1125)

그림 76 <속리산법주사 자정국존비 두전>(1342)

중심으로 한 초당 해서의 전형을 보여주지만 두전은 비문의 서풍에 비례하여 추론할 수 있는
수준과 거리가 있다. 이 거리는 비문을 쓴 인물들이 모두 당대에 손꼽히는 명필들인 반면, 두
전을 쓴 이들은 전서에 정통하지 않은, 제왕이거나 전문 서사자인 데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 두전들은 한결같이 소전의 전형과 거리가 멀어, 심지어 해서를 적당히 전서의 형태로
가공하여 쓴 듯하기도 하다. 그런데 1342년의 <자
정국존비 두전>(그림 7)은 <현화사비>나 <지광국사
현묘탑비>의 두전과 차별되는 점을 보이는데 세로
로 길어지고 字體가 小篆 본연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 점은 <문수사장경각비 두전>보다 뒤에 나온 書
跡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형태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정국존비 두전>은 <문수사장경각
비 두전> 이후, 고려 전서에서 볼 수 있는 경향을
반영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문수사장경각비 두전>의 경향을 계승한 사례로
더욱 분명한 것은 1377년에 세운 <회암사선각왕사 그림 77 <회암사선각왕사비 두전>(1377)
탑비 두전>이다. 이 비의 두전은 <현화사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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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광국사현묘탑비>에서 보이던 억지스러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소전의 자형을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수사장경각비 두전>이 이전의 두전과 차별되는 면
모를 채택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암의 <문수사장경각비 두전>이 채택한 字形이 이전 시기의 두전들과 차별되는 점은 둥글
고 여유로우면서도 엄정한 典型이다. 이 점은 趙孟頫의 소전이 담으려 한 요소였다. 그러므로
이암은 비문에 사용한 行書나 頭篆 양쪽에서 조맹부의 경향을 충실하게 재현했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고려후기에 고려로 유입된 趙孟頫의 松雪體는 해서와 행서에서 그 전형을 지적하
였으나 그 전형은 전서에서도 나타난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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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川 文殊寺 藏經閣碑의 頭篆과 趙孟頫의 松雪體>에 대한 토론

최연주(동의대)

유승민선생님의 발표문을 읽고, 고려후기 서체의 변화에 대해 많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발표문에서 篆書와 조맹부, 송설체와 ‘문수사장경각비’ 두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려대장경 판각기간 16년간의 추이와 판각공간, 고려국신조대장
교정별록 분야를 주로 연구합니다. 유승민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해 가장 적합한 토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전
제하고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1. 고려후기 송설체의 유행과 관련하여 크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수사장경각비’
의 두전을 이암이 썼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고려 후기 유행한 송설체는 조맹부의 글씨로서 성리학의 수용과 아
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충선왕은 원 수도에 萬卷堂을 세우고 원
의 성리학자(조맹부, 姚燧 등)과 교류하였습니다. 곧 백이정, 안향, 이제현 등과도 교류하면
서 그들에 의해 성리학이 수용되었습니다.- 유승민선생님께서 당시 書風에 대해 언급하셨
는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조맹부의 전서를 가장
잘 썼다는 이암 역시 성리학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성리학 수용과 서풍의 연관
성에 대해 생각한 바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2. 기왕의 논고(이성배, ｢고려말 이암의 서예와 송설체｣ 역사와 담론 49, 2008)에 따르면
조맹부의 송설체는 3번 정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수사장경각비’는 우리나라 書
藝史 연구에 아주 중요한 비문이라 합니다. 이암의 ‘문수사장경각비’의 두전 서풍과 조맹부
의 송설체 변화를 연관해 본다면 어떻게 연결시켜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수사장
경각비’의 두전 분석을 통해 고려 후기 송설체 변화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수사장경각비’ 두전의 서풍과 송설체의 변화를 연관시켜 보
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이암은 충숙왕의 명으로 ‘문수사장경각비’를 썼는데, 왕명에 의해 작성하였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시 이암의 서체가 당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4. 논제에는 ‘문수사장경각비’라 한 반면 본문에는 ‘문수원장경각비’라 하였는데, ○○寺와
○○院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시는 것이 일관된 논지 전개가 될 것으
로 봅니다.
書藝 및 書體에 문외한이 두서없이 논의하여 유승민선생님의 논지를 잘 못 이해하였거나,
오해한 점이 있다면 넓은 해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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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속에서 형성된 부정적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

류호철
(안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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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 보전․활용과 부정적 문화유산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것들로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문화재로 지정․등록하여 보전
하고 있다. 유형․무형의 산물들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데는 법적 근거와 함께 인력과
예산 등 공공 자원이 소요된다. 이러한 공공 자원을 투입하면서 문화재를 보전하는 것은 문화
재가 그럴 만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근래에는 문화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가치를 현
실화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기도 한다.
이처럼 문화재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찾고 드러내어 그것을 누리고 나눔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문화재의 가치도 더욱 증진하는 일을 문화재 활용이라고 한다. 문화재를 통해 사람
과 문화재가 함께 더욱 행복해지게 하는 것이다. 문화재 활용은 대체로 문화재가 갖는 긍정적
의미와 가치를 찾고 드러내어 누리는 것이 보통이다. 문화재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와 지식,
세계관과 자연관 등이 그런 가치들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유산들이 있다. 외세
의 침략이나 식민지배 등으로 인해 우리 의지에 관계없이 형성된 것들이 그런 것들이다. 예컨
대 1926년 준공되었다가 1995년 광복 50주년에 맞추어 철거된 옛 조선총독부 청사를 비롯해,
부산과 대전, 목포 등지에 남아있는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지점 건물, 인천과 목포 등에 있는
옛 일본영사관 건물, 그리고 왜란이 벌어지던 1592년부터 1598년 사이에 축조된 남해안 일대
의 왜성(倭城), 부산과 군산, 목포 등의 일본식 가옥, 서울 잠실에 있는 삼전도비(三田渡碑, 大
淸皇帝功德碑)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만한 것들이다. 대체로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것들
이 많고, 일부는 왜란과 호란 등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2. 부정적 문화유산 보존․관리 실태
이러한 유산들은 부정적 인식이 강하여 근래에 이르기까지 문화재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따라서 적절한 보존․관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버려져 있는 것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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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양척식주식회사 지점 건물들은 쓰레기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고, 옛 조선총독부 청사
는 1995년 첨탑만 독립기념관으로 옮긴 채 나머지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 아래 철
거해 없애버렸다. 남해안 일대에 약 30개소에 이르는 왜성들도 부분적으로 복구한 순천왜성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버려지다시피 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민족의 유산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어서 상대적으
로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않아서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다. 부산과
목포, 대전에 있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지점 건물들은 2000년 전후에 와서야 시․도 기념물과 등
록문화재가 되었고, 왜성들은 30여 개 중 11개만이 시․도 기념물과 문화재자료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 역사적 의미나 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민족 문화유산들에 비해 문화재 지정․등록이 저조한 편이다.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것
들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정된 것들도 그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른 한편으로 지정․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보존․활용에 필요한 적절한 보존 조치가 취해지
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00년대 들어 문화재 활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등록문화재 제도가 다
시 도입되면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옛 영사관이나 동양척식주식회사 지점 건물들이 문화재
로 지정․등록됨과 함께 근대 역사관․전시관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것은 비교적 근래에 와
서의 일이다. 대부분의 왜성들은 보존 조치가 거의 취해지지 않는 일이 많고, 활용 대상에서
도 제외되는 것이 보통이다. 삼전도비는 제 자리를 잃고 옮겨진 채 페인트로 칠해지는 등 훼
손되는 일을 겪었고, 옛 조선총독부 청사는 문화재로 인식되기도 전에 철거되고 말았다. 광복
50주년 광복절을 맞아 철거되기 시작한 옛 조선총독부 청사는 그것을 철거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애국자가 아닌 것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도 거치
지 못한 채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

3. 문화재로서 부정적 문화유산의 가치
주로 외세에 의해 형성된 부정적 문화유산은 그것이 갖는 몇 가지 특성으로 인해 문화유산
으로 인식되지 못하거나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 우선 우리 민족에 의해,
또는 우리 민족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특성이 있다. 예컨대 남해안 왜성들은
왜(倭)가 만든 것들이다. 그런 탓에 우리 민족의 지혜나 전통적 지식 등 긍정적인 면을 담고
있지 않다. 민족적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우리 문화유산들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오히려 이와는 거꾸로 우리가 외세에게 침략이나 식민 지배를 당했던 부끄러운 역사, 드러내
고 싶지 않은 과거를 보여주는 유산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시각을 바꾸어보면 이것들은 다음 몇 가지 면에서 문화재로서 의미와 가치를 갖는
유산이기도 하다. 첫째로, 우리 땅에서, 우리 역사와의 관련성 속에서 형성된 우리 유산이다.
우리민족의 손으로,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것
이 아닌 것도 아니다. 우리 땅, 우리 땅에서 나는 재료들을 이용해 만든 것이며, 그것은 좋든
싫든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자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도, 우리 조상들이 제작
과정에 참여한 것들도 있다.
둘째로, 역사의 결과물이자 증거물로서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역사의 전개 과정을 말해준
다. 옛 조선총독부 청사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으며, 그 중심 기구를 경복궁 전각
들을 철거하고 그곳에 건축했었음을 말해주는 역사의 증거물로 기능했었다. 왜성들은 왜란 당

- 244 -

시 왜가 조선에 침입하여 여러 해 우리 땅에 머무르며 일본식 성을 쌓았음을 증명해준다. 우
리 역사가 그러한 길을 거쳐서, 그러한 부침(浮沈)을 겪으며 전개되어 왔음을 말해주는 것들이
다. 이것들이 없다면 이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은 기록으로만 남아있게 된다.
셋째로, 상당 기간 우리 조상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와 상호작용하며 문화를 형성하
고 유지해온 유산이다. 그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일정한 의미를 부여 받으며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쌓아온 유산이다.
넷째로, 인류 문화 관점에서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여준다. 같은 것을 만들어도 민족
에 따라 그 모양과 제작 방법, 사용하는 재료와 도구 등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갖는 것이 문
화이며, 문화유산은 이러한 성질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러한 성질이 오늘날 문화유산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부정적 유산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담은 문화유산이며, 단순히
그것이 우리 역사의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 의미
그 자체도 우리 역사이자 문화이며, 그런 문화유산을 없앤다고 해서 역사가 지워지는 것도 아
니다.

4. 부정적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국제관계 속에서 형성된 부정적 문화유산들은 단순히 역사의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유산
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다각적인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들이 갖
는 문화재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바로 보고 그것을 보존하며 활용하는 것이 그것들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살리는 길이다. 다음과 같은 활용을 모색해볼 수 있다.
첫째로, 있는 그대로 보존하며 그것에 얽힌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활용이다.
역사는 그것을 찾고 기억할 때 현실을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유형의 형체를 갖는 문화재는
그러한 기억을 더욱 분명히 해주는 효과가 있다. 실체 없이 글로, 말로만 인식하는 것에서 나
아가 문화재는 그 가시성을 높여주어 보는 것만으로도,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인식을 새롭게
하며 기억을 되살려준다. 오늘날에 와서 왜란이 우리 사회에 아픔과 심각성은 단순히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남해안 일대에게 30여 개소나 되는 왜성들을 통해 더욱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문화교육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부정적 유산도 문화유
산이며, 문화유산은 문화를 담고 있다. 남해안 왜성들은 크게는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활용해온 성(城)이다. 그러면서도 왜성들은 우리 성들과는 그 모양과 축조 방법, 구조 등
이 다르다. 이러한 유사성과 차이점은 지식으로서 알려줄 수도 있지만, 비교해보며 학습자가
직접 찾고 설명하며 스스로 자신의 지식을 구성해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역사와 문화는 주입
식으로 지식을 전해주는 것에서 나아가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며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
고,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지식으로 구성하게 할 수 있다. 결과를 외우는 것이 아니
라, 과정을 직접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화유산이 갖는 교육적 특성이자 가치인 것
이다. 국제관계 속에서 형성된 문화유산은 우리 것들과 비교할 때 차이점이 상대적으로 커서
이러한 문화 교육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셋째로,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국내외 여러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일
상에서와는 다른 것을 경험하며, 그러한 새로운 경험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호기심을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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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함이다.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는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여행 동
기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제관계 속에서 형성된 문화유산들은 우리 정서, 우리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것들로서 이국적 느낌과 새로움을 느끼게 한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동양척식
주식회사 지점 건물들과 일본 은행 지점 건물 등은 당시 우리 손으로 만든 건축물들과는 크게
다른 느낌을 준다. 건축 재료가 다르고 모양과 구조가 다르다. 예컨대 일본 은행 지점 건물들
이 보존되어 있는 인천 개항장 거리는 마치 근대로 돌아가서 거니는 듯한 느낌을 주며, 목포
항 근처에 큰 변화 없이 이어져온 일본식 거리와 도시구조도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일상
과는 다른 이러한 특성은 그것들이 갖는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문화유산들은 단순히 외관을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찾는 문화관광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지역을 깊이 여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일
본 은행 지점 건물들이나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들은 일제강점기 한국과 일본 간 관계와 그러
한 국제관계 속에서 그 지역의 의미, 그곳에 그런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온 배경 등
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다. 역사와 문화를 깊이 생각하며 여행하는 문화관광, 질적
관광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깊이 있는 소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제관계 속에서 형성된 부정적 문화유산들은 그것이 부정적인 면을 갖는다는
표면적 인식을 넘어 그 의미와 내용을 바르게 인식할 때 다각적인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미 일어난 일은, 전개되어온 역사는 지우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
물로 남겨진 문화유산을 없앤다고 해서 그것을 낳은 역사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념하고
현창할 일은 못 되지만, 역사는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것
으로부터 교훈을 얻어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시각을 바꾸면 국제관계 속에서 형성된 문화유산들은 부정적인 측면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역사 교육, 문화 교육, 그리고 의미를 찾는 문화관광에도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은 채 버려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거나 감추고 싶고 없애버리
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의 유산에만 머무를 수 있지만, 더욱 큰 틀에서 보면 역사적 아픔을 극
복하면서 그 의미를 누리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자원이 될 수 있다. 부정적 문화유
산은 감정적으로 화풀이 하듯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는 데 활용
해야 할 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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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속에서 형성된 부정적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토론
이채영(동국대)
1. 교수님의 발표문 1쪽에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유산들이 있
다.”라고 언급되어 있으나, 발표 요약문이다 보니 용어의 유래와 구체적인 개념 정의, 관련 선
행 연구 등에 대한 논의가 생략되어 있는 듯합니다. 발표문의 핵심 용어인 ‘부정적 문화유산’
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첫 번째 질문에 이어, 발표문의 ‘부정적 문화유산’은 2002년 메스켈(Lynn Meskell)이 논문
에서 정의한 네거티브 헤리티지(Negative Heritage), 즉, “집단의식 중에 부정적인 기억의 저
장소가 되는 갈등의 요소”라는 개념과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 개념은 첫째,
교훈적 목적으로 쓰이는 역할(아우슈비츠나 히로시마 등)이 있고, 둘째, 이 장소들이 복원될
수 없거나 국민적 의식에 동화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제거되어 버리는 역할(나치나 소비에트
의 동상, 건축물 등)1)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는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적 의식에는 동화될 수 없
는 대표적인 일제 잔재가 바로 조선총독부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없애버리고자 하
는 측면보다도, 조선총독부 건물의 위치 및 건립 당시의 정황들 때문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그
대로 보존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총독부 건물은 광
화문과 근정전 사이에 지어지면서, 경복궁의 근정전을 가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1912
년 조선총독부 청사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일제는 경복궁의 주요 전각 몇 채를 제외하고는 수
많은 전각을 헐어 버렸고, 경복궁은 본래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꾸준히 복원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경복궁은 원래의 경복궁의 40% 정도만 복원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와 같은 사례의 부정적 문화유산은 보존의 가치와 장점보다 오히려 보존
의 문제점과 단점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또한 총독부 건물이 있던 자리에 있었던 경복궁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부정적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
존 자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문제와 상충된다
는 지점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는 비용과 인
력이 소요되므로 부정적 문화유산을 모두 보존, 관리하는 것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
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모든 부정적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해야 한다고 보시는 입장이신
지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3. 교수님의 “부정적 문화유산은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는 데 활용해야 할 자원”이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말씀처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을 실제적이
면서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발표문에서도 교육, 관광, 여행 자원 활
용의 방안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 외에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
을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Lynn Meskell, “Negative Heritage and Past Mastering in Archaeology,” Anthropological
Quarterly, Vol. 75, No. 3, 2002, p.558; 김미진, 「일제강점기의 ‘부정적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충남금융조합연합회 회관을 사례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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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이는 한국인의 사생관

정효운
(동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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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7년 한국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여 UN(국제연합)이 정
의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노인 인구가 2000년 7.3%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불과 17년만의 단기간에 진행되었다. 이는 고령화율 속도가 빨랐던 일본사회가 1970년 고령
화사회에서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 시간이 24년이 소요되었던 데 비해 보더라도 더 빠른 추
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이 85년, 미국이 72년, 영국이 46년, 독일
이 40년 걸렸던 점에 비교한다면 그 진행 속도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사회는 노인의 육체적 질병, 경제적 빈곤, 노인 범죄, 고독 등과 같은 삶의 문제와 더
불어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고독사, 무연사뿐만 아니라 안락사와 존엄사, 노인 자살 등 사
회적으로 함께 고민하여야 할 죽음 문제도 숙제로 던져주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경제
적 대책과 함께 인문학적 죽음 인식과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맞이한 현대 일본의 경우, 무연사회, 고독사, ‘슈카츠(終活)’, 생전장(生前葬),
다사(多死)사회 등의 키워드가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도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 대비와 함께 개인의 죽음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심에서 발표자는 고대 한국인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여 왔다. ‘「『삼국사기』에 나타난 한국인의 사생관」(2014)’과 ‘「『삼국유사』에 나타
난 한국인의 사생관」(2015)’의 논문이 그 결과물이다. 고대 한국인의 사서에 나타난 고대 한
국인의 사생관 분석을 통해 현대인 한국인이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식을 전환해야 하는
지에 대한 방법을 찾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고대 한국의 사서인 이들 『삼
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난 사생관의 비교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방법론으로는 삶과 죽
음의 용어인 ‘생사’와 ‘사생’의 용례 비교, 죽은 후의 상태를 인식하는 영혼 관념과 영혼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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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는 장소를 표현하는 내세관 혹은 타계관에 대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2.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성격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관찬과 사찬이란 점을 달리하지만 각각 이전의 한국 역사를 다
루고 있는 현존하는 한국의 가장 오래된 사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의
명으로 김부식을 비롯한 11명의 편사관에 의해 1145년에 편찬한 고려시대의 관찬서이지만,
기술하고 있는 내용의 시기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 후삼국시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총 50권 9책인데, 본기는 통일신라시대를 포함한 신라 12권, 고구려 10권, 백제 6권의 28권
으로 구성되어 있고, 9권, 연표 3권, 열전 10권의 순으로 되어 있다.
중국 사서와 같이 기전체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와 전으로 나누고 있으며, 기에는 왕의
삶과 죽음의 행적을, 전에는 총 68명의 신하들의 삶과 죽음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본기에
는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당시 사람들의 삶을 기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쟁을
통한 3인칭의 죽음과 왕의 죽음에 대한 인식도 함께 서술되어 있다. 10권의 열전 중 3권을
김유신의 생애에 할당하고 있는데, 34명이 7세기에 활동한 인물이며, 그 가운데 21명의 죽음
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죽음의 기록은 개인적 관점이 아니라 위국충절(爲
國忠節)이란 국가적 목적 하에 강요된 사생관의 기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고려 충렬왕 때인 1282년을 전후로 하여 쓰여진 보각국사 일연의 『삼국유사』는
신라와 고구려, 백제 3국의 유사(遺事)들을 모은 역사, 문학서로 인데, 성립 시기 면에서 보면
130여년의 시간 차이를 보이지만, 같은 고려시대의 사서이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삶과 죽음의
인식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성을 보면, 왕력(王曆)과 기이(紀異), 흥법
(興法), 탑상(塔像), 의해(義解), 신주(神呪), 감통(感通), 피은(避隱), 효선(孝善) 순으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왕력」은 역대 왕의 출생과 즉위, 치세와 함께 주요 역사 사실을 간략하게 기록하였고, 「기
이」에는 고조선 이하 여러 고대국가의 흥망과 신화, 전설, 신앙 등과 유사(遺事)를, 「흥법」에
는 신라 중심의 불교 전래와 유래, 고승들의 행적을, 「탑상」에서는 사찰들의 기록과 탑, 불상
등에 얽힌 이야기와 유래를, 「의해」에는 신라 고승들의 행적과 설화를, 「신주」에는 밀교의 기
이한 행적과 기이한 승려들의 전기를, 「감통」에는 부처와의 감응에 의한 일반 사람들의 영험
담이나 영이(靈異)한 설화를, 「피은」에는 세속에서 벗어나 은둔한 일승(逸僧)들의 행적을,
「효선」에는 뛰어난 효행과 선행의 미담 등을 불교적 관점에서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편찬의 목적이나 편찬자의 관점에 따라 내용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지나온 과거에 대한 3인칭적인 서술이기 때문에 그 속에 내재된 삶과 죽음의
흔적도 3인칭적인 관점에서의 인식이란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김부식을 비롯한
『삼국사기』의 편찬자들이 유학자란 점과,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이 승려 신분이란 점은 이
들의 사생관에는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유교와 불교의 사생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
다. 그리고 김부식과 일연이 살아간 고려의 불교사회란 사회적 분위기도 사생관 형성의 기재
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사생’과 ‘생사’ 용례
삶과 죽음을 ‘생사(生死)’라는 한자로 표기하지만, ‘사생(死生)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근년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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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학인 타나톨로지(Thanatology)가 동양사회에 전래되면서 한국에서도 사생관과 사생학, 생
사관과 생사학이란 용어가 혼재되며 사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가 고대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는
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삼국사기에서 ‘사생’이란 용어를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이 5개의
용례가 나온다.
① 백결선생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무릇 死生은 운명이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기에,
그것이 와도 막을 수 없고 그것이 가도 좇을 수 없는 법이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마음 상해하는가?” (삼
국사기권 48 열전 8 百結先生)
② 장사를 지내려 하는데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死生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아아! 돌아가십시다.” 드디어 관을 들어 묻을 수 있었다. (삼국사기권 45 열전 5 溫達)
③ 유신이 대답하였다. “ …… 지금 우리는 한 뜻이 되어 死生을 같이 할 수 있으니 저 백제쯤은 두려
할 것이 없습니다.”
④ 춘추가 당에 들어가 병력 20만을 얻기로 하고 돌아와 유신을 만나 말했다. “死生이 천명에 달려서
인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소.” (이상 삼국사기권 41 열전 1 金庾信 상)
⑤ 이달에 임금이 병으로 오랫동안 앓아눕게 되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 死生은 천
명에 달렸으니 다시 무엇을 원망하겠는가? 죽은 후에는 불교의 법식대로 화장할 것이며 유골은 동해에
뿌리도록 하라.” (삼국사기권 9 신라본기 9 宣德王 6년 봄 1월)

열전의 백결선생조(①)와 온달조(②), 김유신조(③, ④) 그리고 선덕왕조(⑤)에 각각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생사’라는 용례는 문성왕조에 1회만 기록되어 있다.
⑥ 19년 가을 9월, 임금이 병이 들자 유언의 조서를 내렸다. …… 生死와 시작하고 끝맺는 것은 만물
의 위대한 기약이요,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천명이 부여하는 정해진 몫이다. ……” (삼국사기 권 11
신라본기 11 文聖王)

한편, 『삼국유사』에는 ‘사생’ 혹은 ‘생사’란 용어각 각각 3개씩 남아 있는데, ‘사생’의 용례
는 내물왕 김재상과 사복불언 조, 그리고 물계자 조에 보인다.
⑦ 이에 왕이 불러서 묻자 제상은 두 번 절하고 대하여 아뢰기를 “…… 만일 일의 어려움과 쉬운 것을
헤아려서 행한다면 이는 불충성한 것이며, 死生을 생각하여 행한다면 이는 용맹이 없다고 할 것이니, 신
이 비록 불초하나 명을 받들어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三國遺事』1卷 1紀異 奈勿王 金堤上條)
⑧ 하루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니, …… “…… 시체 앞에 이르러 고축하기를 “나지 말지니, 그 죽음이
괴롭다. 죽지 말지니, 그 남이 괴롭도다”라고 하였다. 사복이 말하기를 “말이 번거롭다”고 하였다. (원효
가) 이를 고쳐서 말하기를, “死生이 괴롭다”고 하였다. ……. (『三國遺事』 4卷 5義解 蛇福不言條)
⑨ 물계자는 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 절의를 지켜 死生을 돌보지 않음을 충이라고 했소. …….
(『三國遺事』 5卷 8避隱 勿稽子條)

그리고 ‘생사’의 용례는 사복불언과 원 효 불 기 조 , 그리고 월 명 사 도 솔 가 조 에 각각 기록되
어 있다.
⑩ 후세 사람들이 金剛山의 동남쪽에 절을 창건하고 道場寺라 하였다. …… “…… 고통스러운 生死는
원래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니 연화장과 生死의 세계는 넓기만 하구나. (『三國遺事』 4卷 5義解 蛇福不言
條)
⑪ 원효는 …… 『華嚴經』의 한 구절인 “일체 無碍人은 한 번에 生死에서 벗어난다.”라는 구절에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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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無碍라 이름 짓고,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 (『三國遺事』 4卷 5義解 元曉不覊條)
⑫ 월명은 또한 일찍이 죽은 누이동생을 위해 재를 올리고 향가를 지어 제사를 지냈다. …… 향가는
다음과 같다. “生死의 길은 여기 있으매 두려워지고, 나는 간다 말도 못다 이르고 갔는가. ……” (『三國
遺事』 5卷 7感通 月明師兜率歌)

이상의 용례에서 살펴본다면, 삼국사기에서는 ‘사생’이라는 표기가 ‘생사’ 표기보다 더 많
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생’이란 표기가 ‘생사라는’ 표기보다는 시기적으로 볼 때, 앞서 사용되
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삼국유사에서는 사용 사례가 동일하고, 사복불언조에서
는 ‘사생’과 ‘생사’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이르면 양자의 의미상 의 구
별은 없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며, 또한 유교나 불교 등의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는 아니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영혼관
오늘날 죽은 사람의 존재 양상을 영혼(靈魂)이나 혼령 혹은 귀신이나 혼백(魂魄) 등으로 표
기하고 있는데, 혼백이란 용어는 고대중국인들이 사후에 하늘로 가는 물질을 혼으로 보고 땅
으로 가는 물질을 백으로 구분한데서 유래되었다. ‘혼백’이란 용어의 사용례를 고려 전기의 
삼국사기에서 검색해 보면, 보이지 않고, ‘백’의 용례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고려 후기의
『삼국유사』에는 미추왕 죽엽군 조의 설화에 1례가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삼국시대와
고려 전기까지는 ‘백’이란 개념은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수 있다.
또한, 이들 용어는 혼과 영, 귀와 신 등의 글자들이 합쳐 만들어진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이
들 용례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살펴 보면, 고대한국인도 사람이 죽은 후에는 소멸되
는 것이 아니라 혼이나 영, 귀, 신 등으로 표현되는 존재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혼’의 경우에는 ｢신라본기｣ 문무왕의 교서에 2예가 보이고 있다.
⑬ 전장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이미 모두 상을 주었고, 싸우다 죽은 幽魂에게는 명복을 빌 재물
을 추증하였다. (9년[669] 봄 2월 22일조)
⑭ 헛되이 재물을 쓰고 書冊에 꾸짖음만 남길 뿐이요, 헛되이 사람을 수고롭게 하고 幽魂을 구원하는
것은 못된다. (21년[681] 가을 7월 1일조)

하지만, ‘혼’의 글자가 단독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幽魂’이라고 하는 복합 단어로 사용되
고 있다. 유혼의 용례가 논어에는 보이지 않고 문무왕 이전의 기록에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면, 보다 후대의 표현으로 생각되며, 그 의미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
할볼 수 있다.
‘영’의 사례는 21개가 남아있다. ‘仙靈’(신라본기 실성이사금 12년[413] 8월조), ‘巨靈’(신라
본기 문무왕 11년[671] 7월26일조), ‘宗廟之靈’(신라본기 신문왕 1년[681] 8월16일조), ‘大王
之靈’(신라본기 신문왕 7년[687] 4월조), ‘靈禽’(신라본기 성덕왕 32년[733] 12월조), ‘山海精
靈’(신라본기 헌강왕 5년[879] 3월조), ‘先祖神靈’(유리왕 28년[9] 8월조), ‘三靈’(고구려본기 영
류왕 5년[622년]조), ‘霊輿’(고구려본기 보장왕 4년[645]조), ‘靈化’, ‘皇靈’(이상 백제본기 개로
왕 20년[474]조), ‘靈星’(잡지 제사조), ‘靈室’(열전 김유신전), ‘靈柩’(열전 김인문전), ‘生靈’(열
전 견훤전) 등이 그것인데, 표현에 있어서는 단독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복합적인 용어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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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들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영’은 신격화한 존재로서의 의미이다. 신선(선령), 河
神(거령), 정령, 천지인의 삼령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종묘의 영, 대왕의 영, 선조의 영 등
의 사례처럼 조상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영실’의 경우에는 신령스럽거나 영험이 있는 방이란
의미인데, 불당을 의미하기에 불교와 연관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영여’와 ‘영구’의 사용
예와 같이 신령스러움을 물건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생령’과 같이 산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의
미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영수’의 예와 같이 새 같은 짐승들에게도 사용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무교나 유교, 도교,
불교 등의 특정한 종교와 연관된 용어는 아니고, 영험이 있는 존재나 죽은 사람의 영혼에 대
한 존경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오늘날 죽은 사람의 혼을 ‘鬼神’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귀신’은 다섯 사례가 보이고
있지만, 본기에는 1례만 보인다. 이는 남해차차웅 1년 3월조의 ‘次次雄’에 대한 주석에서 찾
을 수 있다. 김대문의 설명에 따르면 차차웅은 무당과 관련이 있으며, 무당이 섬기고 제사를
받드는 신이 귀신이라고 한다. 이것으로 볼 때, 초기 신라의 왕명이 무당과 관련이 있기 때문
에, 이 시기의 신라사회는 무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
기에 보이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란 의미의 ‘귀신’이란 표현은 8세기 대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용어가 그 이전 시기의 고대한국에서 통용된 용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즉, 신라
초기에는 ‘귀’와 ‘신’의 용례 구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어 ‘귀’와 ‘신’의 용례에 대해 살펴보면, 단독 ‘鬼’의 사용례는 7례가 보인다. 즉, “귀가
엿보는 꾸짖음을 끌어들이게 된다.”(신라본기 문무왕 11년[671]조), “죽어서도 은혜를 배신하
는 鬼가 될까 두렵다.”(신라본기 문무왕 12년[672]조), “사람들은 이를 귀가 치는 북소리라고
말하였다.”(신라본기 경덕왕 19년[760]조), “봉산에서 귀가 울었다.”(고구려본기 봉상왕 8년
[299]조), “밤에 궁궐 남쪽 길에서 귀가 울었다.”(백제본기 의자왕 19년[659]조), “귀가 하나
궁궐 안에 들어와서 큰소리로 ‘백제가 망한다. 백제가 망한다.’라고 외치다가 곧 땅 속으로 들
어갔다.”(백제본기 의자왕 20년[660]), “분명히 사람이 아니고 여우귀일 것이다.”(열전5 온달
3)이다.
이들 사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귀’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이고 나쁜 의미의
영혼[惡鬼]이란 의미이며, 의자왕 20년 조를 참고로 한다면 ‘귀’는 ‘혼’이 아니라 ‘백’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神’의 용례는 삼국사기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용 예를 살펴보면,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왕의 이름에 ‘신’이 들어 있는 경우이다. 신라본기에는 신문왕, 신무왕, 신덕왕 등이 보이고,
고구려본기에는 대무신왕 등의 예가 보인다. 또한, 신라의 경우 시조신의 제사를 모시는 곳을
‘신궁’으로 지칭하였던 예에서도 추정 가능하다.
한편, 『삼국유사』의 경우, ‘혼’의 용례는 8번 사용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魂魄 , 聖 帝 魂, 二魂 , 魂 之 妙願 , 魂 , 夢 魂 .

‘영’의 경우는 61번 사용되고 있으며,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靈艾 , 未 鄒 之靈 , 靈 廟 寺, 大 王 之靈 聖 , 靈 廟寺 , 四 靈 地, 山川 之 靈, 靈 鷲 山, 靈妙 寺 , 王 師之
威靈 , 生靈 塗 炭, 大 王降 靈 , 山 靈 , 靈 帝 , 廟 之 威靈 , 精靈 , 靈應 , 靈鷲 山 , 靈 石 , 乞 靈 , 靈 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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寺, 景靈 殿 , 山 靈 , 捺 靈郡 , 靈 迹 , 靈 洞, 洞 靈水 , 靈 境 , 靈 鷲寺 , 靈 響 , 靈 感 , 袈 裟之 靈 蔭, 靈
廟, 靈異 , 靈 山 寺, 靈岳 , 靈 山 祖師 , 含 靈 , 靈 烏, 靈鷲 , 靈 範 ’

이와 같이 ‘영’에 대해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절이나 산천 등의 자연물과 연관된 것
이 많고, 사람의 경우에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왕 등과 같이 지위가 높은 사람의 영혼에 사용
되는 예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귀’의 경우에는 35번 보이고 있는데, 그 용례를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鬼神 , 鬼 衆 , 鬼 橋 . 辟 鬼, 鬼哭 , 一 鬼 , 天 地 鬼神 , 神 鬼 干, 神鬼 , 神 鬼 之音 , 鬼神 , 鬼 徒 , 鬼 拱
神扶 , 狐 鬼 , 鬼 心, 餓鬼 , 一 大 鬼, 小鬼 , 大 鬼 , 衆 鬼, 群鬼 , 天 地 鬼神 , 鬼

‘귀’ 역시 ‘귀신’이란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시 ‘귀’와 ‘신’이 구별되는 의미라는
것은 ‘천지귀신’이란 용어가 ‘천’과 ‘지’, ‘귀’와 ‘신’의 복합어이며, ‘鬼 拱神 扶 (귀와 맞잡고 신
이 도와)’란 용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는 구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죽은 후의 영
혼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지만 전자는 부정적인 관념을 내포하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긍정적
인 이미지를 포함하는 용어란 것을 알 수 있다.
‘신’의 경우는 292번이나 보이고 있는데, 그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怪力 亂 神, 虹繞 神 母, 神童 , 神 異 , 神 壇樹 , 神 市 , 神 雄, 神, 山神 , 神 爵 , 熊 神山 , 鬼 神 , 神
詔, 東 岳 神, 大 王之 神 聖, 鵄 述 神母 , 神德 王 , 神元 寺 , 神 衆 寺, 神 形 , 三 神 , 神謀 , 神丘 道 行
軍摠 管 , 神 劍 , 天 神 , 神 明 , 神 術 , 神 文 王, 五 方神 像 , 神 龍 , 神 物 , 五 岳 三山 神 , 北 川 神, 神
英大 王 , 神 武 大王 , 疫神 , 南山 神 , 北 岳 神, 地 神, 山 神, 神 池, 神 德王 , 五方 神 弓, 神 鸞公 主 ,
神興 大 王, 神 成王 后 , 阿 干 神會 , 神人 , 神力 , 神劍 , 天地 鬼 神, 神 兵, 神 天干 , 神鬼 干 , 神 鬼 ,
神天 , 神道 , 神物 , 神聖 , 神略 , 神力 , 神武 , 神誌 , 神墦 , 鬼拱 神 扶, 神 鐘, 神 師, 大 聖靈 威 ,
神匠 , 神 笛 , 神 光 寺, 神衛 , 神 孝 寺, 神龍 , 神仙 , 精 神 , 神 寶, 神祗 , 六神 通 者, 神通 力 , 淨 神
大王 , 神 寶 川, 神龍 元 年, 神文 之 子, 窟神 , 五 臺 山神 , 忉 利 天神 , 華 嚴 神衆 , 淨 神 太子 , 神 基 ,
神卓 和 尙, 明 神, 法 神 , 神 文 王, 佛 之威 神 , 神 器 , 神聲 , 神言 , 神術 , 神謀 , 神 妙, 八 部神 將 ,
金剛 神 , 雞 神 , 神 童, 神 印, 神志 , 人神 , 神 州 , 神 印 , 岳 神, 神 通, 神呪 , 神簡 , 五 色 神光 , 四
方大 力 神, 神通 , 神 通 力, 白甲 神 兵, 黑甲 神 兵, 神文 王 , 和 尙神 通 , 熊 神, 明朗 神 印, 神印 宗 ,
仙桃 山 神, 五 岳 神君 , 神祠 , 神 母, 神 仙之 術 , 神驗 , 神館 , 貴 國之 神 , 東 神 聖母 , 神 社, 天 地
鬼神 , 神 方 , 神 心, 神烏 , 通 神 , 岳 神. 神名 , 神 琳

‘신’의 용례가 가장 많이 있는데, ‘신’은 ‘영’과 같이 산천 등의 자연이나 절의 명칭에도 사
용되지만, 왕의 이름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귀’와 같은 음의 부정적인 성격이 아
니라 양의 긍정적인 성격을 지니는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에는 자연물의 주재
자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불교가 전래된 이에는 ‘8부신장’이나 ‘금강신’ 등과 같이 불교를 수
호하는 신이란 의미로도 쓰여 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이 추상적인 관념이라면 ‘신’은 인
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형태의 관념이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영혼관에 보이는 ‘혼’, ‘영’, ‘귀’, ‘신’의 용례 검토를
통하여 고대한국인의 영혼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늘날 죽은 사람의 존재를 관념화하여 사용
되고 있는 ‘영혼’이나 ‘귀신’이란 용어는 ‘영’과 ‘혼’, ‘귀’, ‘신’이라는 각각 다른 개념을 합성
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중국과는 달리 ‘혼’과 ‘백’을 나누는 개념은 부
족하였던 듯하고, ‘혼’이라는 의미도 단독으로 사용되는 예는 보이지 않고 ‘유혼’이라는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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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영’이란 개념은 ‘혼’보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무교, 유
교, 도교, 불교 등의 특정 종교와 관련 지어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귀’의 경우, ‘귀
신’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일컫기는 하지만 긍정적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
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의 경우 왕명이나 ‘신궁’과 같이 시조의 영혼을 모시는
사당 등에 사용되는 용례로 볼 때, 다른 용어보다는 신격화하여 사용되는 용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내세관
고대한국인의 관념에서도 사람이 죽은 후에는 ‘혼, 영, 귀, 신’이 된다는 관념이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혼’들이 거처하는 공간인 장소에 대해서는 각 종교마다 달
리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무교의 경우에는 죽은 사람이 거처하는 곳으로 저승을 상정하고
있지만, 유교의 경우에는 죽음을 氣의 응집과 발산으로 보기 때문에 내세를 상정한다고 해석
하기 어렵고, 도교의 경우에는 仙界라는 표현이 사용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불교의 경우, 극락이나 서방정
토, 연화장 세계라든지 그와 대응하는 지옥이란 관념을 상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
세계는 윤회를 거듭하다, 苦集滅道를 끊을 때 비로소 갈 수 있는 열반의 세계와는 구별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소승과 대승의 개념이 다르듯이 윤회의 사후세계와 열반
의 사후세계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열반과 극락은 다른 관념의 세
계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내세관이 고대한국인들에게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에 대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용례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삼국사기에는 많은 죽음에 대한 기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들이 어떤 상황에
서 죽었는지에 대한 죽음 현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기록에서 당시 개개인의 내세관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이 점은 역사서라는 것이 국가라는 3자적 입장과 후대라는 3인칭적인 서
술의 산물이기 때문에 태생적 한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죽음
에 대한 태도라든지 관념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에 이들 사례를 중심으로 고대한국
인의 사생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지배층인 왕의 사생관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문무왕 21년(681)조에 보이고 있다. 왕이 사망
하면서 유언으로 남긴 조서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가을 7월 1일에 왕이 죽었다. …… 남긴 조서는 다음과 같다. “과인은 運이 어지러울 때에 속하고 때는
다투어 싸울 때였다. 서쪽을 정벌하고 북쪽을 토벌하여 능히 영토를 안정시켰고 배반하는 자들을 치고 협
조하는 자들을 불러 마침내 멀고 가까운 곳을 평안하게 하였다.
위로는 조상들의 남기신 염려를 위로하였고 아래로는 父子의 오랜 원한을 갚았으며, ㉮살아남은 사람과
죽은 사람에게 두루 상을 주었고, 중앙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벼슬에 통하게 하였다. 무기
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었고 백성을 어질고 오래 살게 하였다. 세금을 가볍게 하고 요역을 살펴주니, 집집
마다 넉넉하고 사람들이 풍족하며 민간은 안정되고 나라 안에 걱정이 없게 되었다.
곳간에는 (양곡이) 언덕과 산처럼 쌓였고 감옥에는 풀이 무성하게 되니, ㉯귀신과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았고 관리와 백성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고 말할 만하다. 스스로 여러 어려운 고생을 무릅쓰다가 마침내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렸고, 정치와 교화에 근심하고 힘쓰느라고 다시 심한 병이 되었다.
㉰운명은 가고 이름만 남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갑자기 긴 밤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찌
한스러움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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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자는 일찍이 밝은 덕을 쌓았고 오랫동안 태자의 자리에 있어서, 위로는 여러 재상에 나가고 아래로는
뭇 관리들에 이르러 ㉱죽은 사람을 보내는 뜻을 어기지 말고 살아 섬기는 예의를 빠뜨리지 말라. 종묘의
주인은 잠시도 비워서는 안 된다. 태자는 곧 관 앞에서 왕위를 이어 서도록 하라.
또한 산과 골짜기는 변하여 바뀌고 사람의 세대도 바뀌어 옮겨가니, 吳나라 왕의 北山 무덤에서 어찌
금으로 만든 물오리의 고운 빛깔을 볼 수 있을 것이며 魏나라 임금의 西陵 망루에서 단지 銅雀이라는 이
름만을 들을 뿐이다.
지난날 모든 일을 다루던 ㉲영웅도 마침내 한 무더기의 흙이 된다. 나무꾼과 목동은 그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여우와 토끼는 그 옆에 굴을 파니, 헛되이 재물을 쓰고 書冊에 꾸짖음만 남길 뿐이요, ㉳헛되이
사람을 수고롭게 하고 죽은 사람의 넋을 구원하는 것은 못된다.
가만히 생각하면 슬프고 애통함이 그치지 않을 것이지만, 이와 같은 것은 즐기는 것이 아니다.
죽은 뒤 10일 뒤에는 곧 庫門 바깥의 뜰에서 ㉴西國의 의식에 따라 火葬을 하라. 상복의 가볍고 무거움
은 정해진 규정이 있으니 장례를 치르는 제도는 힘써 검소하고 간략하게 하라. …
변경의 城․鎭을 지키는 일과 州縣의 세금 징수는 긴요한 것이 아니면 마땅히 모두 헤아려 폐지하고, 律
令格式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곧 다시 고치도록 하라.
멀고 가까운 곳에 널리 알려 이 뜻을 알게 할 것이며 주관하는 자는 시행하도록 하라.”

이 사례는 문무왕 21년에 왕이 사망하면서 남긴 유언의 조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
시 지배층의 사생관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례에 있어서는 불교식 화장을 요
구(㉴)하고 있지만, 죽음을 내세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적 관점에서 인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산 사람(存)이나 죽은 사람(亡)에게 공평하게 상을 준다든지, 귀
신(幽)과 사람(顯)에게 부끄럽지 않았다(㉯)고 하는 사고는 무교적 관념에 가깝고, 죽음을 이름
만 남기고 긴 밤으로 돌아간다(㉰)라든지, 장례를 후하게 하라(㉱)든지, 영웅도 마침내 한 무더
기의 흙이 된다고 하는 표현을 볼 때, 당시 지배층의 사고에는 극락이나 서방정토와 같은 내
세관이 없고, 오히려 유교나 무교와 같은 사후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같은 문무왕의 21년조 7월조에 의하면, 왕이 죽은 후 용이 되었으며 동해 바다의 바
위에 장사를 지냈기에 그 바위를 대왕석이라 하였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시호를 文武라 하고 여러 신하들이 유언에 따라 동해 입구의 큰 바위에 장사 지냈다. 민간에서 전하기
를, ‘임금이 변하여 용이 되었다.’라 하고, 또 그 바위를 가리켜 大王石이라 불렀다.

왕이 호국의 용으로 변하였다고 이해한다면, 이는 불교의 윤회사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해석
할 수 있지만, 고대중국의 민간신앙에서도 용신앙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불교적 사생관으
로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용이 되어서 국가를 수호
한다는 관념은 불교적 사생관으로만 해석하기 어렵다. 용이 되고 싶다는 관념은 불교의 윤회
사상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서방극락이나 아미타여래에의 귀의라는 내세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교적 내세관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교적 사생관과 내세관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열전에 나타난 지배층의 사생관을 살펴보기로 하자.
ⓐ 흠운이 말을 비껴 탄 채 창을 쥐고 적을 기다리는데, 大舍 詮知가 달래며 말했다. “지금 적
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니 지척에서도 분간할 수 없고, 공이 비록 죽더라도 아무도 알지 못할 것
입니다. 더구나 공은 신라의 귀한 신분이며 대왕의 사위입니다. 만약 적의 손에 죽는다면 백제의
자랑거리요, 우리에게는 크나큰 수치가 될 것입니다.” 흠운이 말했다. “대장부가 이미 몸을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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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바친 이상 남이 알든 모르든 매한가지다. 어찌 감히 명예를 구하겠느냐?” 그가 꼿꼿이 서서
움직이지 않자, 종자가 말고삐를 쥐고 돌아가기를 권하였다. 흠운은 칼을 뽑아 휘두르며 적과 싸
워 몇 명을 죽이고 자신도 죽었다. 이때에 대감 穢破와 소감 狄得도 함께 전사하였다. 步騎幢主
寶用那가 흠운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말했다. “그는 혈통이 고귀하고 권세가 영화로워 사람들이
아끼는 처지인데도 오히려 절개를 지키다 죽었다. 하물며 나 보용나는 살아도 이득될 것이 없고
죽어도 손해날 것 없지 않은가!” 그는 곧 적진으로 달려가 적병 몇 명을 죽이고 자신도 죽었다.
(삼국사기47 열전 7 金歆運)
ⓑ 유신은 비령자가 힘써 싸우고 깊숙히 들어갈 뜻이 있음을 알고, 불러서 이르기를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낙엽 짐을 알 수 있는데, 오늘의 일이 급하다. 그대가 아
니면 누가 용기를 내고 기이함을 보여 뭇 사람의 마음을 분발시키겠는가?”라고 하였다. 인하여
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간절함을 보였다. 비령자가 두 번 절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일을 저에게 맡기시니, 저를 알아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마땅히 죽음으로써 보답하
겠습니다.”고 하였다. 나가면서 종 合節에게, “나는 오늘 위로는 국가를 위하여, 아래로는 나를
알아주는 분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나의 아들 擧眞은 비록 나이는 어리나 굳센 의지가 있어 반
드시 함께 죽으려고 할 것이다. 만약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죽으면 집사람은 장차 누구를 의지하
겠는가? 너는 거진과 함께 나의 해골을 잘 수습하여 돌아가 어미의 마음을 위로하라!”고 하였다.
(삼국사기47 열전 7 丕寧子)

ⓒ 필부가 이 사실을 알고 칼을 뽑아 비삽의 머리를 베어 성 밖으로 던지고는 군사들에게 말
했다. “충신과 의사는 죽을지언정 굽히지 않는 것이니 힘써 노력하라! 성의 존망이 이 한번 싸움
에 달렸다.” 그리고는 주먹을 휘두르며 한바탕 호통을 치니, 병든 자들까지 모두 일어나 앞을 다
투어 성 위에 올라갔으나 사기가 꺾이고 다해 죽고 다친 이가 반을 넘었다. 그때 적이 바람을 이
용해 불을 지르고 성을 공격하며 들이닥쳤다. 필부가 上干 本宿, 謀支, 美齊 등과 함께 적을 향
해 활을 쏘았다. 그러나 빗발처럼 날아오는 화살에 온몸이 찢어지고 잘리어, 흐르는 피가 발꿈치
까지 적시더니 끝내 쓰러져 죽었다. (삼국사기47 열전 7 匹夫)
ⓓ 계백은 장군이 되어 결사대 5천을 뽑아 이를 막고자 하며 말하였다. “한 나라의 사람으로
당과 신라의 많은 병사를 당해내자니, 나라의 존망을 알기 어렵다. 내 처자식이 붙잡혀 노비가
될까 두렵구나. 살아서 치욕을 당하는 것보다 흔쾌히 죽는 것이 나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처자식
을 다 죽였다. 黃山의 들에 이르러 세 개의 진영을 설치하였다. 신라 병사들과 맞닥뜨려 싸우려
할 때 여러 사람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옛날 越王 句踐은 5천의 군사로 吳의 70만 대군을 격파
하였다. 오늘 우리는 마땅히 각자 분발해서 승리를 쟁취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리라!” 그
리고 드디어 처절하게 싸웠다. 백제군 한 명이 천 명을 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없으니, 신라군
이 끝내 퇴각하였다. 이렇게 진퇴를 네 번이나 거듭하다가, 힘이 다해 전사하였다. (삼국사기47
열전 7 階伯)

상기의 사료들은 죽음이 전쟁이란 비일상적인 요인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사례라 볼 수 있을 것이
다. 즉, 전쟁이란 국가나 가족을 위한 이타적 죽음을 요구하는 시스템이 기제가 되어 작용하게 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적 사생관이나 내세관은 전쟁의 승리라는 국가의 목적에 의해 매몰되
고 이데올로기로 변용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달리 표현한다면,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개인의 죽
음의 대가는 남은 자들의 삶의 평안이란 현실적 필요성으로의 대체를 강요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김흠운은 절개를 위해, 보용나는 명예를 위해 죽음을 택하였으며(ⓐ), 비녕자는 자신을 알아
주는 사람을 위해(ⓑ), 필부는 忠과 義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계
백의 경우(ⓓ)에는 자신의 죽음은 충이란 목적을 위해 바친 것이 되지만, 동시에 다가올 ‘수
치’라는 덕목 때문에 가족의 죽음을 강요한 사례가 된다. 결국, 비일상적인 전쟁을 통해서는
개인적 내세관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 저변에는 당시의 국가나 사회적으로 강요된 사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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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의 사생관을 통제, 지배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예와
는 다른 예도 보이고 있다.
선생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무릇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어,
그것이 와도 막을 수 없고 그것이 가도 좇을 수 없는 법이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마음 상해하는가? 내가
당신을 위하여 방아소리를 내어 위로하겠소.” 이에 거문고를 타서 방아 찧는 소리를 내었는데, 세상에 이
것이 전해져 碓樂이라 하였다. (삼국사기48 열전 8 百結先生)

백결선생전에 보이는 사생관 즉, 죽고 사는 것이 하늘에 달려있다고 보는 관념은 유교적 사
생관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삼국사기에 보이는 고대 삼국시대의 사생관은
불교의 내세관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충과 효를 강요하는 유교적 현세적 사생관이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삼국유사에는 삼국사기 와 달리 내세관을 추측할 수 있는 사료가 보이고 있

다. ｢의해｣ 원효불기 조를 보면,
원효는 이미 계를 어겨 설총을 낳은 후에는 세속의 옷으로 바꿔 입고 스스로를 小姓居士라고 하
였다. 우연히 광대들이 춤출 때 사용하는 큰 박을 얻었는데 그 모양이 괴상하였다. 그래서 그 모양
에 따라 도구를 만들어 『華嚴經』의 한 구절인 “일체 無碍人은 한 번에 生死에서 벗어난다.”라는 구
절에서 따서 無碍라 이름 짓고,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일찍이 이 무애를 가지고 수많은 마
을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시키고 읊조리며 다녔으니, 가난한 사람들과 산골에 사는 무지몽매한
자들까지도 모두 다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모두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으니, 원효의
교화는 위대하다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일체 무애인은 한 번에 생사에서 벗어난다”는 『화엄경』의 구절을 인용한 점과
‘불타’의 이름과 ‘나무’의 염불을 통한 원효의 교화를 서술하는 것으로 보아 불교적 사생관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명은 또한 일찍이 죽은 누이동생을 위해 재를 올리고 향가를 지어 제사를 지냈다. 문득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종이돈을 날려 서쪽으로 사라지게 하였다. 향가는 다음과 같다. “生死의 길은 여기
있으매 두려워지고, 나는 간다 말도 못다 이르고 갔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도 모르는구나. 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는 도 닦으며 기다리련
다.” (『三 國 遺事 』 5卷 7感通 月 明師 兜 率歌 )

이 사료는 월명사의 도솔가에 내용인데, 죽은 누이동생의 제사를 지내며 극락을 의미하는
‘미타찰’에서 만날 것을 기원하고 있는 점은 불교적 사생관을 나타내는 용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불교의 사생관은 ‘연기설’에 바탕을 둔 ‘윤회’와 ‘열반’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대승불교
의 여래장사상도 전래되면서 고대 한국불교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특히 윤
회설과 연화장계의 불교의 두 사상은 고대 한국인의 사생관의 한 축을 형성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心 地繼 祖 」에도 보이고 있다.
『占察經』 상권을 살펴보면, 189개 간자의 이름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이와 같이 하여 제
172까지는 모두 전생과 현생 중에 선과 악, 얻음과 잃음에 대한 일들이다. 제173은 몸을 버려 이미
지옥에 들어간 것이고, 제174는 죽은 후 축생이 된 것이다. 이리하여 餓鬼･阿修羅･人･人王･天･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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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聞法･出家 그리고 聖僧을 만남, 도솔천에 태어남, 정토에 태어남, 부처를 찾아 만남, 下乘에 머
무름, 中乘에 머무름, 上乘에 머무름, 解脫을 얻음에 이르기까지 제189 등이 이것이다.[위에서는 하
승에 머무르는 것에서 상승에서 물러나지 않음을 얻는 것까지를 말한 것이고, 지금은 상승에서 해
탈을 얻음 등을 말한 것이니, 이것으로 구별했을 뿐이다.] 이것들은 모두 3세의 선악과 과보에 대한
차별의 모습이다. (『三國 遺 事』 4卷 5義 解 心 地 繼祖 條 )

『점찰경』의 내용을 인용하는 글 속에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인, 천’의 육도가 보이고
있고, 또한 3세의 선악과 과보에 따른 윤회설이 제시되고 있다. 윤회사상의 전파에 의해 ‘전생
과 현생’, 그리고 ‘宿世, 現世(人間世), 來世(未來世)’란 ‘3세’의 불교 사생관은 고려시대 한국
인의 내세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결론
이상에서 고대 한국인의 사생관을 ‘사생’과 ‘생사’란 용어의 쓰임과 『삼국사기』와 『삼국유
사』에서의 ‘영’, ‘혼’, ‘귀’, ‘신’이란 영혼관과 극락과 같은 내세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생사’란 용어가 ‘사생’ 용어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양 사서의 용례 검
토에서 본다면, ‘사생’의 용어가 ‘생사’ 용어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 시기도

‘사

생’이 먼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오늘날의 영혼을 의미하는 영, 혼, 신, 령 등의 용
어는 각기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유학자의 합리적 역사관이 반영되어 있기에 충효를 강요하는 현세
적 사생관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내세관에 대한 관념을 찾아 볼 수 없는 반면, 『삼국유사』에는
불교사관의 영향으로 윤회와 극락이란 연기설 중심의 사생관과 더불어 유교적 사생관도 함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고대한국인의 사생관 형성에는 하나의 사상이나 종교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신앙집단에 내재된 사생관에 따라 계층성과 지역성 등 중층성을 보
인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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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이는 한국인의 사생관>에 대한 토론

유형동(건국대)

0. 이 논문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죽음 / 내세와 관련된 어휘의 용례를 검토
하고, 이를 통해서 고려 중후기의 문헌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사생관에 대해 고찰한 것입니
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주론적이고 존재론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피고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문화의 일면을 살피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러한 점에서 죽음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선생님의 문제의식에 동의합니
다. 논문을 읽으면서 든 의문을 여쭈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가장 궁금한 점은 사생관을 검토하기 위해서 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살펴야 하는
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편의 저서는 고대 한국사를 재구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료는 편찬자의 입장에 따라서 특정한 사관이나 관점을
취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통해서 도출되는 사생관이 당대의 보
편적인 인식인지 편찬자의 인식인지를 가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료 해석의 난점을 감수하면서 이 자료들을 살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선행연구와의 변별되는 점은 무엇인가?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미 두 자료를 각각 사생관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신 바 있
습니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제게 든 의문은 선생님의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서론을 따르면 두 문헌자료에 나타난 사생관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제 단견으로는 비교작업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면 논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용어의 체계에 대해서
이 논문의 핵심 키워드는 ‘사생관’입니다. 이를 우회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영혼관’, ‘내세
관’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논지에 따르면 ‘사생관⊃영혼관, 내세관’의 관계망에 놓
인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설정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4. 어휘의 용례분석으로 사생관 도출이 가능한가?
선생님께서 사생관 분석을 위해 택하신 방법은 두 문헌에서 生, 死, 靈, 魂 魄, 鬼 神 등의
어휘를 추출하여 용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사생관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서사의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가령 『삼국유사』
「기이」 ‘고조선’ 조의 마지막 부분, 단군이 아사달 산신이 되었다는 부분은 가장 원초적인 형
태의 사생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죽음이라 말하지 않고 신으로 좌정한다는
사고는 삶의 끝없는 연속이라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같은 책 ‘미추왕 죽엽군’에서 보이는 호국
신이면서 조상신의 면모를 지닌 김유신이 잘 나타난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선생
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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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요지를 잘 못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좋은 논문을 먼저 읽고 공부할 기회를 주신 정효운 선생님과 학회 관계자 선생님께 감사의 인
사를 드리며,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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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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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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위원
회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지와 기타 학회 출판물 투고 및 수록 논문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
기가 있을 경우에 편집위원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직속의 특별위원회로 구성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해당분야 편집위원, 총무이사, 편집이사, 연구
기획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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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임이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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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리, 데이터, 분석체계, 특정용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출처를 밝혔더라도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 부분의 문구를 원문 그대로옮기는 경우
4.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새로운 의견 없이 여러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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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출
석도 허용한다.
제8조(제보자 보호 및 소명기회 보장)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또는 신고자)와 피제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다.
2. 연구윤리 위반 사례의 제보(또는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허위 사실을 제보(또는 신
고)한 경우에는 피제소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보아 향후 학회활동에 일정한 규제를 가한다.
3. 제보자(또는 신고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다.
5.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반행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
과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제4장. 심사와 징계
제9조(심사 절차)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또는 신고)된 사안을 최초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ㆍ
집행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위반 혐의가 있는 논문에 관하여 제보자(또는 신고자)의 지적
내용에 일정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이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분
야 전문가 약간 명을 위촉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제소자에게 연구윤리 저촉 혐의 내용을 알려주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준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또는 신고)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피제소자가 행한 소명
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피제소자의 혐의 없음을 제보자(또는 신고자)와 피제소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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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및 학회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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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징계) 연구윤리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저자나 논문에 대해서는, 그 위 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항목 중에서 하나 또는 몇 개의 항목을 중복 선택하여 징계를 가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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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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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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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5) 논문의 저자(필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주저자 또는 책임연구자)를 앞에 명시
하고, 공동저자를 제1저자 다음에 명시한다. 제1저자가 없이 모두 공동저자일 경우에는 국적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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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소
50일 이전(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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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사용할 수 있으나, 논문앞부분에 한국어 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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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고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이하(영문초록, 영문 키워드 5개 이상 포함)로 제
한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논문을 반려하거나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 기준>
120매 이내: 10만원 또는 30만원
논문 게재 판정을 받은 자는 120매 초과시, 출판사 최종 편집본 기준으로 1면 초과마다 1
만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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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
인 접수한다.
4) 논문의 체재는 제목, 필자명, 목차,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본문(머리말ㆍ본론ㆍ맺음말), 참
고문헌, 영문초록, 영문 Key-Word의 순서로 작성한다.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에는 각각 주제어
(Key Word) 5개 이상 명시해야 한다.
5) 본문의 문장부호는 다음과 같이 통일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① 항목번호 부여 순서 : Ⅰ→1→1)→(1)→①
② 강조 : ‘ ’
③ 직접인용 : “ ”
④ 국내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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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쪽.
위의 글, 15쪽.
조동일, 앞의 책, 480쪽.
② 외국 논저
James Frazer, The Golden Bough, London, Macmillan ＆ Co, 1959, p.158.
Robert A. Georges, “Toward an Understanding of storytelling event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82, No.326, The American Folklore Society, 1969, 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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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d., pp.120~123.
Robert A. Georges, op. cit., p.330.
③ 재인용 : 인용 원문 뒤 괄호 안에 재인용한 논저를 명시한다.
Robin Wood, An Introduction to the American Horror Film, U of California P,
1985, p.22.(백문임,『월하의 여곡성』, 책세상, 2008, 45쪽, 재인용.)
(2) 같은 註에서 2편 이상의 논저를 제시할 경우 : 세미콜론( ; )으로 구분해 주고 그대로 이
어서 쓴다.
차문섭,『조선시대 군제연구』, 서울, 단국대출판부, 1973, 48~50쪽; 이태진,『조선후기의 정
치와 군제변천』, 서울, 한국연구원, 1985, 43~45쪽.
(3) 史料 引用 方式 : 서명, 권(또는 책), 연도, 간지(또는 항목) 순으로 하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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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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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지 종류 : A4(210 x 297mm)
② 용지 여백 : 위 20, 아래 15, 왼ㆍ오른쪽 30, 제본 0, 머리말 15, 꼬리말 15(한글 프로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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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자는
당해연도의 회비(3만원)와 소정의 심사료(6만원)를 논문투고 시 학회은행구좌에 입금하여야 하
며, 게재가 최종 결정된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 10만원(단, 교내외 연구비 수혜자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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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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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 투고규정은 2018년 4월 2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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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고대학> 제52집 논문 투고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동아시아고대학> 제52집의 논문 투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회

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학술대회 발표원고는 꼭 투
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
① 원고 마감 : 2018년 11월 10일(토) 24시까지 홈페이지(www.dongasia.co.kr)를 통한
온라인 투고('학술지-온라인논문투고'에 따로 회원 가입해야 함)
② 발간일 :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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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