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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역 축제의 스토리텔링 전략 연구
-제47회 신라문화제를 중심으로이채영(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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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의 문화원형을 활용한 축제는 다른 지역 축제보다 지역 정체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또한 지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집단의 기억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
다는 점에서 여타의 축제에 비해 함의하고 있는 시사점이 많다고 사료된다. 1934년부터 개최
된 ‘신라제’1)를 전신으로 한 신라문화제 역시 경주시의 지역적 정체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축
제로, 2019년을 기준으로 47회나 개최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축제이다. 본고에서는 제47회
신라문화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축제 스토리텔링의 전략적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
다.
먼저 신라문화제의 스토리텔링 전략 분석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공간 스
토리텔링 전략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축제의 서사 차원을 거시 서사와 미시 서사로 나누어
각각의 서사에서 드러난 스토리텔링 전략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신라문화제
의 스토리텔링 전략이 대중의 축제 향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추후 신라문화제 스토리텔링 기획, 나아가 여타의 축제 스
토리텔링 기획이나 진행의 분석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1) 신라제는 신라의 발상을 재현하고 6부의 건국을 현창하는 행사로, 제전식(祭典式)과 더불어 선덕여왕
을 기리는 행렬, 화랑단 행렬, 김유신 장군 출진 행렬 등과 궁술 ․ 체육 ․ 백일장 대회가 열렸다. 신
라제는 1940년까지 열리다 전쟁으로 중단되었으며, 1947년 다시 거행되었다.
(박현, “경주, 천년 수도에서 관광 도시로 - 일제강점기와 1970년대”, 레디앙, 2019.05,14, 참조.
http://www.redian.org/archive/13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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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제 스토리텔링 전략 분석의 이론적 배경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란 사건에 대한 진술이 지배적인 담화 양식이다. 스토리텔링은 스
토리, 담화, 이야기가 담화로 변하는 과정 세 가지를 모두 포괄한다.2) 축제 스토리텔링 역시
이러한 세 요소를 모두 포괄한다. 특히 축제 스토리텔링은 다른 분야의 스토리텔링에 비해 수
용자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스토리텔링의 주요 특성인 “현장성, 상호작용성”3)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 축제 참여자는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이야기가 담화로 변하는 축제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축제 스토리텔링은 참여자가 축제를 향유하는 과
정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축제 스토리텔링 전략은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구조주의 서사학의 텍스트 분석
방법론에서 서사의 층위를 구분하고, 이야기를 인물, 사건, 배경 요소로 나누는 방식을 토대
로, 축제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는 요소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표 1>, <그림 1>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표출 요소

구성 요소

내용

자연·환경

축제 공간의 자연환경과 입지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도로 구

요소
구조물·시설

조 등과 같은 배경 요소
축제의 행사 진행을 위해 만들어진 무대나 행사장 등과 같은 축

요소
행사 요소
캐릭터
요소
상징 요소
문화 요소

내재 요소
지역 요소

제 기반 시설 요소
축제에서 진행되는 공연·전시·체험·판매 등과 같은 행사 요소
축제 대표 캐릭터나 개별 행사의 개별 캐릭터 요소
슬로건, 심볼, 안내 현수막, 안내 간판, 축제 기념 소품, 포스터 등
과 같은 축제의 상징 요소
축제의 지향 서사 요소, 지역의 역사, 전통, 생활 풍습 등과 같은
문화원형 및 문화 코드 요소
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의 산업적 특성, 지역 개발 정도, 경제 발전
정도 등과 같은 지역 사회 요소

<표 1> 축제 이미지의 주요 구성 요소

<그림 1> 축제 스토리텔링의 주요 구성 요소

2) 고욱 외(2003), 『디지털 스토리텔링』, 황금가지, 13쪽.
3) 최혜실 외(2007), 『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 다할미디어,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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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시설이나 소품 등 외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재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문화 요소와 지역 사회
요소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표출 요소 곳곳에 내재되어 있다. 한편, 축제는 참여자가 특정한
시공간의 범주 안에서 특정한 사건을 겪으면서 향유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따라서 다른 장르
스토리텔링과 달리 공간 스토리텔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하게 구성되
는 행사의 유형을 분류하여 각 유형의 행사 스토리텔링의 기능과 특성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
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축제 특성을 반
영하기 위해 축제 전체를 관통하는 큰 줄기의 서사와 개별 프로그램들의 서사의 스토리텔링
층위가 구분되어야 하는 것 역시 축제 스토리텔링 기획이나 분석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기획 의도와 주제에 맞게 축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표 1>에서 제시한 표출 요소와 내재
요소를 적절히 결합하여 <그림 1>과 같이 축제의 시·공간, 행사 유형, 서사의 층위에 맞는 전
략을 활용해야 한다. 제47회 신라문화제는 2019년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총 7일에 걸
쳐 경주시 황성공원 일대 외 시가지 일원에서 9개 부문, 45개 행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
47회 신라문화제의 주제는 “신라 화랑에게 풍류의 길을 묻다”이고, 슬로건은 “신라의 빛! 신
라의 꽃! 화랑!”으로 기획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제와 슬로건이 축제 전반에 걸쳐 어떠한
스토리텔링 전략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축제 참여자의 신라문화제 향유 과정에 입각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 참여자의 축제 향유는 공간과 시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축제 스토리텔링 전
략을 축제 공간 구성과 축제 행사 및 서사의 구성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세분화하여 파악하도
록 하겠다.
3. 참여자의 향유 과정에 기반한 축제 공간 스토리텔링 분석

<그림 2> 신라문화제 진행 공간4)

- 3 -

공간은 그 구성 요소와 배치에 따라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공간 구성의 시각적 속성으로
연속성, 방향성을 들 수 있고, 물리적 속성으로 영역성, 전이성을 들 수 있다. 연속성을 활용
한 공간 구성을 하게 되면 축제 참여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각의 공간을 연결하여 보다
풍성하고 총체적인 체험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방향성을 활용한 공간 구성을 하게 되면
축제 참여자가 시각적으로 일정한 체계적 흐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한편, 영
역성은 배타적으로 점유된 공간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축제에 있어 성과 속, 또는 비일상과
일상의 경계 영역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영역성 역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와 함께
전이성은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 요소의 이질감을 완화하고 갑작스러운 상황 전환을 조절, 완
충, 매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을 담당한다.5)
네 가지의 속성은 신라문화제 공간 구성에 있어 일정 부분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속성이 충분히 고려되어 신라문화제 공간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로 첫째, 연속성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그림 1>의 공간 배치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축제
참여자의 이동 경로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불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를 완
화하는 공간 구성이나 기획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제 공간은 자연스럽게 연속되지 못하는 결과
로 이어진다. 둘째, 방향성 역시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상시 체험 행사가 개최되는 실내체육관
과 개막식, 폐막식이나 주요 공연을 개최하는 황성공원 특설 무대를 축제 주요 공간이라고 지
정하고 봐도 이 주요 공간을 기점으로 주변 공간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주변 공간에서
주요 공간으로 가야 하는지, 또 이외의 공간 간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나가면서 축제를 향유
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 셋째, 황성 공원과 그 일대로 한정된 축제 공간의 설정은 일차원
적 영역성을 담보한다. 그러나 축제 참여자가 축제 공간으로 입장하면서 축제에 몰입하기 위
해서는 일상과는 다른 영역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축제의 독자적 영역성, 즉 다차원
적 영역성이 필요하다. 즉, 비일상과 일상의 경계 영역을 구분 짓는 영역성이 축제 공간 스토
리텔링에 녹아 있어야 하는데, 신라문화제의 입·출구에는 푸드 트럭, 놀이기구 트럭, 판매 부
스 등이 인도를 따라 이어져 있을 뿐이어서 신라문화제만의 독자적 영역성이 제대로 확보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축제 참여자가 축제 공간에 들어섰을 때 느끼는 이질감이나, 또는 축
제를 향유하는 중에 느낄 수 있는 이질감을 완화하는 전이성 역시 일부 공간에서만 발견되고,
축제 행사가 열리는 전체 공간 차원에서 보면 전이성은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수용자에게 있어 축제 공간은 축제를 온몸으로 향유하고 축제의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는
텍스트 그 자체이다. 따라서 주제와 기획 의도에 맞게 축제의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하
는 축제 공간 구성 스토리텔링 전략이 축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연속성, 방향성, 영역성, 전이
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간 스토리텔링 전략과 수행은 수용자가 축제를 긍정적,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나아가 해당 축제의 이미지와 브랜드가 지속, 강화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4) 신라문화제 누리집 참조, http://www.gyeongju.go.kr/sillafestival/page.do?mnu_uid=1894&
5) 황미영(2003), 「박물관 전시공간의 시각적 시퀀스 구조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81쪽; 이지선·김주연·하은경(2009), 「지역문화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외부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4권 2호 통권 9호, 한국공간디자인학회, 56~57쪽에서 인용한 공간의
특성을 축제 공간 스토리텔링에 적용.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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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제의 거시 서사와 미시 서사의 스토리텔링 분석
소설이나 영화의 서사가 2차원적 평면의 서사라면, 축제의 서사는 3차원적 공간의 서사라
할 수 있다.6) 또한 상호작용성, 현장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축제의
서사는 선형적, 단편적이지 않고 복잡다단한 층위로 구성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축제의 서
사 층위를 구분하여 스토리텔링 전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축제의 서사는 층위에 따라 거시 서사와 미시 서사로 나뉠 수 있고, 미시 서사는 다시 주최
측의 기획 의도, 그리고 전체 주제나 축제의 주요 이미지를 구현하는 정도에 따라 중심 서사
와 주변 서사로 나뉠 수 있다. 거시 서사는 축제 전반을 통해 읽어낼 수 있으며 축제 전체를
포괄하는, 축제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서사이다. 따라서 거시 서사는 축제의 개별 행사들을 연
결할 때 전체 축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거시 서사는 주최 측
에서 ‘주요 행사’로 기획한 미시 중심 서사들의 배치와 구조를 파악해야 가늠할 수 있다. 이러
한 거시 서사는 축제의 주제나 주요 이미지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면서 개별 행사 기간을 하나
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신라문화제의 거시 서사는 신라의 빛이자 꽃인 화랑에게 풍류의 길을 묻다라는 축제의 슬로
건과 주제에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신라문화제는 신라 문화를 계승하여 천년의 역사를 재조
명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하는 축제로 당대의 풍류 가객이면서도 유불선의 도를 실천함
으로써 정신적으로 신라를 통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화랑 정신과 풍류도를 찾아 그들의
훈련장이었던 황성공원에서 새롭게 펼쳐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7) 이를 통해 신라문화
제의 거시 서사는 화랑과 풍류, 유불선의 도 등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축제 참여자가 신라
문화를 온전히 향유하도록 하는 서사라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거시 서사는 개막식, 폐막식의 구성, 그리고 진흥왕(순수관경)행차-불교무용 바라춤코스프레 퍼레이드 등의 반복 재현을 통해 더욱 선명해진다. 거시 서사는, 미시 중심 서사를
통해 개별 이미지로 구현되면서 7일간 복잡다단하게 펼쳐진 신라문화제의 프로그램을 하나로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신라문화제의 미시 서사는 주요 행사, 체험 행사, 전시 행사, 공연 행사, 문화예술 행
사, 연계 행사 등으로 유형화된 세부 프로그램의 서사이다. 이중 ‘중심 서사’로 기능하는 행사
는 주최 측에서 ‘주요 행사’라고 분류한 행사와, ‘주요 행사’는 아니지만 축제의 주제를 직접
적으로 구현하는 행사, 예컨대 신라 문화를 주요 소재나 주제로 다룬 공연과 체험 행사를 들
수 있다. ‘주변 서사’는 신라 문화라는 축제의 핵심 이미지와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의
서사로, 주로 버스킹, 페스타, 현대적 소품 만들기 프로그램 등의 행사를 들 수 있다.
중심 서사와 주변 서사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요일과 시간에 따른 주요 행사
와 일반 행사의 구성8)을 도표로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
6) 한혜원은 게임의 서사를 설명하기 위해 소설, 영화의 서사와의 차이점을 논의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게임 서사의 상호작용성과 같은 일부 특성이 축제 서사의 특성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한혜원의 논의
를 변용하여 대입하였다. 게임 서사의 특성에 대해서는 한혜원(2005), 「뉴미디어를 위한 성배, 상호작
용성」, 『디지털콘텐츠』 8,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60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7) 신라문화제 누리집 참조, http://www.gyeongju.go.kr/sillafestival/page.do?mnu_uid=2151&
8) 여기에서 논하는 주요 행사는 신라문화제 누리집과 홍보물에서 ‘주요 행사’로 기재되어 있던 행사를
의미하고, 일반 행사는 주요 행사 외의 유형에 있던 행사들, 즉, 공연 행사, 체험 행사, 전시 행사. 문
화예술 행사, 연계 행사를 통칭한다. 한편 주요 행사 외의 중심 서사로 기능하는 일반 행사들은 다양
한 시간대에 흩어져 있다. 이들까지 포괄하자니 <표 3>이 너무 방대해져 주요 행사의 배치를 중심으
로 중심 서사와 주변 서사의 구성 특성을 파악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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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10:00

10.4.(금)

10.5.(토)

10.6.(일)

10.7.(월)

10.8.(화)

10.9.(수)

일반 행사

일반 행사

일반 행사

일반 행사

일반 행사

일반 행사

일반 행사

일반 행사

일반 행사

일반 행사

일반 행사

일반 행사

주요 행사

주요 행사

주요 행사

주요 행사

진흥왕(순

진흥왕(순

진흥왕(순

진흥왕(순

수관경)

수관경)

수관경)

수관경)

행차,

행차,

행차,

행차,

15:00

불교무용

불교무용

불교무용

불교무용

~17:00

바라춤,

바라춤,

바라춤,

코스프레

코스프레

~12:00
12:00
~15:00

10.3.(목)

일반 행사

일반 행사

코스프레

~19:00
19:00
~22:00

일반 행사

바라춤,
코스프레

퍼레이드,

퍼레이드,

퍼레이드,

퍼레이드,

가배(길쌈)

가배(길쌈)

가배(길쌈)

가배(길쌈)

놀이

놀이

놀이

일반 행사

일반 행사

일반 행사

일반 행사

놀이
17:00

일반 행사

일반 행사

주요 행사
서제
주요 행사
개막식

일반 행사

일반 행사
일반 행사

일반 행사
주요 행사
폐막식

<표 2> 요일과 시간에 따른 주요 행사·일반 행사의 구성
주요 행사는 개막식, 폐막식, 서제, 그리고 ‘진흥왕(순수관경)행차’, ‘불교무용 바라춤’, ‘가배
(길쌈)놀이’다. 축제 기간 중 10월 7일 월요일과 10월 8일 화요일을 제외하고 주요 행사는 반
복 진행되었다. 이 중 개막식, 서제, 폐막식이 축제를 열고 닫는, 시작과 끝 역할을 한다면,
‘진흥왕(순수관경)행차’, ‘불교무용 바라춤’, ‘가배(길쌈)놀이’는 4일에 걸쳐 반복 재현되면서 축
제 이미지를 강화하고 전체 축제의 서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집약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가배(길쌈)놀이는 따로 진행(3일은 경주역, 마지막 날은 황성 공원 활용)되지만 진흥왕(순수
관경) 행차와 불교무용 바라춤은 매회 같은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들 행사는 퍼
레이드의 형태라 한 공간에 한정되어 진행되지 않고, 여러 지역을 거쳐 이동하는 경로로 기획
되었다. 이동 경로는 경주시 ‘봉황대 ⇒ 신한은행 ⇒ 경주역 ⇒ 경주교 ⇒ 경주시 청소년수련
관 ⇒ 황성 공원’이다. 행차 집단이 축제의 주요 공간인 황성 공원의 실내체육관 앞 도로 인
근에 다다르면, 불교무용 바라춤과 화랑의 군무 등이 도로 위에서 펼쳐진다. 퍼레이드 군단에
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데, 신라의 화랑, 원화, 진흥왕과 왕비 뿐 아니라 여러 장수와 말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참여하여 화려한 볼거리를 자랑한다.
이때까지 버스킹 공연을 보거나, 먹거리 부스에서 음식을 먹거나, 또는 캔들 만들기 부스에
서 만들기 체험을 하는 축제의 참여자들은 현대 시간의 흐름과 세속적 질서에 여전히 소속되
어 있다. 그러나 저녁이 되기 직전, 해가 지기 전의 오후 시간, 쏟아지는 햇빛을 받으면서 신
라 문화를 대표하는 다양한 캐릭터 군단의 입장 행렬의 연속과 함께 화려하게 펼쳐지는 연주
와 군무는 각각의 축제 공간에 흩어져 있던 축제 참여자들이 퍼레이드 근처로 운집하게 한다.
이 퍼레이드는 축제 참여자가 과거 신라 시대의 시간과 축제의 질서에 편입할 수 있게 해 주
는 기능을 한다. 이는 에드먼드 리치의 지적대로 “존재의 정상적인 세속적 질서에서 비정상적
인 성스러운 질서로 시간적으로 이동하는”9) 축제 본연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9) 에드먼드 리치의 논의는 류정아(2013). 『축제의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60쪽 재인용, Edmund R.
Leach(1961), “Time and False noses”. in Rethinking Anthropology. London: Ath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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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라문화제 행사에는 신라 문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프로그램도 많지만, 앞서 살
펴본 바 있듯이 현대 문화 요소나 트렌드 위주로 구성된 프로그램들 역시 다수 찾아볼 수 있
다. 다시 말해, 신라문화제의 중심 서사는 신라문화제의 주제를 적극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프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변 서사는 현재의 트렌드 위주로 구성되는 일반적 축제 행사
프로그램들을 차용하고 있다. 즉, 신라문화제에서는 과거와 현재로 대비되는 문화적 특성이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두 가지의 상반되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신라 문화 이미지를 강화하는
중심 서사와, 현대 트렌드 및 일반 축제 요소를 차용하는 주변 서사의 복합적 배치를 통해 축
제 참여자들의 향유를 다양화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복합적 배치는 바꿔 말
하면 신라문화제의 주제, 중심 이미지 등 축제 고유의 정체성을 약화하고 향유자가 신라문화
제 고유의 질서에 몰입하거나 행사 간의 연속성을 인지하는 것을 방해한다.
현대적 요소를 가미한 프로그램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축제 주제와 거시 서사를 직접적
으로 구현하는 중심 서사가 풍성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 수를 늘리기 위해 축제의
특성과는 동떨어진 일반 축제의 행사들을 천편일률적으로 차용하게 된다면 참여자들의 축제
이미지에 대한 인식과 축제 향유의 만족도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고착될 수 있다. 따라서 중심
미시 서사, 주변 미시 서사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전체 행사 프로그램의 맥락이 거시 서사를
잘 구현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축제 서사 스토리텔링 전략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5. 나가며
제47회 신라문화제의 누적 방문객 수는 외국인 관광객 1만여 명을 포함, 총 54만명이라고
집계되었다. 제47회 신라문화제는 기존의 관 주도형 행사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시민과 지역예
술인이 직접 참여한 콘텐츠가 늘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는 것이 시 당국의 자체 평가 내용이
다.10) 47회의 역사를 지켜 온 신라문화제가 오래도록 계승될 수 있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축제 참여자가 지속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축제 스토리텔링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라문화제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축제 참여자의 향유 과정에 기반하여 분석
하다 보니, 공간, 행사 유형, 거시 서사-미시 서사 등으로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축제
스토리텔링 전략으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축제의 기획 방법이나 연구 방법을 다양한 각도에
서 고찰하여 좀 더 다각적으로 축제 스토리텔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고찰과 후
속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 자료는 각주로 대신합니다.
10) 김병진, “제47회 신라문화제 ‘성료’... 54만명 참여”, 헤럴드경제, 2019.10.12. 기사, http://news.h
eraldcorp.com/view.php?ud=20191012000020
송종욱, “신라문화제에 외국인 1만명도 반했다”, 영남일보, 2019.10.12. 기사, http://www.yeongnam.c
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91012.010080717080001
최주호, “제 47회 신라문화제, 54만 명 관람... 대한민국 명품축제로 부상”, 아주경제, 2019.10.13. 기사,
https://www.ajunews.com/view/2019101306103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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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원(경기대)

目次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선통신사의 의의
2.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흐름
3. 조선통신사 루트와 경주
4. 경주의 조선통신사 역사문화콘텐츠
Ⅲ. 결론

Ⅰ. 서론
2017년 10월 31일,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17〜19세기 한일 간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이하 ‘조선통신사 기록물’로 칭함)’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한국의 부산
문화재단과 일본의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가 2016년 3월 30일 한·일 공동으로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한지 1년 7개월 만의 일이다. 대한민국은 2015년까지『훈민정음(해례본)』과 『조
선왕조실록』등 13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조선왕실 어
보(御寶)’와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함께 등재됨으로써 이제 16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
게 되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외교기록과 여정의 기록, 그리고 문화교류의 기록으로 나뉘
는데 한국의 63건 124점과 일본의 48건 209점을 포함하여 모두 111건 333점이다. 이 중 여
정의 기록은 조선통신사가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부터 일본의 에도까지 왕복 4,500km에 이르
는 노정을 오가는 동안 양국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남긴 기록을 총칭한다. 여기에는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오가며 생긴 일들과 견문록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행록과 접대를 맡은
일본 각 지역의 번(藩)에서 기록한 향응기록, 그리고 노정에서 사행의 행렬과 현지의 풍경을
생생하게 그린 기록화 등이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조선통신사 기록물 중 주로 해행총재에 수록된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경
주 지역의 조선통신사 관련 역사문화콘텐츠를 고찰하고자 한다. 경주 지역은 조선통신사의 주
요 사행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보와 보물 등 다양한 관광콘테츠를 보유하고 있는 탓
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 비교적 조선통신사 관련 콘텐츠 발굴에 더딘 감이 있다. 경주와 인근
한 영천 지역이 마상재와 조영각 등을 중심으로 매년 조선통신사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
며 부산에는 조선통신사역사관이 있고 이곳 역시 매년 조선통신사 재현 행렬을 하는 것 등과
는 매우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역사문화콘텐츠’라는 용어가 국내에서 학술적으로 사용되기 시
작한 것은 2004년도1)부터이다. 최근 들어서 대학의 학과 명칭이나 논문에서 자주 사용되기

1) 국내 학위논문과 학술지, 학술대회를 포함하여 ‘역사문화콘텐츠’하는 용어를 최초로 논문의
제목에 사용한 것은 <박순준·변기찬·조관연(2004), 「역사문화콘텐츠 개발사례: 중세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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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으나 아직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
러나 역사문화콘텐츠를 단어의 조합으로 살펴보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콘텐츠’라는 세 가
지 개념이 조합된 용어이다. 역사문화콘텐츠는 한 국가와 민족을 상징하는 자원이다. 본고에
서는 역사문화콘텐츠를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문화자원으로 지정된 유·무형의 문화재와 민속자료 및 기념물 등을 포함하며, 지정
되지 않았지만 문화자원으로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문화유산을 포괄하여
지칭하도록 하며 조선통신사와 관련하여서는 인물과 축제이벤트, 그리고 장소 및 구간으로 분
류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먼저 인물과 관련하여서는 조선통신사행단을 인솔하였던 정사·부사·종사관이 있으며 문장이
뛰어나 주로 일본인들과 필담을 나누었던 제술관(製述官), 통역을 담당하였던 통사(通事) 및
이외에도 군관과 악대, 의원, 마상재인 등 300~500여 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파견되었다. 이런
직접적인 관련을 지닌 사행단원 이외에도 현지 접대 종사자들과 사행로에서의 친인척 밑 교우
관계에서의 인물들도 포함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축제이벤트와 관련하여서는 충주와 영천, 경
주 등에서 열린 전별연과 안동, 경주, 영천 등에서 개최된 마상재, 그리고 망궐례와 부산에서
의 해신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장소 및 구간과 관련하여서는 경주 지역의 선형
루트에 산재된 조선통신사 관련 문화원형콘텐츠이다.

Ⅱ. 본론
1. 조선통신사의 의의
조선통신사는 일본과의 교린(交隣)을 위해 일본의 실질적인 최고 통치권자인 막부의 장군에
게 보내진 외교 사절이다. 그러나 조선통신사는 단순히 외교사절만의 성격만을 지닌 것이 아
니었다. 일본과의 문화교류를 염두에 두고 사신은 물로, 제술관·서기·의원·사자관·화원·악대·마
상재 등 문학적 재능과 기예에서 당대를 대표하는 400〜50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문화사절단
이기도 했다. 조선통신사에 참여한 사행원들은 왕명을 수행한다는 긍지를 바탕으로 쇄국 체제
하의 일본에서 자신의 재주를 아낌없이 발휘하였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선진문화에 대한 동경
과 이국인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조선통신사와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 결과 일본
은 자신들의 문화를 더욱 다채롭게 발전시킬 수 있었고, 조선은 다양한 일본체험을 바탕으로
우리문화에 대한 자각과 일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 통신사는
상호 교류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좁게는 양국의 선린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넓게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킨 상징적인 행사였다(仲尾宏, 2007).
조선통신사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일으킨 대의명분 없는 전쟁인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의 전후처리와 국교회복을 지향하는 노력
의 성과로 조선왕조가 보내는 사절의 일본 방문이 실현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사절단의 양
과 질이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많게는 500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문화사절단으로 그 구성
도 다채로워 막부 및 각 번(藩)의 다이묘(大名)들과의 통교뿐 아니라 일본의 학자와 문인, 승
려, 의사, 화가 등과의 교류도 왕성하였으며 시문을 주고받는 필담창화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일본민중이 조선통신사와 직접 만나 소통한 민중의 교류 즉 민간 국제외교의 전개였던 것이다
(우에다 마사아키, 2002).
성당과 성채 탐방」인문콘텐츠학회>가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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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흐름
임진왜란이 끝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았던 1607년 2월 29일, 조선은 정사 여우길을 필두
로 하여 406명의 인원을 이끌고 일본의 에도(江戸)로 향하였다. 이는 국교회복과 조선인 포로
송환, 그리고 전후(戰後) 일본의 정탐을 위하여 파견된 조선통신사2)였다. 조선통신사는 이를
시작으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총 12회 일본을 방문하였다(손승철, 2017).
1600년 세키가하라(関が原) 전투에서 승리하고 패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16
03년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으로 임명받는다. 그리고 동아시아 대외정책을 평화기조로 바꾸기
위하여 중국과의 국교회복을 도모하였다(辛基秀, 1999). 특히 조선과의 무역에서 유일한 대안
이었던 쓰시마 소씨(宗氏)는 일본군이 조선을 퇴거한 직후부터 조선왕조와의 강화교섭에 매진
하였다. 그 결과 1604년 조선왕조는 손문욱(孫文彧)과 유정(惟政)을 탐적사(探賊使)로 쓰시마에 파
견하였다. 쓰시마의 종의지(宗義智)는 탐적사를 따라 교토(京都) 후시미성(伏見城)으로 이동하여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쿠가와 히데타다(徳川秀忠) 부자를 회견하고 혼다 마사노부(本田正信), 세
이쇼 쇼다이(西笑承兌) 등과 국교회복의 절충안을 기획하였다. 이로써 탐적사 일행은 조선인 포
로 1,390명을 데리고 귀국하였으며 일본의 국교회복의 의지를 조선에 전하였다. 조선에서는
이 보고를 검토 하고 일본이 사죄의 국서를 보낼 것과 왜란 시 한성(漢城)의 왕릉을 함부로 유
린한 자들을 체포해 올 것을 국교회복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왕릉을 유린한 자들을 포박하여
조선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쓰시마 측에서 죄인들을 꾸며내어 조선에 보내었기 때문에 조선
에서도 날조를 암묵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서를 보내는 것에 대하여는 일본
이 이를 기피하였다. 이에 하루라도 빨리 국교를 회복하여 무역을 재개하려던 소씨와 가로(家
老) 야나가와(柳川)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국서를 위작하여 조선에 전달하였다. 조선은 이러한

쓰시마의 공작을 간파하고 있었으면서도 여진족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일본에 끌려간
피로인 쇄환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일본과 교린(交隣)관계를 회복하여야만 했다. 그 결과
위작된 국서를 받아들여 1607년 이 국서에 대한 답서의 전달과 포로 쇄환을 목적으로 ‘회답
겸 쇄환사(回答兼刷還使)’를 일본에 파견하였지만 답서를 위조한 쓰시마의 공작으로 인해 ‘통신사
(通信使)’로 명칭을 바뀌게 된다. 이 파견이 일본 에도시대의 첫 번째 조선통신사이었고 이를
통해 양국의 국교는 회복하여 도쿠가와 정권은 동아시아의 국제사회 내에서 통일정권으로 인
정받게 되었다(下関市市史編修委員会, 2009).
이후 1617년과 1624년에도 장군습직(襲職) 등을 축하하기 위하여 회답겸쇄환사가 일본에 파
견되었지만 모두 쓰시마 측의 공작으로 일본에서는 조선통신사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1635년
쓰시마 번주 소씨와 가로 야나가와씨와의 권력 투쟁으로 인하여 국서 위작사건이 발각되게 되
었고 이 사건 이후 소씨는 쓰시마에서의 지위를 유지해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막부 측에서도 소씨의 독단적인 행동을 막기 위하여 이정암(以酊庵)의 승려들을 윤번제(輪番制)로
쓰시마에 파견하여 막부-쓰시마-조선을 잇는 새로운 외교 계통이 성립(정장식, 1999)하게 된
것이다.
국서 위작사건 이후 1636년 조선왕조는 도쿠가와 장군이 처음으로 ‘통신사’라는 명칭을 사
용한 외교사절을 파견하였다. 이는 일본의 태평을 축하함과 동시에 일본의 조선에 대한 대외
2) 조선통신사는 “일본의 막부장군(幕府將軍:足利·豊臣·徳川)에게 파견하였던 국가의 공식적인 외교사절”(『한국민
족문화대백과사전·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7, p.236)을 의미하고 임진왜란 이전인 조선 전기에도 일본
으로의 사절단이 파견되었으나, 현재 통신사 연구는 1607년에 파견된 사신을 제1차라고 부르고 있다.(허경진,
「임진왜란과 조선통신사」(『연민학지·24』), 2015.2, 연민학회,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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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확인과 국정탐색을 목적으로 한 곳이었다. 1624년부터 1643년까지 일본 막부는 해금정
책으로 인하여 쇄국정책을 기조로 한 막번 체재를 확립하였다. 이 시기 일본의 대외관계는 조
선과만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통신사에 대한 접대에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
었으며 이는 도쿠가와막부의 권위를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그
리하여 1641년 9월 일본은 쓰시마를 통하여 도쿠가와 이에미쓰(徳川家光)가 후계자를 낳았다는
소식과 함께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장군 후계자 탄생을 축하하는 전례
가 없었으므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남변(南邊)의 안정을 도
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사행이 결정되었다(정영문, 2015). 그리고 이 사행을 시작으
로 1655년, 1682년, 1711년, 1719년, 1748년, 1764년, 1811년까지 1607년을 시작으로 조선
후기의 조선통신사는 총 12회 파견하게 되었다.

3. 조선통신사 루트와 경주
1392년 고려에 이어 건국 된 조선은 강력한 중앙 집권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군·현제를
개편하였다. 즉 고려의 중앙지방 감영(監營) 관행의 행정 구분이었던 5도양계(5道陽界) 대신 8
도제(8道制)롤 실시하고 한양과 공주, 전주, 상주, 강원, 해주, 함흥, 평양에 감영을 설치하여
각 도마다 관찰사를 두었다. 조선시대의 도로 체계는 고려시대의 22개 역도(驛道)를 답습하였
으나 천도에 의해 개성 중심의 역도가 한성을 교차로로 한 X자형의 간선도로로 바뀌게 된다.
한양을 중심지로 의주까지의 ‘서로(西路)’, 함경도 서수라까지의 ‘북로(北路)’, 강진까지의 ‘삼
남로(三南路)’, 그리고 충청도의 동부지방을 지나 경상도의 동래까지 이르는 ‘남로(南路:‘영남
대로(嶺南大路)’라고도 칭한다)’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었던 길은 한양에서 동래까지의 남로였다. 그 이유는 한양에서 동
래까지의 사이에는 중규모 이상의 도시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 지역에서 걷히는 세금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도시들의 전결수(田結數)와 호구수(戶口數)의 합을 기준으로 도시
의 규모를 산정하면 다음의 6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嶋村初吉, 2009).
<표 1> 조선시대 규모별 도시 등급

등급

도시

인구수

1등급

한양

20만 이상

2등급

개성, 평양

10만 이상

3등급

충주, 상주, 대구, 경주

5〜10만

4등급

광주, 청주. 선산, 밀양, 동래, 진주, 안동

3〜5만

5등급
6등급

용인, 죽산, 이천, 청도, 양산, 칠곡, 통영, 부산, 송파,
안성, 금천, 마산, 목계
청풍, 순흥, 청송, 양지, 음죽, 함창, 기장, 유곡, 황산

3만 이하
3만 이하

상기의 표에서와 같이 조선시대 한양과 부산 간의 지역은 중급 이상의 도시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이를 중국으로 향하는 도로망인 한양과 의주간의 서로와 비교하
면 이 구간에는 개성과 평양 등 한양 다음의 대도시들이 있기는 하지만 중규모 도시들이 적은
반면 한양과 부산 간에는 대도시는 적으나 충주, 상주, 대구, 경주, 안동 등 전국의 10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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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절반 이상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영남지방은 도시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기도 했다(김경렬, 2003). 이후 남로는 조선 중기 이후 다시 세 갈래로 분산된다. 14세기 후반
과 15세기 초에 걸쳐 왜구의 출몰이 잦았는데 특히 영남지방의 피해가 극심하였다. 이에 조선
은 무로마치(室町) 정권을 비롯하여 규슈(九州)와 야마구치(山口) 지방의 다이묘(大名)들에게
왜구의 근절책을 의뢰하여 침체되었던 일본과의 교역을 꾀하였다. 이에 일본의 유력 다이묘들
은 한양에 사절단을 파견하였는데, 사절단에 동원되는 인원이 급증하자 조선은 남로를 좌로
(左路)와 중로(中路), 우로(右路)로 분산하기에 이른다. 좌로는 울산의 염포에서 한양까지 이르
는 길로 경주, 안동, 충주, 양천을 경유하였으며 담양부터 한양까지는 남한강의 수로를 이용하
였다. 중로는 동래의 부산포에서 밀양, 대구, 상주, 조령, 광주 등을 경유하였으며 우로는 성
주, 추풍령, 청주, 죽산 등을 경유하였다(嶋村初吉, 2009). 이 중 조선통신사는 하행 노정에서
는 주로 좌로를 이용하였으며 그 루트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조선통신사 국내 주요 노정 자료: 양효성(2016), 옛길 위의 조선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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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거리는 한양〜양재 8km, 판교〜용인 20km, 용인〜죽산 28km, 죽산〜숭선 24km,
숭선〜충주 20km, 충주〜안보 24km, 안보〜문경 20km, 문경〜유곡 12km, 유곡〜 예천
18km, 예천〜안동 32km, 안동〜의성 28km, 의성〜신령 24km, 신령〜영천 16km, 영천〜경
주 32km, 경주〜울산 40km, 울산〜용당창 36km, 용당창〜동래 18km, 동래〜부산 8km이
다. 하루 동안 걷는 거리로 가장 긴 구간은 경주〜울산 구간이며 가장 짧은 구간은 한양〜양
재, 문경〜유곡, 동래〜부산 구간이다. 이 구간 중 조선통신사가 지난 당시 조선시대의 역참은
총 32개였으며 경주지역을 경유한 역참은 총 네 개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7> 경주지역 역참의 조선통신사 기록

지명

역명

연대
출발월일

경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607

1617

1624

1636

1643

1655

1682

1711

1719

1748

1763

1월

5월

8월

8월

2월

4월

5월

5월

4월

11월

8월

12일

28일

20일

11일

20일

20일

8일

15일

11일

28일

3일

아화

3

◑ 17 ◑ 9

↓ 1

◑ 6

↓ 6

↓ 21 ↓ 30 ↓

13 ↓ 17 ↓

모량

3

↓ 17 ↓ 9

◑ 1

↓ 6

◑ 6

◑ 21 ◑ 30 ◑

13 Z 17 ◑

조역

3

Z 17 Z 9

Z 1

Z 6

Z 6

Z 21 Z 30 Z

14 ↓ 17 Z

구어

5

◑ 19 ◑ 13 ◑ 3

◑ 8

◑ 7

◑ 23 ◑ 2

14 ◑ 18 ◑

◑

4. 경주의 조선통신사 역사문화콘텐츠
조선통신사는 영천과의 경계인 아화역에서 점심을 먹으면 통상적으로 김유신장군의 묘소에
들려 참배하였지만, 홍경해는 옥산서원에 들린 경우도 있다. 한편 경주읍성에 들어선 통신사
들은 경주부의 객관인 동경관(東京館)에 이틀쯤 머물렀다. 현재의 동경관은 정면 5칸 측면 3
칸의 팔작지붕 단층건물인데,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동경관을 헐어버리고 객사 서쪽의 서허
(書軒)을 옮긴 것이다. 봉황대에서 전별연을 벌인 적도 있다. 경주시 노동리 고분군 사이에 있
는 봉황대는 높이 22m, 밑둘레 250cm 규모로 쌓은 언덕이다(허경진, 2016).
경주에 머물렀다. 조반 후에 상사·종사와 함께 봉황대에 나가 구경하였다. 봉황대는 성 밖 5리쯤
에 있으니, 곧 산을 인력으로 만들어 대(臺)를 세운 것이다. 비록 그리 높지는 않으나 앞에 큰 평야
가 있어 안계(眼界)가 훤하게 멀리 트이었다. 이를테면 월성(月城)·첨성대·금장대·김유신의 묘가 모두
한눈에 바라보이니, 옛일을 생각하매 감회가 새로워져 또한 그윽한 정서를 펼 수 있다. 봉덕사의 종
이 아래에 있는데, 이는 신라 구도(舊都)의 물건으로 또한 고적(古跡)이다. 나라에 큰 일이 있어 군
사를 출동할 때에는 이 종을 쳤다고 한다(강홍중, 『동사록』, 1624).
경주를 떠나 봉황대(鳳凰臺)에 올랐다. 대는 홍살문 밖에 있는데 높이가 수십 길이다. 흙을 쌓아
만든 것이라 하는데, 이런 것이 성 남쪽에 거의 열이나 벌여 있어, 옛 도읍은 반드시 대의 남쪽에
있었음을 상상하게 된다. 반월성이 남에 있고, 김유신의 묘가 서에 있고, 표석정·첨성대·금장대가 다
아득히 바라보인다(김세렴, 『해사록』, 1636).

영천을 떠난 사행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경주에서 이틀 이상 머물렀다. 1624년 사행은 무려
4일이나 머물기도 하였다. 이는 경주가 1655년까지 충주, 안동, 부산과 함께 공식적인 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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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풀어진데다 고려시대에는 영남지역 행정중심인 안동도호부가 조선시대에는 경상좌도 감영
(監營)이 있었기 때문이다(한태문, 2012).
1) 국내 총 14개의 조선통신사 구간 중 영천~경주의 중요성
2) 인물콘텐츠 및 전별연 등의 축제이벤트 개최
3) 경주지역의 장소콘텐츠 개발(조선통신사 기록물에 기록된 봉덕사, 김유신장군묘, 경주객
관동경관, 경주읍성, 봉황대 등을 활용한 조선통신사 선형 루트)

Ⅲ. 결론
1. 경주의 기존 자원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조선통신사 역사문화콘텐츠 활성화
2. 조선통신사와 관련한 인물 및 축제이벤트(조선통신사 재현행렬) 등의 상시 개최를 통한 경
주의 기존 이미지에서 역사문화콘텐츠를 보유한 도시 이미지로의 브랜드화
3. 경주를 경유하는 영천과 부산 구간의 선형 루트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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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州를 사랑한 사람, 元曉와 一然의 거리
허원기(건국대)

目次
1. 一然이 각별하게 생각했던 元曉
2. 元曉의 時代와 一然의 時代
3. 元曉의 慶州와 一然의 慶州
4. 元曉의 삶과 一然의 삶

1. 一然이 각별하게 생각했던 元曉
일연(1206~1289)은 원효(617~686)에 대해 남다른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
진다. 일연이 찬술한 『삼국유사』에는 여러 국가의 승려 250여명이 등장한다. 고승대덕의 행적
을 집중적으로 다룬 「義解」편에는 고승 13인과 거사 1인의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그중에서
도 원효의 삶을 집중하여 서술하고 있는 대목이 <元曉不羈>조이다. 이 대목은 특별하게 “聖
師 元曉”라는 말로 시작된다. 같은 의해 편에서 慈藏을 ‘律師’로, 義湘을 ‘法師’로 지칭한 것
과 사뭇 다르다. 물론 삼국유사에서 ‘원효’외에도 성사로 존칭된 고승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성사원효로 시작되는 <원효불기>조에는 원효를 각별히 존경하는 일연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가 탄생할 때 오색구름이 땅을 덮었다든가, 그가 태어난 마을을 佛地村이라고 했다든
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하여 스승을 따라서 배우지 않았다든가, 그가 몸을 백 가지로
나누는 初地의 위계에 있었다든가 하는 여러 서술들1)을 통해서 원효에 대한 특별한 존경심을
반영하고 있다.
『삼국유사』에서 <원효불기>조 외에도, 원효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대목들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권1, 紀異第一, <太宗春秋公>
권3, 興法第三, <東京興輪寺金堂十聖>
권3, 塔像第四, <前後所將舍利>
권3, 塔像第四,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
권4, 義解第五, <二惠同塵>
권4, 義解第五, <義湘傳敎>

1) 『삼국유사』, 「義解」, <元曉不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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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4, 義解第五, <蛇福不言>
권5, 感通第七, <廣德嚴莊>
권5, 避隱第八, <朗智乘雲普賢樹>
여러 승려들 중에서도, 원효가 『삼국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원효에 대한 일
연의 관심이 매우 각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연이 서술한 <원효불기>조의 내용이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것은 아니다. 일연이 원효의 일을 기술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다음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사방으로 다니며 수행한 시말과 널리 교화를 펼쳤던 크나큰 업적은 唐傳과 행장에 자세히 실려
있다. 여기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다만 향전에 실린 한두 가지 특이한 사적만을 쓴다.2)

唐傳은 『宋高僧傳』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송고승전』에 수록된 원효전은 지금도 전
해지고 있으나, 원효의 행장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미 원효의 전과 행장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된 서술을 할 필요가 없었고, 『삼국유사』의 내용상 특성도 일반적인 승전
의 형식과는 많이 다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일연과 원효는 모두 경산에서 태어났으니, 한 고
향 사람이다. 일연 당대에 공식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한 고향 사람만이 알 수 있
을 법한 이야기들을 위주로 하여 <원효불기>의 내용을 서술했다. <원효불기>뿐 아니라, 삼국
유사에 나타나는 원효에 대한 다른 서술들도 『송고승전』과 행장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을 위주
로 하고 있다. 일연은 그의 당대까지 미비했던 원효의 행적을 최종적으로 보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일연은 비록 600여년이라는 시간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원효가 세상
을 떠난 이후, 원효에 대한 기록과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할 만하다.
시대를 달리하고 있었음에도 일연은 원효의 참 모습을 동시대인들보다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는 점에서 시대를 넘어서서 원효의 지기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일연은 누구보다도 원효
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2. 元曉의 時代와 一然의 時代
원효는 신라인이고 일연은 고려인이다. 살았던 시대는 각기 달랐지만 시대적인 상황은 공통
점이 있다.
첫째, 전쟁의 시대였다. 원효는 617년에 태어나 686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 시기에 크게 작
은 전쟁이 다수 있었다. 신라가 백제를 공격한 것이 6건, 백제가 신라를 공격한 것이 20건이
다. 한편 신라가 고구려를 공격한 것이 3건,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한 것이 4건이다. 나당연합
군에게 백제 의자왕이 항복한 때와 그 이후에도 신라가 백제를 공격한 것이 23건, 백제부흥군
이 신라를 공격한 것이 8건이 있었다. 고구려 보장왕이 항복한 때와 그이후로 신라가 고구려
를 공격한 것이 6건,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한 것이 3건이다. 또한 신라가 당나라군대를 공격
한 것이 6건, 당나라가 신라를 공격한 것이 7건이다.3) 원효의 생애 69년 동안 신라가 치른
2) 『삼국유사』, 「義解」, <元曉不羈>: “其遊方始末, 弘通茂跡, 具載唐傳與行狀. 不可具載, 唯鄕傳所記有
一二段異事.”
3) 허중권, 「신라 통일전쟁사의 군사학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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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86건이나 되었으니 평균적으로 보아도 해마다 1건 이상의 전쟁이 있었던 셈이다. 삼국통
일 시기를 거치며 백제, 고구려와 전쟁을 치르고, 백제와 고구려의 항복이후에도, 각기 그들의
부흥군과 전쟁을 치르고, 그 이후에도 당나라와 전쟁을 다시 치르게 되었으니, 실로 전쟁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일연은 1206년에 태어나 128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승에서 83년을 살았다. 일연이 이
세상에 태어나던 1206년은 칭기즈 칸이 몽골의 여러 부족들을 통일한 해이다. 이어 1234년에
몽골은 금나라마저 멸망하게 했다. 그리고 금나라가 멸망하기 전 1231년에 몽골 장수 사르타
이(撒禮塔)가 고려로 진격했다. 제1차 침입이었다. 이때부터 몽골의 고려침략이 시작되었다.
몽고군의 1차 침략은 이듬해까지 이어지고 고려조정은 강화로 천도한다. 1232년에 사르타이
가 2차 침략하여 처인성에서 전사했다. 3차는 1235년부터 1239년까지 당구(唐古)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3회에 걸쳐 침략한다. 일연은 1235년에 비슬산 무주암에서 득도했다고 한다. 몽
골의 4차 침략은 1247년부터 1248년에 아무간(阿母侃)의 지휘아래 이루어진다. 그리고 1253
년부터 1245년 사이에 에구(也古)에 의한 5차 침략이, 쟈랄타이(車羅大)가 이끄는 몽고군이
1254년부터 1259년 사이에 4회에 걸쳐 6차 침략을 한다. 몽골군은 1231년부터 1259년까지
6차례 11회에 걸쳐서 침략하였다. 28년의 몽고침략기 후에도 1270년부터 1273년까지 삼별초
의 항쟁이 있었고, 그 후에도 여몽연합군의 일본원정이 1279년과 1281년에 2차에 걸쳐 이루
어졌다. 일본원정에서 수많은 고려 군사들이 목숨을 잃었다.4) 일연은 25세 때부터 75세 때까
지 50년 동안 전쟁의 시대를 살아야 했다.
전쟁터에서 죽음은 일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죽음과 직접 마주해야 하는 극한 상황을 말한
다. 이러한 비참한 시대를 거의 평생에 걸쳐 살았다는 점에서 원효와 일연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원효와 일연이 살았던 시간은 전쟁의 시대인 동시에 불교의 시대였다. 신라에 불교를
전파한 사람은 묵호자로 알려져 있다. 묵호자는 눌지왕 때 인물이라고 한다. 눌지왕의 재위기
간이 417년부터 458년 사이이다. 그 후 소지왕 때(479-500) 고구려의 아도가 신라에 들어와
불교를 널리 전파하였고, 527년 법흥왕 때 이차돈의 죽음으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원효는 불
교가 신라에 전파되고 대략 200여년 후에 태어났고, 불교가 신라에서 국가적으로 공인된 때로
부터 90년 후에 태어났다. 그 후 진흥왕(534~576)은 불교국가의 기반을 확고하게 잡아놓았다.
원효의 시대에 이르면, 원효 외에도 원광(555~638), 자장(590~658), 원측(613~696), 의상
(625~702), 혜숙, 혜공, 명랑, 혜통, 경흥 등 탁월한 승려들이 등장하여, 교학불교의 높은 경
지를 이룩하게 하였다. 바야흐로 이 무렵부터 신라불교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라 말부터 고려 초에 걸쳐 선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구산선문이 형성된다. 선불교는
아홉 군데 산문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고려전기에 이르자, 의천(1055~1101)은 이른바 ‘敎觀幷
修’라 하여, 교종[경전공부]을 중심으로 선종[참선공부]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고려후
기에 이르자 지눌이 나타나 1200년에 定慧社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定慧結社文>을 지어 불
교혁신운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定慧雙修’라 하여,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는 운동
을 전개했다. 그이후로 혜심(1178~1234), 충지(1226~1293)등이 나타나 선종이 고려불교의 주
류가 되었고, 선불교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일연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구산선문 가
지산파의 법통을 이으면서 새롭게 등장하였다. 그는 『삼국유사』, 『어록』, 『게송잡저』를 저술하
고, 『중편조동오위』, 『조정사원』, 『선문염송사원』등을 편수하며, 고려후기 선불교의 발전에 중
4) 김아네스, 「고려시대 북방민족과의 전쟁사론」, 『남도문화연구』 제26권, 지리산문화연구원 남도문화연
구소, 2014. 제4장 몽골과의 전쟁: 항쟁주체론과 삼별초의 성격론, 186~19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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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문화적 축적을 기반으로 하여 팔만대장경 판각작업이 이루어졌
다. 팔만대장경은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간행된 불교자료집 중에서도 그 방대함과 정확함으로
고려후기 불교문화의 높은 수준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였다. 그러므로 일연은 고려후기 선불교
를 중심으로 불교혁신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대, 선불교의 전성기를 살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그들이 살던 시대는 전쟁의 시대인 동시에 통합의 시대였다. 통합은 서로 다른 여럿
이 모여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통합의 층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국가와 국가, 문화와 문화, 인심과 인심의 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이다. 원효가 살던 시
대는 국가적인 차원의 통합이 이루어지던 시대이다. 국가 간의 통합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
는 어렵다. 전쟁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삼한일통을 향한 통일전쟁이 치
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런데 국가 간의 통합은 단순히 정치적인 통합만으로 완결될 수 있는 것
이 아니다. 문화의 통합과 인심의 통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온전한 통합으로 완결될 수 있다.
국가 간의 외형적 통합은 군사력과 정치력이나 외교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
화와 인심의 통합을 달성하는 것은 군사력과 정치력과는 다른 영역의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와 인심을 통합하는 데는 서로 다른 것들을 널리 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상과 가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영역에서 동아시아의 보편 종교였던 불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
대적 사명을 원광, 자장, 원효, 의상과 같은 승려들이 각자의 개성에 맡게 담당해 주었다. 圓
光은 세속오계를 만들어 세간과 초세간의 벽을 허물고 불교윤리를 일상적 삶의 윤리와 소통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전쟁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가려서 죽여야 한다[殺生有擇]’는 계율을 강
조하였다. 이는 전쟁 상대국 민중에게 포악무도한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행동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라에 대한 국가적인 적대감을 약화시키고, 이후에 있게 될 국민통합
에 긍정적인 동기를 마련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慈藏은 황룡사구층탑을 세우도록 하고 新羅佛
國土思想을 주장하였다. 신라가 석가모니부처 이전의 가섭불이 살았던 곳으로 부처이전 부처
의 나라[前佛地]라고 하였다. 석가불이 출현한 인도보다 오히려 더 먼저 불교와 인연이 있었다
는 주장을 통해 신라가 불교의 중심인 동시에 삼국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
했다. 또한 원효는 一心과 和諍으로 통일의 논리를 제시하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민중들 속으
로 들어가 노래하고 춤추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 또한 전쟁으로 상처받고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 의상은 화엄
사상을 통해 통합의 논리를 제시했다. 화엄사상의 핵심논리는 하나[一]와 모두[多]의 相卽相入
의 법계연기이다. 하나가 곧 모두이고 모두가 곧 하나라는 논리[一卽多, 多卽一]이라는 논리로
나타난다. 의상은 화엄사상을 통해서 개체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중층적으로 개체 간
의 융합을 지향하도록 하여 통합의 논리를 제공한 것이다.
일연도 통합의 시대를 살았으나, 세부적인 상황은 원효의 시대와 다르다. 원효의 시대는 국
가 간의 통합이 시대적인 과제였으나 일연의 시대는 몽골이라고 하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
족 자립의 내부적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항거하는 것이 시대의 중심과제였다. 이 시기에
도 불교는 민심을 결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몽골제국에 비해 문화적인 우월성을 지니
고 있다는 생각이 특히 불교문화를 구심점 삼아 나타났다. 내부통합의 논리는 이미 가지산문
의 知訥에게서도 발견된다. 지눌을 선불교를 중심으로 불교통합운동을 전개하고, 한편으로
<정혜결사문>에서 선과 교는 물론 유교의 선비와 도교의 도사들도 정혜결사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여 기존의 불교교단을 혁신하고 새로운 형태의 통합적 수행체인 정혜결사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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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연은 신라통일 시대의 불교적 통합의 전통을 재확인하고 이를 『삼국유사』에 수록했다. 前佛
地 의식과 東竺 의식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불교문화유산의 찬란한 전통을 기억하려고 했
다. 또한 제도권 불교의 영역을 넘어서서 민간 문화 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까지 폭넓
게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 민족의 시조로서 단군을 부각시켜 민족
통합의 구심점으로 삼고, 紀異 편을 설정하여 민족사의 특별함을 강조하며 민족의 내부적 통
합을 돕고자 했다. 고려 조정에서도 팔만대장경 간행작업5)을 통해 동아시아 불교경전을 집대
성하여 문화적 우월성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내부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3. 元曉의 慶州와 一然의 慶州
원효와 일연 모두 경산에서 태어났으나 그들의 생애에서 경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두 사람에게 경주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원효는 지금의 경산에서 태어났다. 『삼국유사』 <원효불기>조에서는 이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서술이 보이는데, 원효가 압량군 남쪽 불지촌 북쪽 율곡의 사라수 아래에서 태어났다
고 했다. 그리고 불지촌은 일연 당대에 慈仁縣에 속해 있다고 했다. 또한 원효행장에는 서울
사람[京師人]으로 기록돼 있다고 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거주지에 따라서 쓴 것이라고 했다.
원효의 속성은 설씨이다. 설씨는 진한 땅의 육촌 중에 경주 명활산 고야촌의 촌장인 호진에서
부터 시작되었다.6) 『삼국사기』에는 유리왕 때 명활부를 습비부로 바꾸고 설씨라는 성을 주었
다는 기록이 있다.7) 또한 일연 당대까지도 할아버지 잉피공의 사당이 경주의 적대연 가에 있
었다는 기록이 있다.8)
이러한 기록에 따르면, 원효의 조상들은 누대로 경주에 거주하다가, 원효의 아버지 대에 이
르러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압량군에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상들이 거주지를 정한
사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원효의 아버지가 왕경 사람으로 지방에 파견된 지방
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9) 원효의 아버지 담날의 관등이 ‘奈麻’인데, 이것이 京位의 관등이
라는 점, 원효의 할아버지와 그 이전의 조상, 원효의 아들과 손자가 왕경에 거주했다는 점을
볼 때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원효의 조상과 후손들을 생각하면, 원효가 경주와 깊은 인연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만으로 원효의 공간이동 행적을 온전히 재구할 수는 없으나, 원효
도 경주와 경산을 비롯한 그 인근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경주에서 원효의
행적이 머물렀던 장소로서 현재 확인되는 곳은 고선사, 요석궁, 분황사, 황룡사이다. 고선사는
사복의 어머니를 장사지낼 무렵에 거처하던 곳이고 서당화상비가 세워진 곳이다. 요석궁은 공
주와 인연을 맺어 후에 아들 설총을 얻게 된 장소이다. 분황사에서는 화엄경소를 저술했고 후
에는 아들 설총이 부친의 유해를 거두어 소상으로 모셨던 곳이다. 황룡사는 금강삼매경을 강
론하여 학승으로서의 명성을 떨친 장소이다. 그 외에 원효가 <몰가부가>를 지어서 부르고 다
녔던 곳도 경주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의 <무애가>도 경주 저자거리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널
5)
6)
7)
8)
9)

일연도 남해 정림사에서 주지생활을 하던 시절에 대장경간행사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 「紀異」, <新羅始祖赫居世王> 참조.
『삼국사기』, 「新羅本紀」, <儒理尼師今> 참조.
『삼국유사』, 「義解」, <元曉不羈> 참조.
김상현, 「삼국유사 원효관계 기사의 검토」, 『신라불교의 재조명』,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3,
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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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불리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밖의 경주 여러 곳에도 원효의
행적이 머물다갔을 가능성이 높다.
<보각국존비문>에 의하면, 일연은 속성이 김씨이고 ‘경주 장산군 사람(慶州章山郡人)’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장산은 신라 때는 ‘압독, 압량’으로 불리다가 경덕왕 때에 獐山으로 개칭되었
다. 그 후 고려 태조 때, 章山으로 이름을 바꾸고, 성종 때 경주 관할에 소속되었고, 현종 때
경주의 속현이 되었다.10) 장산군 앞에 경주가 들어간 것은 일연 당대에 장산이 경주의 속현이
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시에 경주와 경산은 서로 동질성을 많이 느끼는 공간으로 인식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일연도 경주에 대하여 고향인 경산에 못지않은 관심을 가졌다.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경주
와 관련하여 남긴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왕력편 제외)11)
1) 육촌장의 탄강지인 화산ㆍ이산ㆍ형산ㆍ명활산ㆍ표암봉ㆍ금강산 및 삼성의 시조의 탄강지 및 도래지
와 관련된 나정ㆍ계림ㆍ아진포등에 관한 기사.
2) 왕경유적인 금성ㆍ월성ㆍ귀비고ㆍ천존고ㆍ35금입택ㆍ재매정ㆍ최치원고택ㆍ치술령과 사당ㆍ남산신성
ㆍ장창지ㆍ부산성ㆍ유교ㆍ월정교ㆍ남산 우지암ㆍ포석정 등과 월성과 그 주변의 임해전ㆍ조원전ㆍ자극
전ㆍ서당ㆍ춘궁ㆍ요석궁 등 왕궁에 대한 기사.
3) 사찰과 관련해서는 감산사ㆍ감은사ㆍ고선사ㆍ구원사ㆍ굴불사ㆍ금곡사ㆍ금강사ㆍ금광사ㆍ기림사ㆍ남
간사ㆍ남항사ㆍ담암사ㆍ도량사ㆍ도림사ㆍ도중사ㆍ동천사ㆍ망덕사ㆍ모지사ㆍ무장사ㆍ문수사ㆍ미탄사ㆍ
민장사ㆍ반향사ㆍ백률사ㆍ법류사ㆍ보리사ㆍ보은사ㆍ봉덕사ㆍ봉성사ㆍ불무사ㆍ불국사ㆍ사자사ㆍ사천왕
사ㆍ삼랑사ㆍ생의사ㆍ석가사ㆍ석불사ㆍ석장사ㆍ숭복사ㆍ신원사ㆍ실제사ㆍ안흥사ㆍ애공사ㆍ양관사ㆍ양
존사ㆍ양피사ㆍ엄장사ㆍ염불사ㆍ영묘사ㆍ영흥사ㆍ용장사ㆍ원원사ㆍ유덕사ㆍ인용사ㆍ자추사ㆍ장수사ㆍ
중생사ㆍ창림사ㆍ천관사ㆍ천룡사ㆍ천엄사ㆍ천은사ㆍ천주사ㆍ청룡사ㆍ황룡사ㆍ황복사ㆍ황성사ㆍ혈사ㆍ
혜숙사ㆍ호원사ㆍ홍효사ㆍ흥륜사 등 72개 기사.
4) 능묘와 관련해서는 기이편에 오릉ㆍ탈해왕릉과 탈해사당ㆍ마추왕릉ㆍ선덕여왕릉ㆍ무열왕릉ㆍ문무왕
릉ㆍ김유신묘ㆍ원성왕릉ㆍ이차돈의 묘에 대한 기사.

이중에서 일연이 직접 현장을 답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는 아래와 같다. 그렇게 추정하
는 근거는 ‘寺中記’ 또는 ‘寺中古記’가 인용되어 있거나 기록할 당시의 시점을 의미하는 문구
가 제시되었거나,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대체로 일연이 직접 답사한 장소로 학계에서 거론
하는 곳이다.12)
황룡사, 미탄사, 최치원고택, 금강산 백률사, 창림사, 오릉, 담암사, 토함산 요내정, 토함산 탈해사당,
미추왕릉, 치술령의 치술신모사당, 양피사, 김유신묘, 무열왕릉, 사천왕사, 인용사, 남산신성의 좌창과
우창, 원성왕릉, 숭복사, 흥륜사, 영흥사, 영묘사, 분황사, 이차돈묘, 굴불사, 생의사, 동경안일호장 정
효의 집, 혜숙사, 남간사, 원원사, 석가사, 불무사, 동도승사, 논호림, 석불사, 망덕사, 흥효사, 무장사,
호원사, 감산사, 천룡사, 봉덕사 성덕대왕신종, 삼랑사, 남항사, 문수사, 학원, 유교 등.

아무래도 『삼국유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장소가 경주이고, 일연이 직접 답사한
곳도 경주가 제일 많다. 그러므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공간도 경주였다고 할 수 있다. 일연은
여몽연합군이 일본정벌을 준비하던 1282년에 충렬왕의 명으로 경주행재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10) 문경현, 「경산 삼성고」, 『역사교육논집』 제38집, 역사교육학회, 2007. 참조.
11) 이근직, 『삼국유사 요모조모』, 학연문화사, 2017, 17~24쪽 참고.
12) 이근직, 『삼국유사 요모조모』, 학연문화사, 2017, 17~24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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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경주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영일의 吾魚寺를 비
롯하여 일연이 거처했던 절들은 경주와 비교적 가까운 곳이 많았다. 경주는 일연의 고향과 매
우 인접한 곳이고 일연이 거처했던 절들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었으며, 신라불국토의 중
심으로 불교문화유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과 답사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원효나 일연 모두에게 경주는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비록 고향은 아니었지
만, 고향에 못지않은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元曉의 삶과 一然의 삶
원효와 일연은 고향이 같았다. 그리고 전쟁의 시대, 불교의 시대, 통합의 시대라고 할 수 있
는 비슷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 또한 경주와 경산을 중심으로 하여 비슷한 공간에
살거나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연은 원효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동질감을
느꼈을 것이고 사상적 측면에서나 삶의 측면에서 역할 모델로 원효만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
다. 삶의 방식에서도 원효와 일연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학문과 수행, 그리고 실천의 측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적이고 회통하는 학문의 세계를 추구했다. 원효는 다양한 주장을 포용하는 넉넉
한 마음인 一心을 기반으로 하여, 서로 다른 논의를 和會시키는 원리로 和諍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인 자유와 해탈의 경지인 無碍를 지향하는 독창적인 학문체계를 세웠다. 일
연도 지눌의 선불교의 관점에서 교학불교를 융합하는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의 저술을 분류해
보면 선종계열로는 『語錄』, 『偈頌雜著』, 『重編曹洞五位』, 『祖派圖』, 『祖廷事苑』, 『禪門拈頌事
苑』이 있고, 교종계열로는 『大藏須如』, 『諸乘法數』가 있으며, 역사서로는 『삼국유사』와 『역대
연표』가 있다. 일연은 화두를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간화선을 위주로 하면서도, 묵조선의
성격을 지닌 조동선에도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교학불교에 밝아 대장경의 조
성에 참여하는 한편, 선과 교학의 기본이 되는 사전적인 기능을 하는 저술들도 편수(『祖廷事
苑』, 『大藏須如』, 『諸乘法數』)하였다. 그리고 밀교적인 요소와 관음신앙적인 요소도 두루 섭
렵하여 융합적이고 회통하는 학문세계를 보여주었다.13)
둘째, 禪的인 수행의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일연은 선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하겠지만,
원효도 수행의 측면에서 선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는 『금강삼매경론』을 통해, 일심
을 증득하는 觀法을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하여 제시했다. 특히 하나가 된 마음
자리로 바로 들어가, 참선과 중생구제가 하나가 되는, 그리고 일으킴도 머무름도 없는 一味觀
行의 禪法을 강조했다.14) 원효가 엄장에게 전수하였다는 錚觀法도 참선수행의 한 방법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셋째, 실천적인 면에서 聖俗不二를 지향했다. 원효는 <무애가>를 부르면서, 노래하고 춤추
며 중생들 속으로 들어가 한편으로 그들을 교화하고 한편으로 그 속에서 수행하였다. 원효를
통해 신라불교가 널리 대중화될 수 있었다. 원효도 중생들의 삶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정리하여 『삼국유사』에 온전히 수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편조동오위』에서 말
하는 이른바 異類中行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일연이 추구했던 이류중행의 삶과 원효가
추구했던 異論和諍의 삶은 결국 둘이 아닌 하나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 (끝)
13) 채상식, 『일연, 그의 생애와 사상』, 혜안, 2017. 165~196쪽 참고.
14) 박태원, 『원효, 하나로 만나는 길을 가다』, 한길사, 2012. 220-26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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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문명의 관문, 경주의 이해
-고도 경주를 바라보는 몇 가지 새 관점들윤명철(동국대 명예교수)

目次
1. 경주의 해항도시적인 성격
2. 경주의 명칭인 ‘금성’의 어원에 대한 생각
3 신라 문화와 유라시아의 연관성

들어가는 글
신라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위치한 진한의 한 소국으로 출발하였
다. 그런데 4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까지 거대한 적석목곽분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적과 그
이전과는 성격이 달라 보이는 유물들이 발견됐다. 이 문화의 주체 기원 지역 등을 놓고 많
은 논쟁들이 있다. 즉 신라 자생적인 문화인가 또는 외래문화, 즉 북방 유목문화, 유라시아
초원 문화의 강한 영향으로 성립된 것인가이다.
유라시아 세계는 여러 개의 교통로로서 구성되었다. 한국의 고대사와 직접 연관있는 공간
은 현재 몽골고원과 알타이 초원, 그리고 중앙아시아 중심부 지역을 포함한다. 그리고 간
접적으로는 서아시아 지역과 우랄 남쪽 흑해주변의 초원지대를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해
양의 길을 통해서 중국의 강남이하 지역과 동남아시아 일대, 인도와 아라비아까지 연결된
다.
신라가 이러한 성격을 갖게되고, 더욱 발전시킨 배경 가운데 하나는 해양활동 능력의 발전
이며, 거기에는 수도인 경주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
강연은 경주의 이러한 가치를 밝히는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1. 경주의 해항도시적인 성격
필자는 동아시아의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을 설명할 목적으로 동아시아의 내부 ‘터’
이면서 동방문명의 중핵으로서 '東亞地中海(EastAsian -mediterranean-sea)'란 범주를
설정하고 학문적인 모델로서 제시하였다. 이 이론 속에서는 몇몇 국가들이 독특하게 대륙
과 해양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터’ 속에서 생성하고 발전한 海陸國家였으며, 그래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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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주장해왔다.1) 그 국가들의 수도는 자연환경, 역사적인 계승성,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海陸都市의 성격을 가졌음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 중요한 도시 또는 성들 또한 수도 및
국토전체와 有機的 體制를 가져야하는 만큼 해륙적 성격을 가졌을 가능성을 고구려의 예
를 들어서 언급하였다.2)
항구도시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첫째로, 양질의 港口와 부두
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둘째는 교통의 발달, 특히 대외항로와 쉽게 연결되어야 한다. 陸
路交通도 중요하지만 내륙 수로교통에도 적합해야 한다. 항구와 가깝고 해양교통에도 유리
해야 한다. 세 번째는 군사력과 해양방어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주변에 조선용 숲,
조선소를 비롯하여 수군함대기지 등을 설치하는 장소가 필요했다. 그런데 방어적인 측면에
서 강변방어체제 및 해양방어체제3)와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三韓 78개국의 상당수가 江河口나 해안가 가까이 위치해 있다. 따라서 소국들은 ‘도시국
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일종의 ‘나루국가’였다. 유사한 시대에 일본의 奴國‧末盧國‧伊
都國 등은 그러한 海港都市國家였을 것이다.4) 신라의 출발점이며, 핵심지역이며 왕도인 경
주지역이 이러한 단계를 밟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나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서 해양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신라는 건국과
더불어 일본열도의 세력(倭, 倭人, 倭兵, 倭軍, 倭賊 등을 모두 포함)과 관계를 맺었다.
왜로부터 적지않은 공격을 받았고, 수도가 위협당한 적도 있었다. 따라서 왜의 침입을 막
기 위하여 신라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집행한다. 하나는 강력한 수군을 양성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방어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열도로 진출하거나
공격을 가했을 것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8대 阿達羅왕 때(158년) 延烏郞과 細烏女가
일본에 건너가 소국의 왕과 왕비가 되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日本書紀에도 있다.
垂仁 3년에 신라의 왕자인 아메노히보코(天日槍)가 배를 타고 건너왔는데, 그는 7가지 고
귀한 보물을 가지고 왔다. 천일창은 혼슈 남단의 동해와 붙은 시마네(島根)현의 이즈모(出
雲)지역에 정착한 세력을 말한다.5) 해양조건상 큐슈지역이 가야·백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출운지역은 신라계의 왜였던 것이다.6) 1세기경 한반도의 동해안에서 건너온 신라
인계 집단이 선주의 海人族을 구축하고, 그들은 2세기경부터 東으로 이동하여 出雲의 사
철지대를 점령하였다.7) 그 후 韓鍛冶라는 한반도에서 건너온 제철 기술자들에 의하여 새
로운 방법으로 철이 주조 되었다.
그 후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가 이룩해왔던 해양능력과 해양활동범위를 흡수
1) 윤명철, 海洋史觀으로 본 한국 고대사의 발전과 종언｣, 한국사연구 123. 2003. ｢한국사 이해를 위
한 몇 가지 제언｣, 한국사학사학회보 9. 한국사학사학회. 2004. ｢한국 고대사 연구의 반성과 대안｣,
단군학 연구 11. 단군학회. 2004. ｢東아시아의 海洋空間에 관한 再認識과 活用- 동아지중해모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고대학 14, 동아시아 고대학회. 경인문화사. 2006. 기타
2) 윤명철, ｢고구려 수도의 海陸的 성격 검토 - 江海都市論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80호, 2008, 4
3) 해양방어체제의 성격과 기능에 대하여는 윤명철, ｢江華지역의 해양방어체제연구-關彌城 위치와 관련
하여｣, 사학연구 58 ․ 59 합집호. 1999. 및 신형식 등의 공저인 「경기만 지역의 해양방어체제」, 
고구려 산성과 해양방어체제』, 백산출판사. 2000 참조.
4) 윤명철, 동아지중해와 고대일본 청노루 1996. pp93∼94.
江上波夫, ｢古代日本の對外關係｣, 古代日本の國際化, 朝日新聞社, 1990, p72 참조.
武光 誠, 大和朝廷は古代の水軍がつくった JICC. 1992. pp32∼36 참조.
5)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졸고 ｢海洋條件을 통해서 본 古代 韓日關係史의 理解｣日本學14 동국대 일본
학연구소,1995. 93∼99쪽 및 졸저 동아지중해와 고대일본1996.에 관련자료들과 함께 기술하고 있
다.
6) 김석형, 고대한일관계사(원서명 초기 조일관계사, 1966년판) 한마당 ,1988.
7) 文脇禎二 出雲の 古代史, NHK ブックス, 1986, p27

- 24 -

하였다. 신라와 일본 간에는 해양을 통한 소규모의 군사적 충돌이 지속됐으며, 대규모 전
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도 이른 적도 있었다. 9세기에 이르면 신라와 일본의 관계가 매우
험악해진다.9세기 중반을 넘기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신라의 해적들이 끊임없이 일
본의 해안을 공격한 탓이다.8)이렇게 신라는 건국 당시부터 멸망할 때 까지 해양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역사를 발전시켜왔다.
그런데 도시를 비롯한 수도의 선정과 형성은 현실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만, 한 시대의 역사적인 특성이 반영된 산물이다.9)
경주는 해양과 관련하여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
경주는 자연환경을 고려해도 기본적으로 해항도시이다. 신라인이 수도로 선택했거나, 계속
고수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서 해양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결과적으
로 해륙적 성격을 지향하는 국가의 수도로서 적합하였고, 역사에서 기본역할을 담당하였
다.
처음부터 해양과 연관이 깊었고, 점차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해양과의 관계가 더욱 깊
어졌다. 그리고 해항도시로서의 면모와 성격을 갖추어갔다. 해항도시로서 성립하고 제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 위상과 구조, 그리고 주변의 보완시스템
및 세계관이다. 경주는 분지임에도 불구하고 동해남부와 육로 및 수로를 단거리로 연결된
해륙적 성격을 지녔다.
경주지역은 형산강의 지류들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3지류이다. 강의 서
쪽은 거대한 內南평야가 있고, 경주에서 毛良川 阿火川 기린천 西川 蛟川 關川 荒川 掘淵
川이 만나고 다시 안강읍에서 한천 달성천과 만나 兄山과 弟山 사이로 흘러 영일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중간에 兄山浦가 있는데 安康현의 동쪽 24리에 있다. 迎日郡 延日面에 烏
川이 있는데 이곳이 연오랑이 출발한 지역이다. 신라인들이 집단적으로 출발하는 국제항구
였을 것이다. 甘浦는 비록 항구는 작고, 면적이 좁으나 출발장소로 사용되었다. 경주와 가
장 가까우며, 동시에 일본열도에서 경주지역으로 들어오는 첫 상륙지이기도 하였다. 그래
서 그곳에는 문무왕이 왜적을 막기 위해 용이 된 수중릉과 감은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남천은 울산의 외동방향과 통하여 해안으로 양남면에 이른다. 이 통로는 아진포에
서 석탈해 집단이 경주로 들어오는 길이면서, 당연히 왜구의 침입로이기도 하다.

상류를

따라서는 울산 언양 방향과 경주의 서부지역으로 각각 통할 수 있다. 또 경주에서 鵄述嶺
을 넘어 울산으로 가면 주변에 西生浦 包伊浦 등의 포구들이 있다. 태화강은 48.5㎞에 달
하는 긴 강이므로 경주를 교통의 結節點으로 만드는데 역할을 하였다. 울산은 석탈해와 연
관이 있다. 阿珍浦에 들어온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10) 5세기 초에 朴堤上(삼국유사에는 김
제상이라고 되어있다.)이 내물왕의 아들인 未斯欣을 구하기 위하여 출발한 栗浦도 이 해역
이다.11)
삼국시대에는 사방을 방어하기 위해 城廓을 쌓았으나 통일신라시대에는 주로 일본의 침입
을 저지할 목적으로 축성이 이루어졌다.12) 당시의 국제정치적인 상황과 전쟁의 규모 등을
8) 이 부분에 대해서는 崔在錫, ｢9世紀 신라의 西部日本進出｣ 韓國學報 69, 1992에 상세하게 연구되
어 있다.
9) 蕫鑒泓 等 편, 成周鐸 역주, 中國 都城 發達史, 학연문화사, 1993. p8.
10) 삼국유사의 ‘駕洛國記’에는 역사적 사실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11) 삼국유사 김제상 조에 기술된 望德寺를 望海寺로 추정하고 蔚州郡 靑良面 栗里의 靈鷲山 東麓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李鍾恒.)
12) 朴方龍, ｢新羅王都의 交通路-驛· 院을 中心으로-」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16집, 신라문화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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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다면 일본의 침입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방어체제가 견고해야 하고, 해안가 산 수
도권을 불문하고 해양방어체제의 시스템 속에 편재될 수밖에 없었다.
맺음말
경주는 자연환경을 고려해도 기본적으로 해항도시이다. 초기에는 포항 감포 울산 등의 항
구를 이용하여 해양력을 강화시키고, 남해동부세력과 경쟁을 하는 한편 일본열도로 진출을
시도했다. 반면에 일본열도의 세력들이 공격하는 것을 방어할 목적으로 수도권과 해안가에
유기적인 시스템을 이루면서 해양방어제체를 구축하였다. 신라의 전 역사과정을 보면 해양
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그 중핵에 수도인 경주지역이 포진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조정하였다. 신라인의 경주선택이 해양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해륙적 성격을 지향하는 국가의 수도로서 적합하였고, 역사에서 기본역할을 담당하였다.

2.

경주의 명칭인 ‘금성’의 어원에 대한 생각

『삼국유사』에는 건국자인 박혁거세에 관한 신화가 실려 있다. 내용은 하늘에서 내려온 백
마가 낳은 알을 깨고 나온 아이가 있었다. 동천 샘에 목욕시키니 온몸에서 빛살을 뿜는 것
이었다. 때문에 혁거세왕이라 이름을 짓고 위호는 거슬한(居瑟邯)이라고 하였다. 또 ‘거서
간’ 으로 불리웠다. 이어 몇 단계를 거쳐 지증왕때까지 신라왕들은 마립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가야에서도 아도간(我刀干), 여도간(汝刀干), 피도간(彼刀干) 등 9干이 백성을 이끌
고라는 글이 있다. 이때 간의 어원은 칸(khan, kan) 한이다.
알타이어 문명권에서는 ‘한(韓, kan,khan)’이 국명은 물론이고 건국신화에도 반영되었다.
신라는 삼한, 특히 진한과 연관이 되었다. 또한 ‘한’은 신라의 ‘居西干’, ‘麻立干’처럼 왕호
또는 가야의 ‘留天干’처럼 족장의 호로 사용되었다. 또한 신라의 ‘舒發翰’(‘舒發韓’, ‘舒弗
邯’) ‘角干’, 백제의 ‘烏干’처럼 관직명에 사용되었으며,13) 일부 지명 등에서도 나타났다.
『삼국사기』에 보면 김유신 등은 ‘一統三韓’, ‘三韓一家’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崔致遠은
마한-고구려, 변한-백제, 진한-신라의 관계로 파악했고, 三韓의 존재와 역할 등에 대해서
는 『三國志』·『後漢書』·『晉書』 등에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414년에 건립한
‘광개토태왕릉비’에도 ‘韓’이라는 용어가 11번 등장하였다.14)삼한의 위치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북삼한 남삼한’15) 문제이다. 현재 국사학계의 통설은 ‘韓’은 반도 안쪽에 있었으며,
특히 한강 이남을 의미한다. 소위 고조선(필자는 ‘原조선’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사용한다.)
의 후기 또는 말기 단계에 병존했던 한강 이남의 소국 연합(연맹)을 말한다.
‘어느 민족의 문화는 그 민족의 고유한 언어나 어휘체계를 통하여 그 특징이 잘 나타나는
데, 문화인류학자들은 이런 언어 혹은 언어체계를 「문화목록(文化目錄;Inventory)」이라고
한다.’
「한」은 고대의 漢字吏讀로 그 音을 假借할 때, 「桓․韓․汗․幹․翰․旱․甘․丸․感․含․馯․漢」 등으
회, 1995, 188쪽.
13) 李丙燾, 『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1981, p.53.에서 조선의 왕이 한씨 성을 칭한 것은 우리말과 관
련 있다고 보았다. 즉 만몽어에 군장을 汗(Han) 혹은 可汗(Khahan)이라 하고, 부여․고구려에서도 대
인을 加(Kha), 신라에서도 군장․대인을 幹(Khan), 今(Khum)이라 한 것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14) 황태연,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 청계, 2016, p.34.
15) 노태돈, 「삼한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연구』, 38,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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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音譯이 되어 神名․人稱․族稱․位號․國名․地名․山名 等에 쓰여 왔다.16) 그리고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환인(桓因) 환웅(桓雄) 등의 「환」이 있다.
「한」은 ① 大; ② 衆, 多, 諸; ③ 永, 長; ④ 一; ⑤ 廣; ⑥ 正; ⑦ 始; ⑧ 最; ⑨ 權威者,
王者; ⑩ 天. 이 외에도 「한가지」·「한결같이」·「無窮」의 뜻이 있다.17)
또 하나 신라와 연관하여 ‘’이 있다.
박혁거세는 거서간이다. ‘赫’은 ‘빛나다’ 라는 뜻이다. 박은 밝음 광명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이다.「양주동氏의 설을 인용 보충하면 “‘’()이 ‘光明·國土’의 義로 古史에 ‘發․我․佛․
沸․不․夫餘․夫裏․火․原․平․坪․評․赫․昭․明’ 乃至 ‘白․百․伯․貊․泊․樸․瓠’ 等字로 국명·지명·족명·
인명 등에 借字됨은 周知의 일이다….”18)라고 하였다.
은 일반적으로 ‘밝다’ 즉 ‘光明’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六堂 崔南善은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즉 “(park)은…古義에는 神․天 등이
었고, 神이나 天은 그대로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다.”19)하여 은 神을 나타내며 太陽神을
상징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朝鮮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워졌다. ‘白民之國 (『山海
經』)’·‘發國’·‘扶餘國’·‘不與國’·‘貊國’ 등으로서 이는 모두 「」 즉 ‘光明’의 뜻을 가지고 있
다. 白山․ 白頭山 즉 太白山 백두산도 유사하다. 따라서 불함산 태백산 백두산 등은 빛 즉
광명의 상징이다. 또 다른 명칭인 徒太白·大樸山·樸達山·白階山·白山·白嶽山·白嶽·白達·白頭
山·伯牙岡… 등도 동일하다.
또 하나는 ‘’ 이다. 필자는 「단군신화의 구조적 분석」,20) 이라는 논문에서 ‘熊’으로 표시
된 존재는 생물학적 의미의 곰이 아니라 이미 몇 단계의 문화변천과 역사상의 변화로 인하
여 의미가 ‘地母神’으로 변한 것임을 주장한바 있다. 양주동은 上代歌謠의 一班」에서 “‘’
은 <·검·곰·금> 등으로 互轉되는 神의 古語로 ‘王’의 古訓 <尼叱今 寐錦 乃至 上監>에
仍用되었다.” 하여 은 神의 古語임을 말했다.21) 강길운은 ‘’은 알타이어 계통에서는
神·君·人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우리말 ‘’과 일치하고, 특히 동북 시베리아에서는
무당의 명칭을 ‘kam/gam’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아이누어로 ‘kamui’는 神, 熊을 가리킨
다. 또한 터키, 몽고, 신라는 ‘kam’, 일본은 ‘kami’라는 음으로 神을 나타낸다. 또 알타이
어계의 언어분석을 통해서 만주어의 ‘niŋgu(上·頭)’, 古터키어에서 ‘gam(巫·神)’, 신라에서
‘kam(神)’을 들었다.22)
백두산의 명칭은 다양한데, 주로 ‘’계와 ‘’계로 되었다. 고구려에서는 蓋馬大山·蓋馬山
등으로 불리워졌다. 또한 단군신화에 나오는 九月山·弓忽山·今彌達 등이 있다. 모두 ‘’계
의 언어이다. 고구려의 건국신화를 보면 해모수와 유화가 등장하는 무대가 『三國史記』에서
는 ‘熊心山’으로, 『삼국유사』에서는 ‘熊神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백두산을
16)
17)
18)
19)

李鍾益, 「한밝思想考」, 『東方思想論叢』, 1975, p.434.
안호상, 앞의 논문, pp.164～170.
梁柱東, 『古歌硏究』, 박문서관, 1942.
崔南善, 「不鹹文化論」, 『崔南善全集』 V2, 高大亞硏, 1973, pp.44～45; 최근에는 周采赫, 「브르칸
(不鹹)이즘과 柳花, 그 母胎回歸신앙 연구」, 『한국의 고대문화 형성』, 백산학회 편,2007.에서 또다른
관점에서 자기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20) 윤명철, 「단군신화에 대한 구조적 분석」, 『한국사상사학보』, 2호, 1985; 윤명철, 『단군신화, 또 다른
해석』, 백산자료원, 2008.
21) 梁柱東, 『增訂古歌硏究』, 일조각, 1908, p.8. 안호상은 앞의 책, p.129.에서 “곰이 우리말 감(龕)과
검(儉=神)의 이두문 적기인 한자적기란 것은 정인보님을 비롯해 양주동, 이병도, 조지훈님 등 여러 학
자들의 보편적인 이론이다.”라고 하였다.
22) 강길운, 위와 같은 논문, 박혁거세는 거서간이다. ‘赫’은 ‘빛나다’ 라는 뜻이다. 박은 밝음 광명이라
는 의미를 내포한 ‘’이다. 언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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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마산으로 불렀다.
이러한 감계의 언어는 백제에서도 많이 나타난다.23) 한성옆의 몽촌(夢村)은 ‘꿈마을’이 아
니라 ‘곰마을’ 또는 ‘감마을’이면서 ‘신의 마을’ 또는 ‘수도’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의 김포
도 삼국사기와 대동지지에 따르면 ‘黔浦(검포)’ 였다. 즉 ‘신성한 포구마을’이다. 신라가 통
일하면서 ‘금포(金浦)’라고 변경한 것을 후대에 김포라고 잘못 읽은 것이다. 두 번째 수도
인 ‘熊津’은 ‘고마나루’ 인데, 이는 『북사』, 에서 ‘固麻城’으로 표기한데서도 동물인 곰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감계 언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웅진은 ‘신의 도읍지’ 즉 首都라는
의미이다. 일본에서는 고구려를 ‘고마’라고 부른다.24) 변한의 으뜸인 구야한국의 수도는
‘금해(金海)’도 감계의 언어일 가능성이 크다.
신라 임금은 ‘이사금’으로도 불리워졌다. 신라에서는 수도인 금성이 역시 곰성 으로서 감
계의 언어이고, 아울러 현재 감포는 감은사와 연관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감계’의 언
어로서 경기도 김포와 동일하게, 수도권의 중요한 항구임을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
라의 6촌 가운데 ‘금산가리촌’에 속하였다는 사실은 감계의 언어와 연관가능성을 높혀준다.
현재 남산에 해당하는 산의 명칭은 감계 언어와 연관있는 명칭이 있었을 것이다. 육당은
『朝鮮歷史通俗講話開題』(1922)라는 긴 제목의 글에서 ‘대가리’란 말도 터키와 몽골어인
‘탕그리(tangri)’와 ‘텡그리(tengri)’와 同類語로서 天神을 표상하며 그것의 인격화된 이름
이 후세에 ‘대감(taigam)’으로 남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주의 土含山은 대갈산(taigar산)
및 대감산(taigam산)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고려하면 신라는 알타이어 문화권과 관계가 깊
음을 알 수 있다.
맺음말
신라의 수도인 경주는 몇 가지 명칭으로 불리워졌다. 그 가운데 금성(金城)은 한자인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음법으로 인하여 알타이어의 산 무당 등을 뜻하는 ‘’계 언어인 금
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라는 이러한

‘’계, ‘’계‘ 한(韓, kan,khan)’계 언어

들이 건국신화와 일부지명, 관직,국명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알아티어계의 종족 및 언
어, 문화도 연관이 깊다. 그렇다면 금성은 ‘’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신라 문화와 유라시아의 연관성
유라시아는 자연환경 종족 언어 역사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크게 분류하면 6개의 권역으
로 나눌 수 있다. ① 극동의 한반도와 일본열도, 만주 및 동시베리아를 포함한 동부 유라
시아 공간. ② 중국의 신장성 지역 및 북쪽의 알타이 일대, 중앙아시아의 5개국과 아프카
니스탄의 일부를 포함하는 공간. ③ 극서의 카스피해의 남쪽 연안지역, 고대 페르시아였던
이란 지역 및 터어키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공간. ④ 동남아시아를 가운데 둔 동아시아 동
남아시아 인도양 지중해의 일부까지 이어지는 해양 공간. ⑤ 초원지대와 타이가 지대가 혼
합된 남부 시베리아 공간. ⑥ 삼림인 타이가 지대와 북극권과 가까운 툰드라 지대로 구성
된 공간이다. 물론 핵심은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길, 해양의 길, 그리고 초원의 길과 연관
된 주변 지역이었다.
23) 정호완, 「지명소 ‘고마’의 의미와 분포」, 『우리말글』 (36), 우리말글학회, 2006.
24) 같은 예는 趙堈熙, 「日本의 韓半島 國名에 대한 綜合的 調査硏究(1)」, 『일어일문학』 (3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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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이미 선사시대부터 동서를 통해서 지구 전체를 이동했다. 다만 기원전 7~9 세기에
이르면 동서를 횡단하는 집단의 존재가 부각되었고, 이들은 정치적인 성격을 띄우고 있었
다. 특히 기원을 전후한 시대에 ‘초원의 길(steppe-road)’·‘사막의 길(oasis-road)’·‘바다의
길(marine-road)’·‘숲과 강의 길(taiga-road )’ 등을 통해서 유럽의 서쪽 끝과 아시아의
동쪽 끝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초원 유목 문명지대는 스텝로드로 이어지는 알타이 산
록과 중앙아시아 북부 지역 일대이다. 사막 농경 문명은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중앙아시아
의 남부 일대에서 발달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문명지대는 중앙아시아의 역사
에서 늘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공존해왔다. 신라의 대형 적석고분은 알타이 지역과 연관성
을 맺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금관총․서봉총․천마총․황남동 98호의 북남분 같은 5～6세기경의 고분에서 총 18여 점의 유
리기구가 발견되었다. 이는 물론 후기 로만글래스(비잔틴 유리)계에 속한 것이다. 또 다수
의 유리병들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교역의 산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1973년 경주 대롱원
을 정비하면서 계림로에서 신라 고분들이

발견되었는데, 카자흐스탄 보로보예에서 출토된

것과 똑같은 황금 보검이 발견되었다. 두 보검은 제작 방법이나 형태 등이 너무도 흡사하

그림 5 계림로 14호분 장
식고분( 고대 트라키아 문
명, 현재 불가리아 지역에
서 제작 추정)
여 한 사람이 만들었거나 적어도 같은 지역의 장인들이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었다. 보
로보예와 계림로 14호분의 제작 시기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 정도로 추정된다. (강
인욱) 신라에서는 땅을 파고 지하에 나무로 무덤방을 만들어 그 안에 시신과 각종 부장품
을 넣었다. 그런 뒤 무덤 방 위에 돌을 쌓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거대한 봉분을 만들었
다. 황남대총은 적석목곽분(무지덧널무덤)이며，남분에는 남자가 묻혔고 북분에는 여자가
묻혔다. 마립간 시기인 5세기에 축조된 무덤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적석목곽분은 서기 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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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200여 년 간 사용되었다. 알타이 파지릭 고분은 적석 목곽분과 마찬가지로 무덤
주변에 둘레돌〔護石〕을 두르고 무덤 위에도 돌을 두럽게 쌓았으며, 그 안에는 나무로 만든
무덤방을 만들었다. 꾸르간들은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한 줄로 쌓고, 돌무지 밑 구덩이에
는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상자들과 화려한 물건들(금속, 칼, 거울, 상아 장식품, 승마용 마
구)이 발굴되었다. 물론 두 지역의 고분에는 세세한 차이는 있다.

그림 6 이식 고분군
틸리아 테페의 6호분에서 신라 금관과 흡사한 금관이 출토됐다. 영락을 단 모습이나 나무
처럼 뻗은 금관대의 형태 등이 한눈에도 신라 금관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둘
사이의 차이도 적지 않지 않은데, 틸리아 테페 금관은 서기 1 세기에 만들어졌고，신라 금
관은 4세기의 것이다.(권영필, 강인욱)
카자흐 스탄의 이식(Issyk)고분군은 중앙아시아 사카문화의 산물이다. 출토품의 하나인 황
금인간이 쓴 모자장식에도 금관의 입식에 표현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새가 묘사되어 있다.
특히 나무의 형태는 신라의 금관과 마찬가지로 出字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민병훈) 그런데 신라 금관의 자생설을 주장하기도 한다.(박선희, 임재해) 고구려도 금관이
있었고, 특히 백제 금동관은 여러 곳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실제로 이식고분의 금관과 신
라 금관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고, 아프카니스탄의 금관과도 차이점이 있다. 토기와 각
배 등도 유사한 점이 있다.

그림 7 냉수리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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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경주 금관총 각배

그림 9 이란 테헤란 박물관 소장

그림 10 금령총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토기
기마인물형 토기에서는 말과 기사의 복장 및 등자 등의 부착물, 그리고 동복(?)이

북방유

목문화와 연관있다고 한다. 훈족의 이동 경로에서 발견되는 청동솥이 가야지방과 신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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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이란 테헤란 박물관

그림 13 평양지역에서 나온 동복
기마인물상((경상북도 경주시 노동동 금령총,높이 23.5cm, 길이 21.5cm, 국보 91호)에서
나타났다. 김원룡은 말 궁둥이에 있는 것은 솥이 아니라 ‘등잔형 주입구’라고 설명했으나,
존 카터 코벨은 무덤에서 술잔과 함께 말 모양 토기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림 14 이식 고분군 의 동
복
그리고 시베리아의 무속에서 말을 제물로 바쳐 죽인 뒤 의례의 하나로 그 피를 받아 마시
는 과정이 있다고 적었다.
신라는 8세기 들어오면 실크로드를 연장시키면서 서쪽으로는 당나라를 중간 매개체로 삼아
서역, 페르시아, 아라비아까지 무역망과 물류망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동쪽으로는 일본을
무역권에 편입시켜 국부를 창출하고 있었다. 즉 유라시아 해륙무역망 체제의 동쪽공간인
동아지중해의 무역망을 장악하였다. 그 체제의 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 장보고(張保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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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우즈베키스탄에서 출토된
대표되는 ‘범신라인’들이다. 장보고는 大唐賣物使라는 수입상인들을 파견하여 당나라의 제
품과 毬(페르시아산 담요) 紫檀(쟈바 등의 향목) 沉香(수마트라산 향료)등 동남아시아와
아라비아산의 고가 사치품을 수입하여 신라의 귀족들에게 팔고, 일본에 파는 중계무역을
하였다. 반대로 신라의 여러 가지 물품들도 당나라와 아라비아에 수출하였다. 몇몇 문헌에
는 아랍․무슬림 상인들의 신라 내왕이나 신라 견문에 관한 기술과 함께 신라로부터 수입한
상품에 관한 기사도 실려 있다.(정수일) 신라에서 유행한 ‘처용가’나 경주의 괘릉(掛陵)에
서있는 돌로 만든 인물들은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신라에서 중요한 활동을 하였음을 알려준
다. 한편 발해도 무역국가였는데, 주로 영주로(남만주에 개설된 도로)를 통해서 소구드인들
과 연결하여 실크로드와 무역을 했을 것이다. 또한 동해를 건너 일본에 중계무역을 벌였
다.
맺음말
신라 지역인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서도 서기 전 5세기 쯤이면 청동기 문화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신라국가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4세기부터 6세기까지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북방문화적인 요소를 자체 청동기문화의 단계적이고 계승적인 발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동시에 새로운 세력의 이주 또는 문화의 적극적인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

이 글은 기조발표의 형식을 띄웠으므로 각주 등과 인용서들을 생략한 경우가 있다. 그러
나 이 발표문을 사용하는데 활용한 발표자의 연구 논문에는 정확하게 표기하였음을 밝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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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돈 관련 기사에 대한 비교 분석
李鎔賢(국립경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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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롤로그
이차돈은 신라 법흥왕 때 불교 국가공인 과정에서 527년 순교하였다. 그의 이름은 거차돈,
염촉이라고도 한다. 순교 당시 국왕의 근신으로 내사사인의 직책에 있었다. 법흥왕은 불교를
통해 나라를 발전시키고 불교를 국교로 삼고자 했고, 토착신앙을 바탕으로 한 귀족들의 반대
에 당면했다. 이차돈은 왕과 함께 그 타개책을 강구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이에 이차돈은 왕명을 가장하여 천경림에 절을 지었고, 공사가 시작되고 신하들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그 책임을 지고 처형당하기에 이르렀다. 목을 베는 처형과정에서 신비하고
기이한 일이 벌어졌고 이것을 명분으로 법흥왕은 반대하는 다수 귀족 세력의 여론을 돌려 주
장을 관철시켰다. 그 후속 조처로 법흥왕은 529년에 살생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신라 최
초의 불교사찰인 흥륜사를 천경림에 짓기 시작하였다. 흥륜사는 544년(진흥왕 5)에 완성되었
다. 이후 이차돈은 불교 공인의 聖人으로 신라 역사에 기록되게 된다.

1)

이처럼 이차돈은 6세기 전반 신라가 국가 차원에서 불교를 공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한 인물이다. 이차돈 연구는 대체로 법흥왕의 신라불교 초전과 관련하여 왕권 강화의 측면
에서 주로 주목되어 왔다. 그러한 점에서 이차돈 자체에 주목한 논고는 주로 설화 자체에 주
목되어 온 감이 있다. 의외로 관련 자료 4건에 대한 심층분석은 이뤄진 적이 없다. 본 발표논
고의 목적은 선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이차돈 관련 주요 사료 4건의 상호 비교 검
토 정리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리뷰는 향후 기여도 있는 연구 방향 설정에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1) 辛鍾遠, 「新羅의 佛敎傳來와 그 受容過程에 對한 再檢討」, 『白山學報』 22, 白山學會, 1977. 등 관련
논고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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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차돈 관련 사료의 양상과 흐름
이차돈 관련 주요사료는 다음 네 건이다.
(1) 『삼국사기』
(2) 『삼국유사』
(3) 『해동고승전』
(4) 「이차돈순교비」 (또는 백률사석당기 등 명칭 다양)

간행연도가 『삼국사기』는 1145년, 『삼국유사』는 1281∼1283년, 『해동고승전』은 1215년,
「이차돈순교비」는 818년이다. 이차돈의 순교 혹 사망이 527년의 일이므로, 각각 618년, 754
∼756년, 688년, 291년 뒤에 기록된 것이다. 기록순으로는 다음과 같다.
이차돈순교비 → 삼국사기 → 해동고승전 → 삼국유사
818

1145

1215

1281∼1283

사료 전체는 말미에 부기하였다. 참조하기 바란다.
『삼국사기』 편자는 관련 기사가 김대문(金大問)의 『계림잡전(鷄林雜傳)』에 의거하였다고 하
였다. 『계림잡전』은 逸文으로만 전해 전모를 알 수 없다. 김대문은 역시 생몰연대를 알 수는
없으나 704년(성덕왕 3)에 한산주 총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대문은 『계림잡
전』 외에, 『花郎世記』, 『高僧傳』, 『漢山記』 등을 지었다고 한다. 이들로 미뤄보면 아마도 계
림잡전의 집필시기는 704년을 전후한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6백년대 후반에서 7백년
대 초반 즉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반으로 대략 짐작할 수 있겠다. 즉 『삼국사기』의 기록의
원전인 『계림잡전』 집필은 그 무렵까지 소급해 볼 수 있다.

3. 이차돈 사료의 패턴과 그루핑
이차돈 관련 사료의 내용이나 전개는 대체로 같은 패턴을 갖고 있다.
(1) 법흥왕의 공인 의지

→ (2) 신하들의 반대

→ (3) 이차돈의 등장, 법흥왕과의 모의(謀議)
→ (4) 법흥왕의 결행 → (5)신하들의 반발
→ (6) 이차돈의 변명/침묵 → (7)이차돈 처형
→ (8) 이차돈의 기적 예고 → (9) 사후 기적 발생
→ (10) 불교 공인 달성 → (11) 이차돈에 대한 장례(葬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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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의 전개상에서, (4)-(5)-(6)의 부분에서 두 가지 패턴이 보인다. 먼저
법흥왕이 귀족(혹 신하)들에게 반역 혹 거역을 추궁하고 이에 신하들이 이를 부정
한다. 이어 이차돈에게 자초지정을 묻게 되고 그 국면에서 이차돈이 침묵으로 대응
하고 처형에 이르게 된다.
는 전개가 있다. 다음으로는
법흥왕이 불교공인과 佛事決行을 강행하려하자, 귀족(혹 신하)들이 반발하고, 입장
이 곤란해진 법흥왕을 대신하여 이차돈이 나선다.
는 전개가 있다. 양자 간의 이야기 전개는 국왕의 태도에 조금 차이가 있는 듯 하다. 전자에
서는 국왕이 귀족을 강하게 추궁하는 양상이고, 후자에서는 귀족이 국왕에게 강하게 반발하는
양상이다.
이에 편의상 전자를 [국왕추궁형], 후자를 [귀족반발형]이라 일컬어 분류해둔다. 삼국사기와
해동고승전이 귀족반발형 서술이라 할 수 있고, 삼국유사와 이차돈순교비가 국왕추궁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불사를 둘러싼 국왕과 귀족의 알력이 터지고, 종국에 이차돈이 호출되게 되는데, 이
국면에서 이차돈이 침묵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해명하거나 반발하면서 적
극 대응하는 모습의 두 가지가 있다. 앞을 침묵대응형이라 한다면 후자는 해명반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와 「이차돈순교비」가 이차돈의 침묵대응형이고, 『삼국사기』와 『해동고승전』이 이
차돈의 해명반론형이다.

삼국사기(이하 본고에서 史로 약칭)
史(라) : 이에 임금[=법흥왕]이 여러 신하들을 불러 의견을 묻자, 신하들이 모두 말하였다.
“지금 중들을 보니 머리를 깎고 이상한 옷을 입었으며, 말하는 논리가 괴상하여 정상적인
도(道)가 아닙니다. 만약 이를 그대로 놓아두면 후회가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무거운 벌을 받더라도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

(4)와 (5)

史(마) : 그러나 이차돈 홀로 말하였다. “지금 뭇 신하들의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상(非
常)한 사람이 있은 후에야 비상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불교의 심오함을 들어보
니,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

(6)

史(바) : 임금이 말하였다. “여러 사람들의 말이 단단하여 이를 깨뜨릴 수가 없구나. 너만
홀로 다른 말을 하니, 양 쪽 모두를 따를 수는 없다.” 마침내 형리에게 이차돈의 목을 베
게 하였다.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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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고승전(이하 본고에서 僧으로 약칭)
僧(마) : 드디어 그 뜻을 전해 말하기를 “천경림에 절을 지으려 하노니 집사(執事)들은 칙
령을 받들어 일을 일으켜라”고 하였다. 조정의 신하들은 과연 왕의 면전에서 그 일에 관해
쟁론하였다. 왕은 “내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고 하였다. : (4)(5)
僧(바) : 이에 염촉은 크게 외치기를 “신이 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 이 법을 행하면
온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참으로 경제에 유익함이 있다면 비록 거짓으로 국령(國令)을
꾸며냈다 하더라도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왕은 여러 신하들을 모아 이 일에 대해 물었다. 모두 말하기를 “지금 승려들을 보면
아이 머리에 해진 옷을 입고 괴기한 의론을 일삼으니 정상의 도(道)가 아닙니다. 만일 경
솔히 그 말을 따른다면 후회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신들은 비록 죽을 죄를 범할지라도 감
히 칙령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염촉은 분연히 말하기를, “지금 여러 신하들의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대개 비상(非常)한
사람이 있는 후에야 비상한 일이 있는 법입니다. 신이 듣자오니, 불교는 그 진리가 심오하
다 하니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제비나 참새 따위가 어찌 기러기나 고니의 뜻을 알
겠습니까?”라고 하였다. : (6)
僧(사) : 이에 왕은 이르기를 “여러 사람들의 말은 완강하여 깨뜨릴 수가 없고 너는 홀로
다른 말을 하니, 양쪽 말을 다 들을 수가 없구나” 하고, 드디어 염촉을 형리에게 넘겨 목
을 베라 하였다. (7)

삼국유사(이하 본고에서 遺라 약칭)
遺(아) : 그리하여 대왕은 일부러 위엄스러운 모습을 하고, 동서로는 바람을 일으킬 것 같
은 칼을 늘어놓고 남북으로는 서슬이 퍼런 형을 집행하는 도구들을 늘어놓고 신하들을 불
러서 물어보았다.
“경들은 내가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일부러 지체시켰는가?”
[향전(鄕傳)에서는, “염촉이 왕명이라 속이어서 절을 지으라는 뜻을 전하자, 신하들
이 와서 간하였다. 그러자 왕은 화가 나서 염촉을 문책하고는 왕명을 거짓으로 전
하였다는 죄명으로 처형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신하들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황급히 맹세하며 손가락으로 동
서를 가리켰다. :

(4)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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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자) : 왕은 사인을 불러서 꾸짖었고 사인은 낯빛이 변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대왕은 분노하여 목을 베라고 명하였다. 유사가 사인을 묶어 관아로 끌고 갔는데, 사인은
맹세하였고 옥리가 목을 베었다. : (6)과 (7)

이차돈순교비(이하 본고에서 碑로 약칭)
碑(다) : ▨▨옷의 ▨을 정전(正殿)에서 ▨하게 하고, 칼찬 무사(武士)를 사방에서 방비케
하며, 신하들은…곧…북면(北面)하고…하게 하였다. 왕이 이에 묻기를, “그대들은 내가 불
법을 믿어서 탑(塔)을 세우고자 한다고 여겨 반역을 …하는가?”
여러 신하들이 절하고…말하기를, “신들은 절대로 반역할 뜻이 없습니다. 만약 …가 있다
면, …맹세합니다.”

:

(4)

碑(라) : 왕이 ▨▨를 불러…대답이 없었다. :

(6)

碑(마) : 왕이 유사(有司)에 고하여 염촉을…하였다. (염촉은) …하면서 눈물을 뿌리며 북쪽
을 향하였다. 유사가 곧 모자를 벗기고 그 손을 뒤로 묶은 다음 관아의 뜰로 끌고 가서 큰
소리로 검명(劍命)을 고하였다. :

(7)

즉 『삼국사기』와 『해동고승전』은 귀족반발형-침묵대응형이고, 『삼국유사』와 「이차돈순교비」
국왕추궁형-해명반발형이다. 요컨대 사료의 구성으로 보면 크게 「삼국사기」와 「해동고승전」을
한 그룹으로, 다시 『삼국유사』와 「이차돈순교비」를 다른 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4. 이차돈의 이름과 계보
이차돈의 이름과 계보 혹 족보에 관해서는 『삼국유사』와 『해동고승전』에 보인다. 먼저 이름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 사료가 있다.

遺(라) :

이 때 마음 속으로 수양하는 자가 있었는데 성은 박씨이고 자는 염촉
(厭髑)[혹은 이차(異次)라고도 하고 이처(伊處)라고도 하는데, 방언의 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역하면 염(厭)이라 한다. 촉(髑)ㆍ돈(頓)ㆍ도(道)ㆍ도
(覩)ㆍ독(獨) 등은 모두 쓰는 사람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모두 조
사이다. 윗글자는 번역하였지만 아래 글자는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
촉(厭髑) 또는 염도(厭覩) 등이라 한 것이다.]인데,…

僧(라) : 16년(529)에 이르러 내사(內史) 사인(舍人)인 박염촉(朴厭觸) [혹은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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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異次頓), 혹은 거차돈(居次頓)이라 함]은 나이가 26세로 정직한 사람이
었다. 마음이 진실하고 생각이 깊어서 의로운 것을 보면 용기를 떨쳤다.
遺 :

가까운 신하인 이차돈(異次頓)[혹은 처도(處道)라고도 한다.]

즉 『삼국유사』나 『해동고승전』이나 “박염촉”이라고 해서 이차돈의 성을 朴으로 특정하고 있
다. 또 『삼국유사』나 『해동고승전』 모두 26세라 기록했다. 염촉의 이칭으로 이차돈 등을 열거
한 것도 『삼국유사』나 『해동고승전』의 서술이 같은 맥락에 있다.
특히 삼국유사는 염촉과 이차돈에 대한 상호 관계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주장 혹은 고증에 따르면, 이차=염, 돈=촉 이다. 돈, 촉은 모두 음독이고, “이차” 역시 음독으
로 해석한 듯 하다. 다만 “염”을 음독으로 한 것인지 훈독으로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여하
튼 유사와 『고승전』은 염촉과 이차돈이 동명이기임을 주장하였다.
한편 『삼국사기』에서는 이칭으로서 處道를 특기하였다. 이를 『해동고승전』의 居次頓과 함께
고려해보면, 處는 훈독이고 居次는 음독인 듯 하다. 다시 말하면 處는 “곳 처”에서 “처”를 취
한 것이고, 居次는 바로 “곳”을 음차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렇게 보면 시기적으로, 삼국유사
단계에서는 이차,이처 계열만 보이다가. 『삼국유사』 단계에서 처도가 보이고, 해동고승전에 와
서는 이차 계열과 처도=거차돈 계열이 모두 기록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
의 處道는 원래 기록자 자체는 音借로 기록했는데 그 이후 해동고승전 단계 사이에서 후대에
訓借로 오인되어 기록되고 그것이 居次를 낳게 된 배경이 되었을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異次를 “있”의 음차로 하여 그것을 훈차로 居(있을 거)로 표

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차돈순교비」에서는 단지 염촉이라고만 기록하여 관련정보
가 없다.
다음에 이차돈의 계보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에만 두 가지가 있다.
遺(라) : … 성은 박씨이고 자는 염촉(厭髑)…인데, 그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할아버지는 아진종(阿珍宗)이니, 바로 습보갈문왕(習寶葛文王)의 아들이
다.
遺(마) 또 김용행(金用行)이 지은 아도비(阿道碑)를 살펴보면, 사인(舍人, 이차돈)
이 순교할 때의 나이는 26세였고, 아버지는 길승(吉升)이고 할아버지는 공한(功
漢)이고 증조할아버지는 걸해대왕(乞解大王)이라고 하였다.

염촉 ← 미상2) ← 아진종(阿珍宗)
父

← 습보갈문왕(習寶葛文王) : 삼국유사 본문

祖

祖父

염촉 ← 길승(吉升) ← 공한(功漢) ← 걸해대왕(乞解大王) : 삼국유사 인용 아도비

2) 한편 福士慈稔은 “필사본 『花郎世紀』에서는 「苔宗公 父曰阿珍宗, 母曰宝玉公主」라고 해서 阿珍宗이
苔宗公의 父라 했다. 苔宗公은 法興王의 딸 只召와의 사이에서 世宗殿君과 淑明을 두었다고 한다.
삼국사기 열전 주석에 苔宗公이 異斯夫의 異名이라 한다. 異斯夫는 智謹王・法興王・真興王代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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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보 갈문왕은 신라 제17대 내물마립간의 손자이며 제22대 지증왕의 아버지다. 부인은 제19
대 눌지마립간의 딸인 오생부인(烏生夫人) 김씨다. 『삼국유사』에서는 눌지마립간의 동생인 기
보갈문왕(期寶葛文王)을 지증왕의 아버지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보와 습보는 동일인물일 가
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들을 가계로 보아 부자관계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고 보면 서로 다른
인물일 가능성 역시 크다. 그렇다면 습보갈문왕(생멸 437~514)은 김씨이고 따라서 염촉 이차
돈 역시 김씨여야 한다. 그런데 삼국유사 이차돈 기사에서 보이는 습보에서 염촉으로 이어지
는 계보는 직계가 아니라 외계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후세에 조작된 설화 한편 김영태
는 이차돈이 법흥왕과 당숙, 종질이라고 하였다.3)
乞解大王은 訖解尼師今에 비정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삼국유사』 본문의 계보와 아도
비의 계보는 전혀 맞지 않을 뿐 더러 昔씨가 되야 한다. 흘해이사금은 재위가 310년~356년이
어서, 세대 면에서도 전혀 습보갈문왕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호모순 때문에 文暻鉉
은 후세에 조작된 설화라고도 하였고4) 李逢春도 후세의 윤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았다.5)
『삼국유사』 본문이 전하는 계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염촉 즉 이차돈이 왕족 출신의 귀
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불사건립을 둘러싼 법흥왕과 대신의 의견대립
네 가지 사료를 검토해보면, 불사 건립 즉 사찰 건축을 둘러싸고 이를 주장하는 국왕과 이
를 반대하는 대신 간에 의견이 대립되었고, 국왕 즉 법흥왕이 거듭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대신
들의 강한 반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법흥왕이 불교를 일으키고자 했으나 신하들이 따르지 않아 난감해했다고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삼국유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법흥왕이 절을 세우려 했으나 신하들이
따르지 않았고 하였다. 『해동고승전』은 삼국유사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대신들이
흉년과 전쟁을 들어 불사와 같은 공사에 반대하였다고 기술하였다. 구체적으로 큰 가람을 세
우고 불상을 조성하려는 것에 대한 논의였음을 명기하고 있다. 즉 국왕과 대신의 충돌은 사찰
건립을 둘러싼 것이었음을 해당 사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반대의 중심에 謁恭 혹
은 恭謁이 있었음도 알 수 있다. 국왕의 사찰 건립 주장은 전쟁과 흉년으로 인한 백성의 부담
가중을 이유로 한 대신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국왕의 거듭된 촉구에도 “오랫동안 대답하는 이
가 없었”(해동고승전)을 정도로 또 국왕 자신이 “천하에 나 혼자”(이차돈순교비)라고 푸념할
정도로 국왕이 고립무원해진 상태였다.
불사건립에 대한 반대는 “근자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평안하지 못한데다가 이웃 나라의
쳐 유명한 将軍이다. 苔宗公이 阿珍宗과 宝玉公主의 자식이고, 이차돈이 아진공의 孫이 된다. 一次的
인 증거는 아니지만 異次頓과 異斯夫의 관계를 추찰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新羅に於ける仏教受容
の諸問題:王族の出家を中心として」 『印度学仏教学研究』 通号 82, 1993년). 필사본 화랑세기에 따르
면 아진종의 아들 중 하나가 태종공 즉 이사부가 된다. 고로 미상 부분의 父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러나 필사본 화랑세기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
이도흠 역시 화랑세기를 적극 반영하여 이사부와 이차돈을 연결지었으며 양자를 아저씨와 조카 사
이로 파악하였다.(「異次頓의 가계와 新羅의 佛敎 수용」, 『韓國古代史探求』 6, 2010.
3) 金煐泰, 「新羅佛敎의 傳來와 受容」, 『新羅佛敎硏究』 , 민족문화사, 1987.
4) 「新羅 佛敎 肇行攷」 ,『增補 新羅史硏究』 , 경북대학교출판부, 2000.
5) 「興輪寺와 異次頓의 순교」, 『신라문화』 2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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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들이 국경을 침범하여 전쟁이 쉬지 않고 있는데, 어느 여가에 백성을 괴롭히는 공사를 일
으켜 쓸데없는 집을 지으려 하십니까?”(해동고승전)라거나

“…王께서 義를 잃으셨으니 감히

順從하지 못합니다. 국가에는 애로요 백성에게는 고역인데 ▨民에게서 거두어들여 불법(佛法)
을 일으키시고 …”(이차돈순교비)와 같이 국왕의 주장은 백성을 괴롭히는 쓸데없는 것이요 失
義한 것이라는 것이 대신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법흥왕이 “그 누가 과인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소?”(삼국유사)하며 조력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차돈의 등장은 이와 같은 국면에서
이뤄졌다.
碑(가) : 원화 13년(헌덕왕 10; 818) 무술 8월 10일에… 부처…“…王께서 義를 잃으셨으니
감히 順從하지 못합니다. 국가에는 애로요 백성에게는 고역인데 ▨民에게서 거두어들여 불
법(佛法)을 일으키시고 …“… 국왕은 잘 때나 밥 먹을 때나 …] 가슴이 미어지듯 하늘을
우러러 부처를 부르며, “아! 어찌하리오. 천하(天下)에 나 혼자이니, 누구와 더불어 불교를
일으켜 세우고 법을 남기리오” 하였다.
史(나) 이 때에 임금 또 불교를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뭇 신하들이 믿지 않고 이런 저런
말들을 많이 하였으므로 임금이 난감해 하였다.
遺(다) 옛날 법흥대왕이 자극전(紫極殿)에서 왕위에 올랐는데 동쪽을 굽어 살펴보면서 말하
기를, ‘예전에 한나라 명제(明帝) 꿈에 감응을 받아 불법이 동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과인
이 왕위에 오른 다음부터 백성을 위해 복을 닦고 죄를 없앨 곳을 마련하고 싶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조정의 신하들이[향전(鄕傳)에서는 공목(工目)과 알공(謁恭) 등이라고 한다.]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서, 다만 나라를 다스리는 대의(大義)만을 따를 뿐 절을 세
우려는 신령스런 생각을 따르지는 못하였다.
그러자 대왕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오호라! 과인이 덕이 없는 사람으로 왕위를 이어 받았
으니, 위로는 음양의 조화를 어그러뜨리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다. 그래
서 정사를 보는 틈틈이 마음을 불교에 두었지만, 그 누가 과인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겠
소?”
僧(다) 왕위에 오른 뒤로 항상 불법을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신하들이 이런저런 말이 많았
으므로 왕은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도의 지극한 서원을 생각하여 신하들을
불러 묻기를, “성조 미추왕께서는 아도와 함께 처음으로 불교를 펴려고 하셨지만 큰 공을
이루시지 못하고 돌아가심에 능인(能仁)의 묘한 교화가 막히어 행해지지 못하였으니 나는
매우 슬프게 생각한다. 마땅히 큰 가람을 세우고 다시 불상을 조성하여 선왕의 공적을 따
르려 하는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였다.
대신 공알(恭謁) 등은 간하기를 “근자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평안하지 못한데다가 이웃
나라의 군사들이 국경을 침범하여 전쟁이 쉬지 않고 있는데, 어느 여가에 백성을 괴롭히는
공사를 일으켜 쓸데없는 집을 지으려 하십니까?” 하였다.
왕은 좌우 신하들이 믿음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탄식하여 말하기를 “과인이 부덕한 사
람으로서 외람되이 왕위를 이어 받으니 음양이 고르지 못하고 백성들이 편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므로 신하들이 내 뜻을 거슬러 따르지 않으니, 누가 능히 묘한 법의 방편으로써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 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대답하는 이가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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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차돈의 등장과 거사 모의
『삼국사기』에서는 이차돈을 법흥왕의 “가까운 신하(近臣)”라고 하였다. 이차돈이 법흥왕에 근
접하여 거사를 일으키게 된 과정은 사료의 조합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그에 앞서 『해동고승전』에서는 이차돈이 舍人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경위 17십칠 관등 가운데
열두째 등급 大舍와 열셋째 등급 舍知 벼슬을 통틀어 이르던 말이었다. 內史는 고려 내사문화
성을, 중국 진한 때 도읍을 다스리던 관부를 가리킨다. 고려나 중국의 기관을 투영한 기술이
다. 즉 이차돈은 신라 왕경 혹은 주요관부의 실무관리였다.
『삼국유사』는 “염촉은 대나무와 잣나무 같은 절개에 맑은 거울 같은 심지로 선행을 쌓은 집
의 증손이었다. 그는 궁궐 안에서 왕을 보좌하는 신하가 되기를 바랐고, 또 거룩한 조정의 충
신이 되어서 태평성대에 왕을 모시고 싶어 하였다.”고 하고 해동고승전은 염촉을 “정직한 사
람” “마음이 진실하고 생각이 깊어서 의로운 것을 보면 용기를 떨쳤다.” 라고 하여 정직한 義
人, 忠臣으로 규정하였다. 이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후에 부기되었을 공산이 크다. 불법흥성을
기술하는 자료의 특성상 또 전기의 특성상 필연적인 구성이라 할 수 있겠다.
僧(라) 16년(529)에 이르러 내사(內史) 사인(舍人)인 박염촉(朴厭觸) 혹은 이차돈(異次頓),
혹은 거차돈(居次頓)이라 함은 나이가 26세로 정직한 사람이었다. 마음이 진실하고 생각이
깊어서 의로운 것을 보면 용기를 떨쳤다.
遺(바) 염촉은 대나무와 잣나무 같은 절개에 맑은 거울 같은 심지로 선행을 쌓은 집의 증
손이었다. 그는 궁궐 안에서 왕을 보좌하는 신하가 되기를 바랐고, 또 거룩한 조정의 충신
이 되어서 태평성대에 왕을 모시고 싶어 하였다.
이차돈과 법흥왕의 거사 모의는 『삼국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자료에서는 매우 구체적
으로 묘사되어 있다. 먼저 이는 당연하게도 아주 은밀하게 이뤄졌다. 공통적인 것은 모의 혹
은 논의의 중심은 이차돈으로 되어 있다. 네 자료는 모두 이차돈이 제안하고 법흥왕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성립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차돈순교비」에서는 이차돈이 병기를 활용하는 방안, 왕과 신하가 언쟁을 하다가 이차돈
의 목을 베는 것으로써 대신들의 오해를 풀고 왕명을 관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삼국유사』
와 『해동고승전』에서는 모두 이차돈이 국왕의 말을 잘못 혹은 거짓으로 전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이차돈의 머리를 베면 대신들이 위압에 눌러 모두 복종할 것이라는
서술이고, 『해동고승전』에서는 이차돈의 머리를 베고 대신들이 옳다고 해주면 대신들이 수긍
하고 복종할 것이라는 서술이다. 『삼국사기』는 간략하게 이차돈의 목을 베는 것으로서 분분한
논의가 진정될 것이라 기술하였다.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모의 단계에서 기적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점이다. 사전
모의의 핵심은 극적 단계에서 이차돈의 목을 벰으로써 대립을 일거에 진정시키고 국왕쪽으로
국면을 가져오는 데 각본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碑(나) :

(상략)

염촉이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이… 비밀스런 계책을 들으니… 북서(北西)의 병기(兵器)를
항상 사▨ …” …“…나도 이미 들었으니…權을 삼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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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촉이 말하기를, “… 왕과 신하가 말다툼을 하다가 고의로 잘못을 범하여 …제 목을…하
면, 신하와 백성들의 오해가 풀릴 것이니, 어찌 감히 왕명을 감히 어기겠습니까.”
(중략)
염촉이 말하기를, “천하의 □에 □보다 □것이 없고, 불자(佛子)의 □에 죽음보다 □한 것
은 없습니다. 제가 비록 죽어도 불법이 유행하게 된다면, 작은 □에 비기겠습니까.”
史(다)
가까운 신하인 이차돈(異次頓)[혹은 처도(處道)라고도 한다.]이 아뢰었다.
“바라건대 저의 목을 베어 뭇 사람들의 분분한 논의를 진정시키십시오.”
임금이 말하였다.
“본래 불도를 일으키고자 함인데, 죄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차돈이 대답하였다.
“만약 도가 행해질 수 있다면 저는 비록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遺(사) 당시 나이가 22세였는데 사인(舍人)이 되었는데, 용안을 우러러보고 왕의 심정을 눈
치채고 아뢰었다.

(중략)

사인 염촉이 말하였다. “나라를 위하여 몸을 희생하는 것은 신하의 큰 절개이며, 군왕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백성의 바른 의리입니다. 폐하의 말씀을 잘못 전하였다고 하여
신의 머리를 베시면, 만민이 모두 복종하여서 감히 임금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할 것이옵
니다.”

(중략)

그러자 사인이 다시 말하였다. “일체 버리기 어려운 것으로 자신의 생명보다 더한 것은 없
습니다. 하지만 소신이 저녁에 죽는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침에 행해질 수 있다면, 불법의
해가 다시 하늘 한가운데로 떠오르고 임금님께서도 길이 편안하실 것이옵니다.”
僧(라) 왕의 큰 소원을 돕고자 하여 가만히 아뢰었다.
“폐하께서 만약 불교를 일으키고자 하신다면 청하옵건대 신이 거짓으로 왕명이라 하여 유
사에게 전하되, ‘왕께서 불사(佛事)를 창건하려 하신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하들은
반드시 간할 것이니, 이 때 왕께서는 바로 칙령을 내려 ‘나는 그런 영을 내린 일이 없는데
누가 거짓으로 왕명이라 꾸며대었는가?’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신(臣)의 죄를 추
궁할 것입니다. 그 때에 만일 왕께서 그 신하들의 아룀이 옳다고 하신다면 그들은 복종할
것입니다” 하였다.

(중략)

왕은 크게 감탄하며 칭찬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베옷을 입었지만 뜻은 비단을 품었구나.”
하며 이에 염촉과 함께 큰 서원을 깊게 맺었다.

7. 거사 실행과 기적
이어 각본대로 거사가 실행된다. 네 개의 자료는 각각의 시점에서 거사 진행을 기술하였다.
「이차돈순교비」에서는 국왕이 정전에서 무장무사들을 사방으로 도열시키고 그 안에서 신하들
에게 반역여부를 확인하며 윽박지르는 듯 한 모습을 보여준다. 『삼국유사』도 이와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다. 형틀을 조정에 늘어놓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신하들이 벌벌 떨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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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되어 있다. 『삼국사기』는 그와는 확연히 다르다. 국왕이 신하들과 불법 실행에 대해 토의
하는 듯한 장면을 기술하였다.
碑(다) : □□옷의 □을 정전(正殿)에서 □하게 하고, 칼찬 무사(武士)를 사방에서 방비케
하며, 신하들은…곧…북면(北面)하고…하게 하였다. 왕이 이에 묻기를, “그대들은 내가 불
법을 믿어서 탑(塔)을 세우고자 한다고 여겨 반역을 …하는가?”
여러 신하들이 절하고…말하기를, “신들은 절대로 반역할 뜻이 없습니다. 만약 …가 있다
면, …맹세합니다.”
史(라)
이에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불러 의견을 묻자, 신하들이 모두 말하였다.
“지금 중들을 보니 머리를 깎고 이상한 옷을 입었으며, 말하는 논리가 괴상하여 정상적인
도(道)가 아닙니다. 만약 이를 그대로 놓아두면 후회가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무거운 벌을 받더라도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史(마)
그러나 이차돈 홀로 말하였다. “지금 뭇 신하들의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상(非常)한 사
람이 있은 후에야 비상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불교의 심오함을 들어보니,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遺(아) 그리하여 대왕은 일부러 위엄스러운 모습을 하고, 동서로는 바람을 일으킬 것 같은
칼을 늘어놓고 남북으로는 서슬이 퍼런 형을 집행하는 도구들을 늘어놓고 신하들을 불러
서 물어보았다.
“경들은 내가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일부러 지체시켰는가?”
[향전(鄕傳)에서는, “염촉이 왕명이라 속이어서 절을 지으라는 뜻을 전하자, 신하들이 와서
간하였다. 그러자 왕은 화가 나서 염촉을 문책하고는 왕명을 거짓으로 전하였다는 죄명으
로 처형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신하들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황급히 맹세하며 손가락으로 동
서를 가리켰다. :
僧(마) 드디어 그 뜻을 전해 말하기를 “천경림에 절을 지으려 하노니 집사(執事)들은 칙령
을 받들어 일을 일으켜라”고 하였다. 조정의 신하들은 과연 왕의 면전에서 그 일에 관해
쟁론하였다. 왕은 “내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고 하였다.
僧(바) 이에 염촉은 크게 외치기를 “신이 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 이 법을 행하면
온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참으로 경제에 유익함이 있다면 비록 거짓으로 국령(國令)을
꾸며냈다 하더라도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왕은 여러 신하들을 모아 이 일에 대해 물었다. 모두 말하기를 “지금 승려들을 보면
아이 머리에 해진 옷을 입고 괴기한 의론을 일삼으니 정상의 도(道)가 아닙니다. 만일 경
솔히 그 말을 따른다면 후회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신들은 비록 죽을 죄를 범할지라도 감
히 칙령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염촉은 분연히 말하기를, “지금 여러 신하들의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대개 비상(非常)한
사람이 있는 후에야 비상한 일이 있는 법입니다. 신이 듣자오니, 불교는 그 진리가 심오하
다 하니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제비나 참새 따위가 어찌 기러기나 고니의 뜻을 알
겠습니까?”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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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고승전』은 윽박지르는 장면으로 보기는 어렵고, 신하들의 분위기를 거짓 명령을 가장
하여 떠보았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신하들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이뤄지는 이차돈의 극렬한 주
장은 마치 국왕의 의사를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해동고승전』의 기술은 그 점에서 삼국
사기 쪽에 가깝다.
국왕과 대신이 불사건립 혹 불법수용을 두고, 왕권이 공포분위기 속에서 신하를 압박하는
자료, 왕권이 신하와 토의하며 설득하는 자료의 두 가지 계통의 사료가 병존하는 셈이다.
이후 이뤄진 기적에 대한 묘사는 네 자료가 대동소이하다. 목이 잘리었는데 솟구친 피가 흰
우유색이었다는 것이 중심이자 기본이다. 「이차돈순교비」와 『해동고승전』에서는 꽃비가 내렸
다는 내용이 더 서술되어 있다. 『삼국유사』와 『해동고승전』에서는 잘린 머리가 금강산 꼭대기
까지 날아가 떨어졌다고 부기하였다.
실제로 하얀 피가 나왔는지는 검증할 수 없지만, 늦어도 818년 「이차돈순교비」가 건립될
무렵에 신라사회에서 이차돈은 기적을 구현한 성인으로서 자리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불
교 장엄행사에서 꽃을 뿌리는 것은 익숙한 모습이다. 잘린 머리가 금강산에 떨어졌다는 기사
는 이차돈과 금강산의 관계를 암시하는 기술이다. 즉 818년 이후 시기를 더할수록 불교공인의
공로자요 “성인(聖人)”인 이차돈의 기적이 미화, 부연되어갔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碑(바) : 참수(斬首)할 때 목 가운데에서 흰 우유가 한 마장이나 솟구치니, 이 때 하늘에서
는 꽃비가 내리고 땅이 흔들렸다. 사람과 물건이 애통해 하고 동식물이 불안해하였다. 길
에는 곡(哭)소리가 이어졌고 우물과 방앗간에서는 발길을 멈추었다.
史 : 목을 베자, 잘린 곳에서 피가 솟았는데 그 빛깔이 우유처럼 희었다. 사람들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다시는 불사를 헐뜯지 않았다.
遺(차) : 그 때 흰 젖이 한 길이나 솟구쳐 올랐고[향전(鄕傳)에서는, “사인이 맹세하기를
‘위대하고 거룩하신 법왕께서 불교를 일으키시려고 하시니,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속세
에서 맺은 인연을 모두 버립니다. 하느님께서는 상서로운 조짐을 내리시어 사람들이 두루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의 머리가 날아 올라가 금강산(金剛山)
꼭대기에 떨어졌다.”라고 하였다.] 사방의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비낀 햇살마저 빛을 감추었
고 온 땅이 진동하였으며 꽃비가 떨어졌다.
僧(자) 마침내 목을 베자 머리는 날아가 금강산 꼭대기에 떨어지고, 목이 끊어진 자리에서
는 흰 젖이 용솟음쳐 높이 수십 길로 솟아올랐다. 햇빛은 어두워지고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꽃이 내렸으며 땅이 크게 진동하였다.
한편 이차돈의 순교 연대에 대해서 『삼국사기』는 528년, 『삼국유사』는 527년으로 하고 있
다. 일찍이 末松保和는 1년 앞당겨 527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통용
되고 있다.6) 이에 대해 근년 조경철은 『삼국사기』 인용, 김대문의 『계림잡전』과 최치원의 「봉
암사지증대사비」에 528년이라고 한 것을 중시하였다. 『삼국유사』는 달마가 중국에 온 527년
을 이차돈 순교 연대와 맞추어 해석한 것으로 풀이하였다.7) 설득력 있어 보인다.

6) 「新羅佛敎傳來傳說考」, 『新羅史の諸問題』, 1954.
7) 「이차돈 순교연대에 대한 재검토」, 『韓國古代史探求』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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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葬禮와 刺楸寺
이차돈 사후에 장례는 「이차돈순교비」에서는 북산에 시신이 안장되었으며 서산에 사당이 세
워졌다 하였다. 『삼국유사』에서는 북산 즉 금강산에 장사를 지냈으며, 자추사를 세웠다고 하
였다. 『해동고승전』에서도 금강산에 장사지냈다고 되어 있다. 앞서 기적을 일으킬 때 머리가
금강산까지 날아간 것은, 그를 금강산에 장사지낸 데에서 소급된 창작일 가능성이 짙다. 삼국
유사에서 이르는 자추사는 「이차돈순교비」에서 이르는 사당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북산
을 금강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당연한데, 자추사의 위치를 비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뚜렷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진홍섭은 “이차돈이 순교할 당시 그 머리가 날아간 자리에 자
추사라는 절을 지었다 하니 그도 백률사에서 머지 않은 곳으로 생각된다. (중략) 「육면석당도」
원래는 백률사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8)

碑(사) : 눈물을 흘리며 장례(葬禮)를 치루었다. 시신을 북산(北山)에 안장하고 서산(西山)
에 사당을 세웠다. 저 법흥왕이 즉위한 대동 15년 을미년 이래로 지금 당(唐)나라 영태(永
泰) 2년(혜공왕 2, 766) 병오(丙午)에 이르기까지 253년이다.
遺(카) : 드디어 북산(北山)의 서쪽 고개[곧 금강산(金剛山)이다. 전하는 말에 머리가 떨어
진 곳에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러한 것을 말하지 않았으니, 어찌된 일
일까?]에 장사 지냈다. 대궐 사람들이 이 일을 슬퍼하여서 좋은 땅을 골라 절을 세우고,
이름을 자추사(刺楸寺)라고 하였다.
僧(차) 유체(遺體)를 받들어 금강산에 장사하고 예배하였다.
아마도 이와 같은 견해가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김태형은 『삼국
사기』 권제1 「혁거세왕」조에서 북산의 위치가 금강산 백률사의 북쪽이라고 해석하고 여기서
이르는 북산과 이차돈 기사에서 보이는 북산을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백률사쪽이 묘역이 아
니라고 하였다.9) 확실히 今西龍이 일제 강점기 조사했지만 백률사에서 「이차돈순교비」를 발
견하지 못했고, 음운학적으로 刺楸를 栢栗을 栢栗과 일치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 백률사
=자추사 설에도 약점은 있어 보인다. 실제 『동국여지승람』에서도 백률사는 이차돈과의 관련지
우지 않고 관음신앙과의 관련에 한정하여 기술하고 있다는 지적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10) 여
전히 백률사가 자추사와 관련있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지만, 완전히 일치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9. 에필로그 – 관련 사료의 계통과 구성 재구이차돈 관련 사료, 기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818년 「이차돈순교비」, 1145년에 『삼국
사기』에, 다시 1215년에 『해동고승전』, `마지막으로 13세 후반에 만들어진 『삼국유사』가 있
다. 이들 기록은 이차돈에 대한 崇禮, 관찬사서의 일부로서의 기록, 불교 관련 고승의 전기로
서 「법흥왕전」에 부가기록, 또 불교흥기의 항목에 주요사실로서 역시 법흥왕와 함께 부기된
8) 『경주의 고적』(통문관, 1957)
9) 김태형, 「이차돈 순교유적과 유물에 대한 고찰」 ,『불교미술사학』 11집, 2011.
10) 신선혜, 「삼국유사 탑상편 백률사조의 종합적 검토」, 『신라문화제 학술발표논문집』 36집, 동국대학
교 신라문화연구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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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특성화된 기록들이다. 동시에 마멸극심, 지나치게 간략화 된 기록, 불교중심의 기록이라
는 각각의 약점이 있어 사료 자체가 갖는 각각의 질은 동일하지 않지만, 기록의 방향성 혹 특
성을 간취하여 그 계통을 잡아볼 수 있다. 가장 큰 특성으로는 법흥왕이 대신에 대해 불사건
립에 대해 결정적 시점에서 공포분위기에서 강경대응한 것으로 서술했는지, 혹은 대화 분위기
속에서 타협했는지에 따라, 또 이차돈의 대응양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전
자 즉 [국왕추궁형/침묵대응형]으로 「이차돈순교비」와 「삼국유사」, 후자 즉 [귀족반발형/해명
발론형]으로 『삼국사기』와 『해동고승전』이 있다. 시기순으로 볼 때 삼국유사는 「이차돈순교
비」 계통의 사료를 계승, 채록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해동고승전』은 기본적으로 『삼국사기』

를 계승하였으되 일부 해동고승전 적 요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자 계통의 사료에 어느 쪽에 우선을 두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양자를 절충하여 동일
상황의 다른 양상으로 파악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선택의 문제라면 선행자료인
「이차돈순교비」를 선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무난하지 않을까 한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시각에서 라면, 『삼국사기』 단계에서는 「이차돈순교비」와
같은 1차 사료의 자료를 그대로 채택하지 않고 일부 변형한 것이 된다. 다만 그것은 의도적인
개변일 수도 있지만 간략화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개변된 것일 수도 있다. 의도성이 있었
다면, 대화중시의 군주상을 서술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한다. 이후 13세기 후반에
편찬되는 『삼국유사』에서는 필자가 생각키에 원사료에 가까운 듯한 「이차돈순교비」 계열을 적
극 채택하고 관련자료를 대폭 부가한 것으로 보인다. 1215년 곧이어 편찬된 『해동고승전』에
서는 다시 『삼국사기』 계통으로 기술되면서, 일부 보완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된다.
거기서

주목되는

것이

『삼국유사』

관련기사다.

『삼국유사』는

원화(元和)

연간(서기

806~820)에 남간사(南澗寺)의 스님 일념(一念)이 지었다는 「촉향분례불결사문(髑香墳禮佛結社
文)」을 그 원전으로 하여 이차돈 기사를 서술하였다. 9세기 초 지금의 경주 서남산에 위치한
남간사에 주석했던 스님의 기록으로 삼국사기에 비해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촉향
분례불결사문(髑香墳禮佛結社文)」이란 제목으로 보아 촉향분(髑香墳) 즉 이차돈의 무덤에 예
불할 때 올린 문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527년 내지 528년 이차돈 순교 이후, 신라
사회에 이어 고려사회에서 이차돈에 대한 숭배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찬숭 과정에서 정리된
자료 즉 「이차돈순교비」, 「촉향분례결사문」 단계에서 관련 자료가 정리, 정착되고 그것이 『삼
국유사』 기술에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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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효행설화의 유형과 의미
최천집(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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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서론

경주 효행설화가 본격적이고 온전하게 연구된 것은 적은 편이다.1) 경주 설화에 대한 연구는
작품 중심2)으로 이루어져 경주가 가진 전체적인 설화의 양상과 가치 등을 주목하지도 않았고
한국문학 일반으로 다루어졌지3) 지역 문학으로도 다루지 않았다. 실제로 경주 설화는 한국문
학을 대표할만한 특징을 가진 작품이 다수 있고 이것들이 한국문학을 대표한다 하더라도 별다
른 문제는 없을 정도다. 하지만 경주 설화가 지역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변이되면서 지역민들
에게 어떤 역할과 의미 등을 수행해 왔는지를 천착해 놓은 바탕 위에서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
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고가 설정한 방향은 경주 설화를 지역에 한정된 문화의
한 양태로 보고 그것 간의 관계나 유형 나아가 의미 등에 주목한 논의다. 이런 논의는 지역을
주목하고 지역에서 일어난 설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갖는다.
본고의 논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경주에서 전해지거나 유통되었던 효행설화를
찾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두 찾아서 모아보고 작품의 유형을 나누어본다. 경주 설화 가운
데 효행설화라고 할 수 있는 자료는 얼마나 있으며 어떤 유형의 작품들이 있는가를 밝혀 본
1) 경주의 설화에 대해 관심을 보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있다. 이인경, 위의 글.; 최천집,
「경주 지역 설화의 양상의 특성-특히 『한국구비문학대계』와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동방학』 20,
한서대 동양문화연구소, 2011.
2) 강진옥, 「삼국유사 <효선편> 설화연구Ⅰ-‘손순매아’의 의미」, 『국어국문학』 93, 국어국문학회, 1985.;
신호림, 「‘손순매아’조에 나타난 희생효 화소의 불교적 포섭과 그 의미」, 『우리문학연구』 45, 우리문
학회, 2015.; 남동신, 「대성효 이세부모조에 보이는 효와 선」,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0, 동국
대 신라문화연구소, 2009.; 김복순, 「『삼국유사』 ‘진정사 효선상미’조와 일연과 김부식의 효인식」,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9.; 김수태, 「『삼국유사』 ‘향득사지’조로 본
신라인의 효행」,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0,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9.
3) 조동일, 「삼국유사 불교설화와 숭고하고 비속한 삶」(『한국설화의 민중의식』, 정음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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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장의 논의 결과로 경주 효행설화의 전모와 작품의 숫자와 유형 등이 드러날 것이다. 3장
에서는 경주 효행설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논의하려고 한다. 이에서는 경주 효행설화가
설화의 담당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이 어떤 의식이나 의도 등을 나타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설화를 설화만의 것으로 가두어 놓지 않고 설화가 가진 이념적이거나 사회적인 의
미 등을 밝혀 시각의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
2. 경주 효행설화의 양상과 유형
2.1 경주 효행설화의 양상
위의 표에 따르면 경주 효행설화는 이야기의 각 편이나 유형이 다양하지는 않다. 손순의 매
아에 따라 석종을 얻고 효까지 실천하는데 이르렀다는 이야기 유형이 높은 분포 비율을 보이
고 있다. 이는 경주 설화가 가진 일반적인 산생 경향인 기록에 준거하거나 이에 영향을 받아
생산되는 원칙이 작용한 결과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삼국유사』 설화는 경주 민중의 의식을
지배하는 문화적 전범의 역할을 크게 행사하고 있었음이 효행설화에서도 확인된다. 『삼국유
사』에 실린 이야기가 경주 설화에 널리 분포되고 있는 것은 일반 민중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
고 있는 경주민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주위에서 많이 접하는 것들에 대해 관심이 높았
고 그것에 대한 표현의 욕구도 높았음을 반증하는 예이기도 하다. 민중은 자기가 생활하는 공
간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날마다 접하게 되고 그것들에 익숙해지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식으
로든 다루려는 의식을 갖기 십상이다.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것이 민중이 설화의
대상으로 취급할 가능성은 높고 경주 효행설화에도 이런 경향은 작용하여 그들의 눈으로 직접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설화의 대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들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들을 설화의 대상으로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
다. 그 예를 찾아본다면 경주 지역에 남아있는 사찰, 자랑할 만한 성씨로 지역에서 세력을 이
루고 있는 성씨인 월성 손씨 가문의 사람들, 효자가 살았던 동네의 이름 등이 그런 것들이
다.4) 생활에서 쉽게 접하던 것들이 경주 효행설화의 중요한 설화의 대상으로 여겨졌음이 드러
난다.
둘째로 경주 효행설화는 남성이 주로 설화의 생산자로 나선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설화를 남성이 구연하는데 33편(36명)을 생산하고 있어 남성이 80% 정도를 차지하
고 있지만 여성은 설화의 구연자로 나선 경우가 12편(13명)5)에 불과하여 전체의 20% 정도
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경주 지역의 여성들이 남성보다 이야기의 세계에서 주도권
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회를 주도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야기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일정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런 점에서 여성들은 이야기의 세계와 현실
의 세계에서 남성보다는 담론을 주도하는 위상을 점하지 못했고 이런 것이 두 세계에 모두 작
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현실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 이야기 세계에서 여성의 현실적 역할은
제한되어 있었고 이런 현실적인 요소가 이야기의 발생과 유통 등에도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줄거리나 서사를 가지는 작품이 여럿 발생하고 있는 한편에서는 이야기 한 편만으로

4) 불국사라는 사찰, 터를 잡고 살아가는 생활공간으로 남아 있는 효문동이라는 이름 등이 이와 관련된
것이다.
5) 남성 두 사람이 한 작품을 생산하는데 관여하고 있기도 하며 여성도 두 사람이 한 작품의 생산에 관
여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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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독자적인 줄거리나 서사를 가진 이야기도 생산되었음이 확인된다. 손순매아와 관련된 작품
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이외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작품도 일정한 유형
성을 보이기도 한다. 효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된 마을의 이름 즉 효동과 효문동 등 마을의 이
름이 성씨의 시조 행적에 따라 부여되었다든가 하는 경우도 이런 경향에서 따라 생긴 작품이
다. 또한 효불효교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경향을 보여준다. 지역에서 일어났음직한 일이 ‘효불효
다리’로 남아있고6) 효와 불효의 경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지역민의 일정한 관심을 끌어 이 이
야기를 거듭해서 설화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경주에서 일정한 유형성을
띠면서 거듭해서 유통·향유되는 요인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유형성을 보이는 효행설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개별적인 서사를 가진 작품
들도 꾸준히 생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후자의 이야기는 주로 『삼국유사』의 영향에서 벗어나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민중의 발랄한 생활 감정을 이야기에 투영하고
있다. 작품도 유형성을 띠기보다는 한두 편만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작품은
인물의 특출함을 충과 효로 강조한다든지,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윤리를 벗어난 행동을 인간적
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가족을 화합하게 만들게 한다든지, 효도하지 않는 가족 중 한쪽을 다른
한쪽이 효도하게 만든다든지, 가족 성원 중 하나가 목숨까지 희생해서 가족의 불치병을 치료
한다든지, 죽은 부모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와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남아있는 자식들에
게 부탁하고 이를 자식이 해결해 준다든지 죽은 자식이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었다고 알았는
데 후에 알고 보니 우연한 기회에 자식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든가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반 민중이 생각한 효행이 어떠해야 하며 그
것은 어떤 상황이더라도 성취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민중의 이상과 바람 등을 담아내
고 있다.
2.2 경주 효행설화의 유형
요컨대 경주 효행설화는 많은 작품이 유통된 ‘가족 효행 유도형’과 ‘경주 마을 명칭 유래형’
및 ‘손순매아형’이 지배적인 위상과 유형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이 생
산·향유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 효행 유도형’과 ‘경주 마을 명칭 유래형’에도
가족이 모두효행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이를 지역민들도 실천하기를 바라는 의도
가 작용하고 있으며 경주에서 내세울만한 효를 행한 것을 자랑하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손순매아형’에는 효도를 하기 위해 자식을 희생하여 부모에게 효도를 실행한다는 극단적인
효에 대한 선택을 해야 했던 인물의 고민과 갈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효의 실행을 행한 결
과로서 얻을 수 있는 현실에서의 적절하고 온전한 보상이 작품에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점
이 이 유형이 매력으로 작용하면서 지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향유를 이끌었고 경주 효행설
화에서의 분포 비율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그만큼 이 유형이 가진 작품으로서의 문제와
매력이 다른 작품보다는 뛰어나고 높았음을 지역민들은 작품의 높은 생산과 유통으로 보여줬
던 것이다.
또한 경주 효행설화의 유형은 『삼국유사』 에 기록된 설화를 원천으로 하여 이 기록에 전해
지던 서사를 그대로 따르거나 조금의 변화를 꾀하는 형태로 바뀌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기
6) 윤경렬은 효불효교 사진을 찍어 책에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거물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놓았다.
“孝不孝橋는 지금 仁旺洞 博物館 西쪽 南川바닥에 그 石材가 굴러 있다.”(윤경렬, 「효불효교」, 앞의
책, 178쪽.)라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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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고 민중의 소박한 효에 대한 생각이나 요구 등을 표현하는 이야기들이 몇몇 유형으로 생
산·유통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경향은 경주 효행설화가 가진 성격을 일정하게 규정
하고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불국사 창건 유래 효행설화와 빈녀양모형 설화가 그런 흐름을 대
표하는 유형으로 경주설화를 구성하고 있었다. 전자의 흐름이 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면 다
른 한편에서 민중의 발랄하고 다양한 이야기 본능을 수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유형도 등장하여
유행하기도 했다. 후자의 유형은 경주 효행설화의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또 다른 경주 효
행설화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이 가진 다양성과 변이성이 경주 효행설화 유형이 가
졌던 특성의 하나인데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경주 효행설화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경주 효행설화의 의미
3.1 효행의 근거 이념 문제
경주 효행설화는 수록된 책의 성격에 따라 그 이념적 기초를 조금씩 달리한다. 『삼국유사』
에 수록된 효행설화는 불교이념에 따른 효라고 해석될 수 있는 설화를 다룰 뿐만 아니라 이를
대표하는 측면을 갖는다. 조사된 경주 효행설화 가운데 『삼국유사』에 수록된 작품은 불교와의
일정한 관련성에서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불교적 이념에도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수록 작품
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삼국유사』의 효행설화는 불교적 이념에 따라 효를 실천하는 내용을 포
함하지 않으면 안 되며 선정의 결과도 이런 요구를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삼국
유사』에 수록된 경주 효행설화는 불교적 이념과의 관련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작품에서의 효는 어떤 점에서라도 불교적 요소를 보여주어야 한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효행설화는 3편인데, 작품은 불교적 색채를 농후하게 담고 있다. 「대
성 이세부모」에서 대성은 집이 가난하여 부자 복안의 집에서 품팔이를 하여 의식을 해결하는
어려운 삶을 영위해야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처지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부처에 대한 믿음을 돈돈히 하여 시주를 하는 데는 어떤 의심이나 갈등도 겪지 않고 적극적이
다. 스님이 대성의 집에서 ‘시주가 복을 불러오고 10만 배의 보답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연히
엿듣고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자신이 품팔이로 받은 밭을 부처에게 시주할 뜻을 밝히는 불
교적 이념을 실현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불교적 이념에 따른 삶의 양태를 대성이 준수하
기 때문이다. 불교적 이념에 따른 삶이 있었기에 가난한 삶에서 풍족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기
를 바라는 소원까지도 품고 그것이 실현되는 상황을 누리기도 한다.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 윤
회하여 김문량의 아들로 태어나 이승에서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지만 전생의 불교적 삶에서 멀
어져 사냥을 하며 살생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여 윤회에 따른 삶의 궤적을 밟는다. 이
승의 삶에서 김대성이 전생에서 살해한 곰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줄 의도를 갖고 절의 창건을
이룩하여 장수사라는 절을 세워주는 것도 불교적 측면에 따른 것이다. 이승의 꿈에서 깨어난
뒤로 대성은 사냥도 하지 않고 이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서는 석굴암을 세워 두 세상의 부모를 동시에 기리는 사찰을 건립하여 놓는다. 이런 기록이
향전에 전해지는 바이지만 절의 기록에는 이와는 다른 기록이 전해진다고 『삼국유사』는 전하
면서 불교적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분명하게 사상적 기반을 갖고 생성되었던 설화가 있는 반면에 일반인들이 막연하게 가졌던
효에 대한 생각을 작품 구성의 틀로 삼는 설화도 있다. 그런 것들은 사상적 기반을 어디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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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 작품에서 밝히지 않으며 화자가 자신이 효라고 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정할 수 있
는지를 소박하게 밝히는 수준으로 서술된다. 작품이 근거하는 사상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분명
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효라는 주제도 화자가 작품에서 잠깐 잠깐 언급하는 수준으로 표명
되고 있다. 이런 경향을 보이는 작품은 민중의 소박한 효의식이나 효행에 대한 생각을 알려준
다.
가) 사람이 사는대로 사다가, 자식을 두고 있는 경우상에, 자슥이라 크먼 효성 있는 자슥을 도가주고 그 부모가
여 자슥한테 대접을, 효성을 찬란하게 받고 사다가 한 평생 마치는 사람도 있고, 그 효성이 없는 불효한 자슥도 도
도 구체없이 자슥한테 서럼을 받고 사는대로 사다가 마치는 수도 허다한데.7)

나) 내가 일전에 어느 자리에서 이얘기를 했는데. 참 효부가 하나 있는데. 본데 효부가 된다 효자가 된다 카는
거는 보통 여자가 형식적으로 말해가 효자를 하나 만들라 카만, 될라 카만, 어르(어른)이 아주 악측해야 되고 또
며느리가 하나 효부를 만들라 크만, 그 시에미나 시애비가 아주 나빠져야 그기 인자 되는 법인데. 그래야 인자 그
기 하나 드러나 주그덩.8)

다) 〔청중 ; 그래, 모리까네 그 캤는 거지.〕 그래 인제 주인 하는 말이,
“참 내가 자식인데. 자석되고 부모 부모 그 원으로 그만 호관이 있는줄 몰랐는 데. 어 참 당신이 그만침 만 일
에 대해서, 그만침 우리 부모 포완(포원)을 알아서 그 기미를 맛차 잤으니(주었으니), 맞았으니, 내가 그저 있을 수
가 없다꼬. 당신한테 절로 해야 된다꼬.”9)
라) 효자도 효부가 있어야 효자가 나지. 자꾸 내가 애비대이 카모 효자가 없다고. 아부지도 자석인데(자식에게)
몬 이길 땐 몬 이기야 그기 효자고, 효자 나고. 자식도 또 부모가 야단칠 땐 도 몬 이기야 그게 자슥이지.10)

가), 나), 다), 라)는 모두 민중이 가졌던 소박한 효 의식이 민중의 단순한 생각에서 유래한
것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사상적 기반이 특별한 것에 근거하지는 않는다. 가)는 화자
가 직접 나서서 자신이 경험한 바를 발화하고 있으며 나)도 화자가 경험한 바에 의해 획득한
깨달음을 전한다. 다)에서는 서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남편이 효라고 판단하고 효성을 실시
한 부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로 발화한 것이다. 물론 이것도 작중인물의 것이기는 하지
만 화자의 것이라 취급하여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말이 화자의 입을 빌어 나왔기 때문에 설화
의 특성상 작중인물의 말이기도 하고 화자의 말이기도 하여 작중인물의 말과 화자의 말이 엄
격하게 나누어진 상태로 구분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작품에서 화자뿐만 아니라 인물까지도 효에 대한 인식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사상과 이념에 긴박되어 있기보다는 일상생활을 할 때 가졌
던 소박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작품에서는 효 실행의 사상적 기반을 특별히 어떤 정해진
것에 의해 규정하지 않았으며 효가 생활하는 가운데 부딪히는 일상의 하나로 빈번하게 일어나
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점은 가), 나), 다), 라)가 모두 가지고 있다. 특히 그런 점은
다)에서 두드러진다.
다)에서 며느리는 우연히 시아버지의 욕망을 알아채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고안하고 그것
을 하나의 일상에 속한 일로 만들어간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여종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

7) 정신문화연구원, 「며느리를 효부로 만드는 방법」, 『한국구비문학대계』 7-1, 1980, 364쪽.
8) 정신문화연구원, 「효부인 둘째며누리」, 『한국구비문학대계』 7-3, 1980, 335쪽.
9) 정신문화연구원, 「시아버지를 장가 들여준 효부」, 위의 책, 349쪽.
10) 정신문화연구원, 「효자가 되려는 아들」, 위의 책, 6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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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그 행동을 무안해 할 시아버지를 위해 몰래 주위의 감시나 시선을
무시해 가며11) 시아버지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이를 자연
스럽게 만들어 나간다. 그것은 몸종을 깨끗하게 치장하게 하여 그녀로 하여금 시아버지와 함
께 하룻밤을 보내게 하는 것으로써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녀의 의지에 따른 효의 실천
은 사회적 상식에서 벗어나 몸종을 시어머니로 모셔야 하는 어려움을 불러온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긍정이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극복의 과정을 필요로 하고 그것
을 작품에서는 집을 비웠다 돌아온 아들의 반응과 보상의 과정에서 시작하여 주위의 공인이나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면서도 웃긴 상황을 덧보태려고도 한다. 며느리의 태도
에도 방해는 있으니 그것을 극복하거나 초월하는 데는 남편의 인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하며
그것을 작품은 긍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인식해 내는 재료로 삼고 있다. 며느리는 비공식적
으로는 몸종을 시어머니로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정식으로는 시어머니로 인정해 줄 수 없는 처
지이기 때문이며 이런 상황 자체를 모든 사람의 웃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해결하
려 한다. 따라서 며느리는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 시아버지의 배우자로 몸종을 온전하게 사회
적 공인을 받은 존재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남편이라는 매개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작품에 설정된 이런 과정 자체가 작품의 인식을 바뀌게 하는 계기를 제
공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화자는 “쌍시럽은 얘기라도 괘안는가(괜찮
는가)하고 묻”12)는데 이는 작품 내용에서 시아버지의 성적 만족 추구를 상식에 맞지 않는 부
정적 인식에서 평가하는 태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야기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
기를 하면 우리 동민이 욕을 먹는다고 만류하기”도 하는 상황인 것도 이에서 연유한다. 하지
만 이야기의 화자는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인식시키지 않고 긍정적 측면을 갖는 것으로 변화시
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듯하다. 이는 며느리가 행하는 행동의 긍정적 측면을 믿
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진다. 그것은 작품의 내용이 어느 정도 교훈을 담고 있어 청자
들을 내용의 부정성에서 벗어나게 하여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었기
에 가능했다 하겠다. 며느리의 행위는 효를 실천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으니
그것이 청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화자는 전제하고 이야기의 적극
적 진행을 할 수 있었던 듯하다.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행한 행동
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랜만에 집을 찾아와 몸종의 상황을 오해하여 그에게 화를 내는 장면에
서 어느 정도 암시된 상태에서 선입견이 작품에서는 해소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아들의 잘
못된 판단은 일반인들까지도 참여하여 동조하는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은 선
입견의 한 형태다.
며느리의 행동은 시아버지의 성적 만족을 충족시켜 준 것으로 사회적 일반 상식을 벗어나
있어 쉽게 일반인들에게 용인될 수 없는 측면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늙은 나이에
혼자되었지만 자신이 시집올 때 데리고 온 몸종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고 그녀를 자신의 배우
자로 선택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감행해 나가기 때문이다. 시아버지가 성적 결합을 시도하
는 행위는 잘못된 측면을 갖는다고 할 수 없지만 잘못된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행위가 효
의 실천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용납될 수 있다는 의미를 이야기는 전해준다. 그것을 위에서는
며느리의 행위가 부모의 소원을 들어준 행위로 간주되어 집을 떠난 남편이 집으로 귀환하여

11) 이런 점을 작품에는 “‘하 우리 시어른이 나이 얼매 돼가 할마이를 잃었다. 안매 이거 참 그런 생각
을 남아가 있구나’ 카는 걸 알았단 말이지”(정신문화연구원, 「시아버지를 장가 들여준 효부」, 위의 책,
347쪽.)라는 며느리의 속마음을 전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2) 정신문화연구원, 「시아버지를 장가 들여준 효부」, 위의 책, 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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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고마움의 절을 올리게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타당성을 지닐 수 있
다. 시아버지가 늙은 나이에도 젊은 종을 부인으로 맞아들여 평상시에 지녔던 성적 만족을 결
혼을 통해서 꾀한다는 것이 전혀 스스럼없이 진행되고 지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이 작품
이 지닌 효행에 대한 의식을 민중들이 순수한 기대로 채우고 이를 서사에 도입하여 결구하는
형식을 취하게 만들었다.
3.2 효행의 현실 여건과 구현 조건 문제
효 실행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고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다. 효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이
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는 작품에 투영
된다. 이런 점을 경주 효행설화는 일정하게 담고 있으니 현실적인 여건과 이상적인 구현 조건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장의 논의 방향이다.
우선 효행은 가족 간의 가치관 갈등이면서도 현실 사회 갈등의 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가족은 효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 실현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은 그들이 처해 있었던 현실 사회의 위상이 다른 것에 따를 개연성도 높다.
가족 간에 일어나는 효를 실천하는 방법을 달리하여 초래되는 효행 결과의 차이는 경주 효행
설화를 다양하게 만들어주며 이는 현실 갈등의 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도 한다. 가족은 다양
한 형태를 띨 수 있지만 효행설화에서의 가족은 온전한 가족에서 벗어나 온전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측면을 갖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효행설화에서의 가족은 현실 사회로부터 소외되
거나 절연된 처지에 놓여 있으며 삶의 조건도 열악한 처지이다. 가족이 처해 있는 불완전한
상황으로 나타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가족 생계를 만족스럽게 꾸
리거나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이 효행설화가 놓여 있는 현실 사회의 조건이 열악
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손순매아형’ 효행설화에서 부모는 어머니가 먹을 음식을 자
식이 빼앗아 먹는다는 이유로 자식의 목숨을 없애려 산으로 자식을 데리고 갈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다. 이 장면에는 효행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경제 여건의 충
족을 위해 필요한 가족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음식물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실 상황이 나타
난다. 경제적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가난에 직면한 가족은 열악한 현실 상황에 노출되어 있
는 것이다. 이들 가족이 성취해야 할 최대의 희망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갖
춘 가정 경제의 넉넉함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의 희망을 충족시켜 줄 방법으로 왕이
가난한 가족에게 보상물을 내려서 배고픔을 해결할 방도가 제시되므로 이는 사회에서 통용되
는 현실적 측면을 강하게 투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공식적인 국가기관의 지원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함으로써 효행 당사자의 주관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보여주지 못한다. 그들에게
보고픔을 해결할 방법은 국가기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지 주체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방법을
고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만큼 효행에서 효의 행위자나 대상자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절박하게 현실을 옭아매고 있었으며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 경제
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회에서 그들이 당면했던 문제에는 배고픔을 해결할 문제 말고도
또 다른 것들도 내재되어 있다.
다음으로 효행은 남녀의 성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고정되어 변화될 수 없는 무엇이라고 인
식하듯이 주체와 대상이 고정되어 있고 그들 사이에 역할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인식을 하
는 중요한 문제였다. 효행설화는 고정화된 성 분별의식이 횡행하는 사회를 그려내므로 그에
부수해서 일어나는 사회 갈등에 내재된 성 분별이 일상화된 사회를 보여준다. 즉 작품에는 남

- 54 -

성은 남성에 맞는 일을 여성은 여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을 내보이며 이런 현실은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이 작용하고 있기에 극복되어야 하지만 현실 사회에는 그런 의식이 공공연하게 지지
하거나 유지되고 있어 다양한 갈등을 불러오고 지속되고 있다. 성별에 따라 고정된 사회적 역
할이 있고 이에 따른 성의 차이가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결정하는 사회는 작품에 나타나는 사
회의 주된 모습이다. 효행설화에서는 성별에 따른 남성과 여성에게 고정화된 기능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성을 고착시키는 의식을 내보이는 사회의 삐뚤어진 성 분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
는 현실을 그림으로써 현실이 나타나는 문제 상황을 작품에서 제기한다. 성 분별의식이 횡행
하는 현실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작품은 일정하게 보여주는데 그런 것 중에서 다음의 예는
의식 차원의 분별의식이 사회에서의 성 역할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마) 분황사 동쪽 마을에 여인이 있는데 나이는 이십 세 안팎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먼 어머니를 껴
안고 서로 통곡하므로 같은 마을 사람에게 그 연유를 물으니, 말하기를 “이 여자는 집이 가난해서 빌
어다가 어머니를 봉양한 지가 이제 여러 해가 되었는데 마침 흉년이 들어 걸식을 하여 살아나가기도
어렵게 되어 이에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팔아 곡식 삼십 석을 얻어서 주인집에 맡겨놓고 일을 해왔었
습니다. 날이 저물면 쌀을 싸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지어 먹고 어머니와 같이 잠을 자고, 새벽이면 주
인집에 가서 일을 한지가 수 십 일입니다.13)
바) 그 아들네 집에서는 때마침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강아지는 점점 커서 큰 개가 되었다. 그
개 주인인 아들네집에서는 그 개를 잡아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튿날 그 개를 잡으려고 했더니
그 개는 어느 새에 고개 넘어 자기 딸네 집으로 갔다. 개는 딸네 집으로 와서 눈물을 뚝뚝 흘렀다.
그 딸은 친정집 개가 와서 그러는 것을 보고 가엾게 생각하여 밥을 주고 어루만져 주었더니 그 집
에서 하룻 밤을 자게 되었다.14)
사) 그래서 일곱 명의 아들들은 서로 의논한 결과 어머니를 위하여 찬물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튼
튼한 돌다리를 놓아 드렸다. 이일을 안 어머니는 자식들의 효심에 감동되어 자기의 비행을 뉘우치고
다시는 내를 건너 가지를 않았다고 한다. 이래서 이 다리를 마을 사람들이 한쪽 부모에게는 효가 되나
죽은 아버지에게는 불효라 하여 효불효교라 하고, 또 7형제가 협력하여 놓은 다리라하여 북두칠성에
비하여 칠성교라고 하였다고 한다.15)

마), 바), 사)는 모두 경주 효행설화의 대표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다. 이 작품들에는
성별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그에 따라서 해야 하는 일도 정해두어야 한다
는 의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그린다. 가)에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만족시킬 방법을 고안해야 할
사람으로 여성이 적당하다는 인식에 따라 여성을 봉양의 주체로 내세우고 있고 약자로 그려낸
다. 남성이라면 어머니의 봉양에 쓰이는 재료를 다른 집의 고공살이를 하여 받아온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봉양의 불편함을 느낀 모녀가 서로를 끌어안고
불쌍한 정황을 불러오는 상황도 연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런 부분
을 자연스럽게 설정하고 있으며 인용된 부분의 이어지는 부분에서 가난한 집안의 딸은 길거리
를 지나가면서 불쌍한 정황을 목격한 인물들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
13) 일연, 「빈녀양모」, 앞의 책, 402쪽. “曰芬皇寺之東里有女, 年二十左右, 抱盲母相號而哭. 問同里, 曰
此女家貧, 乞啜而反哺有年矣. 適世荒, 倚門難以藉手, 贖賃他家, 得穀三十石, 寄置大家服役. 日暮橐米
而來家, 炊餉伴宿, 晨則歸役大家, 如是者數日矣.”
14) 최상수, 「경주 최부자의 개무덤」, 앞의 책, 228쪽.
15) 윤경렬, 「칠성교 또는 효불효교」, 앞의 책,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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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는 장면을 그려놓았다. 봉양의 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며 효행에
서도 사회적 원조나 도움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작품에서 “효종랑은 이 말을 듣고 측은해 하여 곡식 일백 곡을 보냈다. 낭의 부모도 또한 옷
한 벌을 보냈으며 수많은 낭의 무리들도 조 일천 석을 거두어 보내주었다.”16)고 하는 원조가
이루어지는 점도 효의 실천 주체가 여성이었기에 가능한 일의 하나로 보아진다. 이런 점이 작
품 발생 당시의 사회에 퍼져있었던 성별 구별의식의 견고성이 작품 내용에 미친 영향이다. 이
와 같은 점은 다른 작품에서도 일정하게 나타난다.
바)에서도 이승에서 효도를 받지 못하고 죽은 어머니는 개로 변하여 자식에게 찾아오는데
비천한 동물로 변하는 존재는 여성으로 설정된다. 찾아온 어머니는 아들의 집에서는 죽을 위
기를 겪고 쫓겨나지만 딸의 집에서는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위로를 받으면서 보살핌을 받
는다. 딸과 아들은 찾아온 개를 어머니로 알지 못한 처지이지만 개를 대하는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딸은 따뜻하게 아들은 공격적으로 대한다. 개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는 어머니 대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역할 분할이 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아진
다. 사회에서 늙어 병이 든 부모를 직접 챙기면서 가정의 자잘한 일을 살피고 해나가며 부모
를 보살피는 존재는 딸인 반면에 집안의 주요의사를 결정하고 집밖에서 집안을 대표하는 일을
하는 존재는 아들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가정 내와 외로 나누어져 성적 역할에 따라 사회
적으로 담당해야 할 일을 엄격하게 구분하던 경향은 효행에서 성적 역할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한 셈이다. 작품 뒷부분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소원하던 전국의 어디에도 돌아다
니지 못한 아쉬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어머니를 업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일은 아들이 떠맡
는 것으로 그려내는 것도 이런 사회적 성 분할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아진다.
사)에서도 아들이 가정 밖의 일에 행동을 주도하여 실행하면서 효행에 대한 발언을 나서서
하기도 한다. 만약 여자가 이런 발언을 한다면 이가 사회에서 인정될 수 없거나 문제를 일으
킬 여지도 있다. 어머니가 죽은 남편에 대해 정조를 지키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행
동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아들들의 다리 놓기는 딸이었다면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
다. 하지만 작품에서 효행을 실천하는 주체는 남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 통제나 규율에
서 여성보다 좀 더 자유로운 처지에서 나름의 판단에 따라 어머니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행
동에 나설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들의 행동은 효와 효가 아닌 것의 경계에 해당하여
사회적 담론의 흐름을 주도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중요문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제기해야 한다는 의지가 작품에는 작용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작품은 효행의 기준이 불변하는 것이냐 변화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제시한다. 효행은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 유동적인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효행에 대한 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한 번 정한 원칙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고정성도 강하게 지닌다. 이와 같은 변화와 불변에 경계를 어디에 두어
효행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효행이냐 효행이 아니냐에 대한 경계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점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여 그것을 이야기로 구성
해 놓는데 사)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경주 효행설화에는 효를 사회에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딪혔던 문제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효행의 결과로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고 인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그려내고 이곳에
민중의 기대나 희망 등을 담아낸다. 효행은 행위를 거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순서
16) 일연, 「빈녀양모」, 앞의 책, 402쪽. “郎聞之潛然, 送穀一百斛, 郎之二親亦送衣袴一襲, 郎之千徒, 斂
租一千石遣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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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닌다. 왜냐하면 효행은 과정은 어렵고 결과는 과정의 어려움을
보상해야 한다는 희망을 보여주어야 널리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효행의 어려움을 극복하
는 과정을 민중은 사회 현실의 문제를 그려내고 형상화하는데 활용한다면 효행의 결과에는 효
행의 실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서 효행이 어떤 식의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지를 투영해야 하
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효행의 결과 지점에 투영되어 있는 민중의 희망을 존중하고 따른 것
으로 볼 수 있는 증거이다.
경주 효행설화에는 효행의 결과가 왕에 의해 현실의 고난을 해결해 줌으로써 실현된다는 식
의 결말을 보이는 작품이 많다. 이것은 경주민에게 효행이 어찌 되었던 현실의 문제이면서 인
간 삶의 현재성이 중시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중요성을 지닌다. 그들에게 효
행 결과에 대해 왕이 보상하는 것이 뒤따라 와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효행 고난의 해결책이
최대한도로 주어진 현실에서 찾아져야 하고 사회 체제의 용인을 받는 범위 내에서 고안되어야
한다는 의도를 작품에 투영한 결과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만약 사회 체제 내에서의 효행
구현 조건이 마련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졌다면 효행설화에서 효행의 결과는 초월적 존재에
의해 해결되거나 기이한 존재가 나타나서 해결책을 그냥 제시해 버리는 결과를 맺는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경주 효행설화에서는 초월적인 존재나 기이한 해결책으로 인해 효
행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그리는 작품은 한 편도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경주 효행설화는
효행의 구현조건을 현실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이 경주 효행설화에서 효행의 결과를 현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는 의식을 보이는 작품의 세계를 형성하게 했고 그런 작품을 주축이 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했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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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자어 축국(蹴鞠)이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도 중국은 축
구의 원류가 자기들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로서 두가지 기원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는 황제(黃帝, 중국 화하족의 조상) 기원설이다. 황제가 치우(蚩尤)과 격전을 치르고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여 치우의 위를 털로 채워 공으로 만든 후 사람들에게 놀게 했다는 전설이
있다. 둘째는 전국시대 기원설이다. 전국시대 제나라에서 축국이 매우 성행했고 민간에서 오
락으로 삼고 있었다는 기록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정확한 기원은 오리무중이지만 확실한 것
은 한나라 때에 이르면 축국이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궁정의 귀족들 사이에서도 유행했다는 사
실이다.
한편 한나라를 세운 유방(劉邦, B.C.256-B.C.195)은 아버지를 위해 투계(鬪鷄)와 축국을 하
기 위한 성을 쌓았다는 기록도 있다. 궁궐의 따분한 생활에 우울해진 아버지를 달래기 위해
고향을 본딴 성을 쌓고 고향사람들을 이주시켜 축국 등을 하게 하여 소일거리로 삼았다는 것
이다. 이러한 일화들은 한대에 이르면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축국이 성행했었음을 알려
준다.
이 축국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유희이기도 하다. 바로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은 김유신
과 김춘추의 만남이 있게 한 계기로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모두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
다. 여기서 등장하는 축국은 대개 한국 축구(蹴毬)의 기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연구서와
교양서, 사전 등에서도 우리나라 축구의 원류를 삼국시대의 축국으로 삼고 있다. 현대 한국인
이 축국을 매우 좋아하는 것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삼국유사』나 『삼국사
기』의 기록만으로는 당시 축국의 연행 모습이나 구체적인 경기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대 한반도에 관련된 문헌들 중 蹴鞠에 관계된 사료를 통해 당시 축국의 연
행양상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고대 일본에서도 성행했던 축국을 살펴보고 두 놀이를
비교 고찰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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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국시대의 蹴鞠
1) 고구려의 축국
고구려인들이 축국에 매우 능했다는 기록은 『舊唐書』, 『新唐書』 등 중국의 사서들에서도 전
하고 있다.
衣裳服飾, 唯王五綵, 以白羅爲冠, 白皮小帶, 其冠及帶, 咸以金飾. 官之貴者, 則靑羅爲冠,
次以緋羅, 揷二鳥羽, 及金銀爲飾, 衫筒袖, 袴大口, 白韋帶, 黃韋履. 國人衣褐戴弁, 婦人首
加巾幗. 好圍棊投壺之戲, 人能蹴鞠. 食用籩豆·簠簋·罇俎·罍洗, 頗有箕子之遺風.(밑줄필자)
-『舊唐書』 東夷列傳 高句麗條
王服五采, 以白羅製冠, 革帶皆金釦. 大臣靑羅冠, 次絳羅, 珥兩鳥羽, 金銀雜釦, 衫筩袖, 袴
大口, 白韋帶, 黃革履. 庶人衣褐, 戴弁. 女子首巾幗. 俗喜弈·投壺·蹴鞠. 食用籩·豆·簠·簋·罍·
洗. 居依山谷, 以草茨屋, 惟王宮·官府·佛廬以瓦. 窶民盛冬作長坑, 煴火以取煖.(밑줄필자)
-『新唐書』 東夷列傳 高句麗條
두 사료에서는 공통적으로 고구려사람들이 투호(投壺)와 축국을 잘한다고 적고 있다. 투호는
화살 꽂기를 말하며 축국은 발로 공을 차며 노는 것을 말한다. 투호와 축국 모두 군에서 유행
할만한 종목들이다. 투호를 잘하는 것은 활을 잘 다루는 것으로, 축국에 능한 것은 힘겨루기
를 잘하고 몸싸움이나 조직력이 좋은 것으로 이해된다. 아마도 고구려는 긴 국경을 지키기 위
해 많은 수의 군대가 필요했을 터이며 강한 군대 육성에 힘을 쏟았을 것이다. 필시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축국이 성행하고 사람들이 친숙하게 여긴 것이리라.
고구려사람들이 축국을 잘 한 것은 놀이와 무예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격렬한 승부
놀이를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정신을 수양하는 것이다. 축국을 하다 보면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는데, 김유신과 김춘추가 축국을 하다가 옷고름을 찢은 것도 바로 축국이 갖고 있는 격
렬한 승부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의 많은 궁정잡기들과 체육종목들은 위진남북조 시대에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는데,
고구려는 이 중원의 여러 나라들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으면서 그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
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산악백희(散樂百戱) 장면들은 고구려가 중국의 여러
나라들과 단순한 대립관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 각저총과 장천1호분에는 백희기악도(百戱伎樂圖)가 그려져 있고, 안악3호
분과 무용총에는 수박희(手搏, 씨름)가 전하고 있다. 또한 서역에서 전해진 금(琴)과 완함, 퉁
소의 모습과 서역인 무용수의 모습이 보이고, 각종 기록에는 강국(康國, 우즈베키스탄 사마르
칸트)에서 전해진 호선무(胡旋舞)와 안국(安國,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에서 전해진 가지서(歌芝
栖) 등의 가무가 성행했다고 전하고 있다. 고구려의 악(樂)은 다시 수나라, 당나라, 일본 등에
전해져 매우 유행했다. 고구려는 중국의 제 왕조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겪으면서도 문화적으로
개방적인 자세를 취했으며, 축국도 바로 그런 흐름 속에서 유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축국이 묘사된 장면을 찾을 수 없다. 축국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되지 않은 까닭에 대해서는 여러 면으로 가정을 해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고분벽화에
그려진 연희장면들은 공연예술로서 인정받은 기예들이 위주가 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
다. 당시 축국은 군대나 민간에서 체력단련을 위해 연행한 일종의 놀이이자 훈련에 해당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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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분벽화 속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일까.
2) 백제의 축국
백제인들의 생활을 전하는 기록 중 축국에 관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백제인들은 축국 대
신 농주(弄珠)에 능했다고 한다. 『북사(北史)』와 『수서(隋書)』 등에는 백제인의 오락으로 공통
적으로 투호와 농주(농주지희)를 꼽고 있다.
兵有弓箭刀矟. 俗重騎射, 兼愛墳史, 而秀異者頗解屬文, 能吏事. 又知醫藥·蓍龜, 與相術·陰
陽五行法. 有僧尼, 多寺塔, 而無道士. 有鼓角·箜篌·箏竽·箎笛之樂, 投壺·摴蒲·弄珠·握槊等雜
戲. 尤尙奕棊. 行宋元嘉曆, 以建寅月爲歲首. 賦稅以布·絹·絲·麻及米等, 量歲豐儉, 差等輸
之.
-『北史』 列傳 百濟條
其衣服與高麗略同. 婦人不加粉黛, 女辮髮垂後, 已出嫁則分爲兩道, 盤於頭上. 俗尙騎射, 讀
書史, 能吏事, 亦知醫藥·蓍龜·占相之術. 以兩手據地爲敬. 有僧尼, 多寺塔. 有鼓角·箜篌·箏·
竽·箎·笛之樂, 投壺·圍棋·樗蒲·握槊·弄珠之戱. 行宋元嘉曆, 以建寅月爲歲首.
-『隋書』 東夷列傳 百濟條
농주(弄珠)란 말 그래도 ‘둥근 것을 놀린다’는 뜻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이 농주가 방울받
기라는 연희의 기원이거나 우리말의 한자어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사한 용어는 농환
(弄丸), 금환(金丸), 보기(寶伎) 등이 있다. 현재의 연행형태를 놓고 비교하자면 축국과 농주는
각각 축구와 방울받기의 기원이 되므로 이 둘은 닮은 점이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바로 『삼국유사』에 실린 일연 스님의 주(注) “羅人謂蹴鞠
爲弄珠之戱”이다. 주의 내용은 ‘신라인들은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축국이라고 부른다’라는
뜻이다. 즉 일연이 살았던 고려 후반에는 공을 갖고 노는 것을 농주(弄珠)라고 부르고 있었고,
이 농주를 신라사람들은 축국이라고 부른다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고
려 후반에는 축국과 농주(弄珠之戱)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니면
일연이 축국과 농주(농주지희)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백제인들이 능했다던 농주는
축국과 어떻게 다른 유희였던 걸까. 유사한 놀이였다면 『구당서』와 『신당서』 , 『북사(北史)』와
『수서(隋書)』 에서는 왜 다른 명칭과 호칭을 사용해 둘을 구별하고 있었을까. 의문점이 끊이지
않는 대목이다.
삼국시대 축국이나 농주의 연행양상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단언은 어렵지만, 필
자가 추정컨대 신라인 및 고구려인들이 즐겼던 축국과 백제인들이 능했던 농주는 분명 차이가
있는 종목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위 기록들에는 공통적으로 삼국시대 사람들이 ‘투호’를 즐
겼다고 적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투호라는 용어에는 변함이 없고 축국과 농주를 따로
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명 축국과 농주는 명칭이 다른 만큼 연행방식도 다른 놀이였을 것
이다. 적어도 삼국시대에는 다른 놀이로 연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신라의 축국
김유신과 김춘추의 축국 장면에 대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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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文姬之姊寳姬夢登西岳捨溺㳽滿亰城. 旦與妹說夢文姬聞之謂曰, “我買此夢.” 姊曰 “與何
物乎”, 曰 “鬻錦裙可乎”, 姊曰諾. 妹開襟受之, 姊曰 “疇昔之夢傳付於汝.” 姝以錦裙酬之.
後旬日庾信與春秋公正月午忌日(見上射琴匣事, 乃崔致逺之說). 蹴鞠于庾信宅前(羅人謂蹴鞠
爲弄珠之戱). 故踏春秋之裙裂其襟紐, 請曰 “入吾家縫之”, 公從之. 庾信命阿海奉針, 海曰
“豈以細事軽近貴公子子” 因辭 古本云因病不進.. 乃命阿之. 公知庾信之意遂幸之, 自後數數
來徃. 庾信知其有娠乃嘖之曰, “爾不告父母而有娠何也”, 乃宣言於國中欲焚其妹. 一日俟善
徳王遊幸南山積薪於庭中焚火烟起. 王望之問 “何烟”, 左右奏曰 “殆庾信之焚姝也.” 王問其
故, 曰 “爲其妹無夫有娠.” 王曰 “是誰所爲”, 時公昵侍在前顔色大變. 王曰 “是汝所爲也速
徃救之.” 公受命馳馬傳宣沮之, 自後現行婚禮.
-『三國遺事』 紀異 권1 太宗春秋公條
文武王立. 諱法敏, 太宗王之元子. 母金氏文明王后, 蘇判舒玄之季女, 庾信之妹也. 其妹夢登
西兄山頂, 坐旋流徧國内. 覺與季言夢, 季戲曰, “予願買兄此夢.” 因與錦裙爲直. 後數日, 庾
信與春秋公蹴鞠, 因踐落春秋衣紐. 庾信曰, “吾家辛近, 請徃綴紐.” 因與俱徃宅. 置酒, 從容
喚寶姬, 特針線來縫. 其姊有故不進, 其季進前縫綴. 淡糚輕服, 光艶炤人. 春秋見而恱之, 乃
請婚成禮. 則有娠生男, 是謂法敏. 妃慈儀王后, 波珍湌善品之女也. 法敏姿表英特, 聦明多智
略. 永徽初如唐, 髙宗授以大府卿. 太宗元年以波珍湌為兵部令, 尋封為太子. 顕慶五年, 太宗
與唐将蘇定方平百濟, 法敏從之, 有大功. 至是即位.
-『三國史記』 新羅本紀 권6 文武王 1년
위 밑줄친 기사에서 보듯 『삼국사기』에서는 보희와 문희의 꿈 사고팔기가 끝난 ‘며칠 뒤’ 라
고만 되어 있지만 『삼국유사』에서는 정확히 ‘10일 뒤’라고 명시했다. 게다가 그날이 마침 오
기일(까마귀 삼간날)이라고 명시하고 그날의 연유에 대해서도 ‘사금갑조’를 참조하라고 한다.
이 사금갑조는 신라 비처왕(毘處王) 때 거문고 갑에서 사통하던 궁주와 분향 수도 승려를 화
살로 쏘아 발견하는 일이 있었는데 앞날의 일을 까마귀, 쥐, 돼지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후
부터는 정월 첫돼지날, 첫쥐날, 첫말날에는 모든 일을 삼가고 조심히 했다는 내용이다.1) 특히
대보름날은 까마귀 삼간날로 삼아 찰밥을 지어 제사를 지내는데 민간에서는 이를 두고 달도
(怛忉)라고 하며 고려 후기까지 그 풍속이 이어져오고 있다는 설명을 달았다.
신라 시대의 세시 중에 정월 대보름은 오기일(烏忌日)이라고 하며 찰밥을 지어 제사하고 모
든 일을 삼가고 조심스러워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그러날 유신과 춘추의 집앞에서 축국을 하고
있었다. 근신하고 삼가는 모습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이날은 즐거운 경사일이 아니라 정월 초
에 해당하는 날들로서 한 해의 시작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때인데도 귀족의 자제
들이 집 앞에서 축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선행연구들에선 이에 대
한 언급이 거의 없다. 민속학적 연구를 보더라도 주로 꿈 사고팔기 행위에 초점을 맞추거나
춘추가 유신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 혹은 문희와의 만남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
연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고려 후기까지는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날(오기일)까지는 조심하고
백사를 금하고 있었고, 민간에서도 이때를 달도라고 부르며 슬퍼하고 있었다는데, 유신과 춘
추 귀족 자제들이 격한 운동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1) 사금갑조 이야기는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대보름에 이르기까지 한 해를 시작하는 처음을 모두 삼가고
조심하게 보낸다는 뜻을 갖게 된 기원설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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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세시가 거의 끝나가는 오기일 즉 대보름날에 잠시 모여 겨울의 추위를 잊는 운동을
하자고 한 것은 아닐까. 어디 멀리 나가지 못하고 유신의 집 앞에서 잠깐 땀을 내려고 시작한
축국이었으나 격한 몸싸움과 승부욕 탓에 춘추의 옷고름이 터졌고 유신의 집에 들렀다가 문희
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과정이 사서에 드러나 있다.
특히 『삼국유사』에서는 유신이 일부러 춘추의 옷고름을 찢어서 기회를 만들었다거나, 문희
를 혼내는 과정을 온 나라에 말을 퍼뜨렸다고 하는 등 일련의 만남과 사건들이 계획적이었다
고 서술하고 있다. 김유신의 의도는 본고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므로 논하지 않겠으나, 유신과
춘추 등 젊은 귀족 자제들이 삼가야 할 날에 밖에서 격한 경기를 하다 옷고름을 망가뜨린 일
은 딱히 잘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급
히 봉합하려고 한 것이 두 집안의 인연을 만드는 계기가 되고 이후 삼국통일에 이르기까지 원
대한 여정을 함께 하게 된 우연하고도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2)
3. 일본 헤이안시대의 蹴鞠
일본의 蹴鞠은 정확한 전래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나라시대(710-794)에 들어서면서 귀족 남

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한 놀이가 되었다. 가마쿠라 초기 문헌인 『古今著聞集』 권11 蹴鞠
제17에 보면, 蹴鞠이라는 놀이(逸遊)가 문무천황 대보 원년(701)에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蹴鞠の逸遊は、前庭の壮観なり。文武天皇の大宝元年にこの興始まりけるとかや。白沙の
上、緑樹の景、二六対陳し、殿翼相当す。感興尽し難きものなり。
『古今著聞集』巻第十一・蹴鞠第十七
이 기록에 따르면 일본 축국의 역사를 7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두 팀으로 나누어
경기하는데, 한 팀이 6명부터 이루어진다는 기술이 보인다. 아마도 당나라 때의 축국을 수용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축국에 관한 기록이 종종 헤이안시대 귀족들의 일기에서 등장하게 된다. 일례로 후지와라노
사네스케(藤原実資, 957～1045)의 『小右記』 寬和2년(985) 2월 戊子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
이 보인다.
此間有蹴鞠事、左大将、左衛門督、源中納言、両三位、藤宰相、余及殿上侍臣等、蹴鞠事及
黄昏。
『小右記』の寛和二（985）年二月戊子条
위 내용을 해석하면, 사다이쇼(左大将)、사에몬노카미(左衛門督)、겐추나곤(源中納言)、도사이
쇼(藤宰相), 덴죠지신(殿上侍臣) 등의 공경들이 궁중에서 저녁 무렵까지 축국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알 수 있다.
귀족들이 축국을 즐기는 모습은 문학작품에서도 찾을 수 있다. 『源氏物語』를 보면 ｢若菜上巻
｣ 편에 공경들의 축국 장면이 등장한다. 3월의 화창한 봄날, 히카루 겐지(光源氏)는 유기리(夕
霧) 대장이 육조원(六条院) 동북쪽 하나치루사토(花散里)의 저택에서 ‘공차기를 시키고 구경하
2) 신근영, 「『삼국유사』 축국(蹴鞠) 고찰」, 『삼국유사의 세계』, 세창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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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다(鞠もてあそばして見たまふ)’는 이야기를 듣는다. 겐지는 공차기에 대해, ‘그건 소란한 놀
이이지, 그런데 기량이 뛰어난 사람은 눈에 뛰는 법이지.(亂れがはしきことの、さすがに目さめ
てかどかどしきぞかし)’라고 평하면서 자신이 거처하는 동남쪽 침전으로 와서 놀도록 연락한
다. 겐지의 지시는 단순히 공차기 장소를 옮긴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이야기 전개와 인간
관계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육조원에서의 공차기는 가시와기(柏木)와 온나산
노미야(女三宮)가 밀통을 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 가오루(薰)가 『源氏物語』 제3부의 주인
공이 되는 먼 동인이 되었다.3)
귀족 남성들의 축국 장면은 당시 축국의 위상을 짐작케 해줄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끌고 가
는 주요한 모티프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축국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체력과 기량을 기
를 수 있는 중요한 체력활동이었던 것이다.
헤이안 시대의 축국 양상은 헤이안말기에 그려진 『年中行事絵巻』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年中行事絵巻』은 고시라카와 법황(後白河法皇, 1127-1192)의 칙령으로 만들어졌는
데, 당시 궁중이나 공가(公家)의 세시풍속(年中行事)을 그린 두루말이 그림(大絵巻物)이다.

『年中行事絵巻』 권3 축국 장면
『年中行事絵巻』 권3에 축국에 몰두하고 있는 공경들이 그려져 있다. 그림 좌측에 만개한 벚
꽃을 보고 있는 여성을 보면, 이때 축국을 하는 계절은 봄이고 淸明 전후일 것으로 보인다.
그림 중앙에 나무들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바로 ‘가카리(懸り)’ 즉 축국 경기장이다. 가카리
는 정원에 흰모래를 깔고 사방에 소나무(서북), 벚나무(북동), 버드나무(동남), 단풍나무(남서)를
심었다고 한다. 가카리의 존재를 통해 축국 경기장의 구별이 되고, 공을 차올리는 높이의 기
준치가 되기도 한다. 한편 동서남북에 서로다른 나무를 심어 사계절의 순환을 상기시키는 것
으로도 보인다.
축국을 하는 인원은 8명인데, 심판 역할이 3명인데 모두 오른손에 히오기(부채)를 들고 있다.
그림에 그려진 인물들을 살펴보면, 평상복(冠直衣姿)차림 및 가리기누(狩衣姿)차림의 공경들과
승관이 보인다.
이 옷차림에 볼 때 축국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남성 귀족과 승관(僧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복이 다양하고 구경꾼이 없다는 점에서, 축국이 미리 예정된 것은 아님도 엿볼 수 있다. 이
점은 헤이안시대 말기 축국이 귀족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연행되고 있었으며, 장소․용구․인수의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림에 그려진 귀족들과 승관의 바지 아래를 보면 모두들 나막신(浅沓)을 신고 있는데, 그림
오른쪽에는 어린아이가 평상복 차림의 남성에게 나막신 끈을 고쳐주고 있는 장면도 묘사되어
있다. 다른 귀족들 역시 나막신을 끈으로 확실히 발에 고정시켜 놓은 것도 확인할 수 있다.
3) 김종덕, 「平安時代文學에 나타난 오락과 놀이문화 연구」, 『일어일문학연구』71-2, 한국일어일문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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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차는 데 나막신을 신은 점, 가카리로 쳐진 나무 높이를 감안하면 공이 꽤 높이 그려져
있는 점 등에서 저때의 공이 가벼웠을 거라는 추측도 할 수 있다. 묘사된 인물의 움직임들이
당시 축국이 거칠게 유의하는 것은 아니었음도 짐작이 가능하다. 한편 나무들 가운데 높이 그
려져 있는 공은 완전히 구형은 아니고, 중앙에 주름이 있다. 재질이 무엇인지는 정확치 않으
나, 가마쿠라시대의 축국은 가죽으로 만들고 속이 비어있음을 감안하면 헤이안시대에도 유사
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이다.
인물의 가벼운 움직임, 나막신 사용, 공의 높이, 골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축
국은 골을 목적으로 승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을 지면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높이 차고
다른 사람들이 차례로 우아하게 건네는 형식의 유희였다고 할 수 있겠다.
4. 결론
본 발표에서는 고대 문헌에 등장한 ‘축국’을 중심소재로 삼아 고대 한반도에서 연행된 축국
의 양상을 고찰하고, 아울러 일본 헤이안시대에 연행된 축국의 연행양상을 그림을 통해 살피
고자 하였다.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축국 기록은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알려주지는 못한다. 이에 본고
에서는 동시대 다른 문헌사료에 기록된 자료들을 살펴보고, 특히 일본 고대 헤이안시대 귀족
(공경)들이 연행한 축국 장면에 착목하여. 한반도의 축국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
고자 하였다. 다만 두 나라의 축국 양상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깊이있는 분석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았다. 이 부분은 보다 많은 자료의 확보하고, 양국의 연구성과들을 참고
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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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헤이안 문학을 통해 본 가릉빈가의 표상
이부용(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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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며

1. 들어가며
가릉빈가(迦陵頻伽)란

불교

경전에

나오는

극락에

사는

새를

지칭하는

칼라빈카(

Kalavinka)를 한자로 음차한 말이다. 머리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몸은 새의 모습을 하고 있
다. 도쿄국립박물관(東京国立博物館)의 오구라(小倉) 컬렉션에 소장된 ‘가릉빈가상(迦陵頻伽
像)’1)은 동궁 월지 출토품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신라시대에도 가릉빈가의 향유가 있었을 가능
성을 보여준다. 일본 헤이안 시대(794~1192) 문학작품 속에는 연회 장면에서 가릉빈가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가릉빈가는 극락에 사는 새로 그 목소리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음악과 무용에 대
한 상상력을 증폭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2. 청해파 음영(吟詠)의 가릉빈가
『겐지 이야기(源氏物語)』 제7권「모미지노가(紅葉賀: 단풍연회)」의 모두(冒頭) 부분에는 스자
쿠인에서의 시악(試樂) 때에 겐지와 두중장이 청해파를 함께 추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스자쿠인으로 거둥하시는 날은 사월 열흘 지나서이다. 이번 연회는 보통 때와 달리 정취가 깊을 듯
여겨지기에, 여러 후궁분들께서는 직접 보지 못하시는 것을 아쉽게 여기신다. 주상께서도 후지쓰보
가 보지 못하시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기에, 청량전 앞마당에서 시악(試樂)을 열도록 하신다.
겐지 중장께서는 청해파에 맞춰 춤을 추셨다. 상대는 좌대신 가의 두중장이다. 용모와 태도가 보
통 사람과는 다른데도 겐지 님과 나란히 서니 역시 꽃 옆에 있는 깊은 산속 나무와 같다. 서쪽으로
지는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데, 아악 소리가 더욱더 높아지고 흥이 한창일 때 같은 춤인데도 겐지
님의 발놀림과 표정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영(詠) 등을 하시는 목소리는 이거야말로
부처님 나라의 가릉빈가의 소리인 듯 들린다. 흥겹고 감동적이라, 천황께서는 눈물을 닦으시고 공경

1) [列品番号: TC-700, 形状: 像高17.0, 出土: 慶尚北道慶州郡安岩里出土(伝), 時代: 統一新羅時代＿8c]
(https://webarchives.tnm.jp/imgsearch/show/E004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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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친왕들도 모두 눈문을 흘리셨다. 영을 마치고 소매를 고쳐 펄럭이시니, 기다렸다는 듯 요란스러
운 음악 소리에 겐지 님의 얼굴색은 더한층 빼어나 보통 때보다도 빛나 보이신다.2)

朱雀院の行幸は神無月の十日あまりなり。世の常ならずおもしろかるべきたびのことなりければ、御
方々物見たまはぬことを口惜しがりたまふ。上も、藤壷の見たまはざらむをあかず思さるれば、試樂を
御前にてせさせたまふ。
源氏の中将は、青海波をぞ舞ひたまひける。片手には大殿の頭中将、容貌用意人にはことなるを、
立ち並びては、なほ花のかたはらの深山木なり。入り方の日影さやかにさしたるに、樂の声まさり、も
ののおもしろきほどに、同じ舞の足踏面持、世に見えぬさまなり。詠などしたまへるは、これや仏の御
迦陵頻伽の声ならむと聞こゆ。おもしろくあはれなるに、帝涙をのごひたまひ、上達部親王たちもみな
泣きたまひぬ。詠はてて袖うちなほしたまへるに、待ちとりたる樂のにぎははしきに、顔の色あひまさ
りて、常よりも光ると見えたまふ。春宮の女御、かくめでたきにつけても、ただならず思して、「神な
ど空にめでつべき容貌かな。うたてゆゆし」とのたまふを、若き女房などは、心憂しと耳とどめけり。
藤壷は、おほけなき心のなからましかば、ましてめでたく見えましと思すに、夢の心地なむしたまひけ
る。(紅葉賀①311)

영(詠)이란 무악 도중에 한시를 읊는 것인데 청해파 춤을 추면서 영을 읊는 겐지의 목소리
가 가릉빈가의 울음소리처럼 아름답다고 비유된다. 청해파의 영은 헤이안 시대의 한문학자 오
노 다카무라가 지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오언절구의 한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桂殿迎初歲 桐棲媚早年（桂殿初歲を迎へ 桐棲早年に媚ぶ）
煎花梅樹下 蝶燕盡梁邊（花を煎る梅樹の下 蝶燕盡梁の邊）

한시에는 꽃을 배경으로 하여 나비와 제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이는 청해파의 움직임에
상상력을 더해주는 한시이다.
3. 법회 공양의식의 가릉빈가
다음은 『에이가 모노가타리(栄花物語)』 모토노시즈쿠(もとのしづく: 본래의 물방울)권이다.
이 장면은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의 아내 린시(倫子)가 사이호쿠인(西北院)을 세웠을 때
의 내용으로 공양을 위한 법회가 열린 부분이다.
의상이 꽤 무거운 듯 옷을 끌며 춤추듯 걸어간다. 머리에는 꽃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는 연지와 곤
지를 바른 것 같다. 아련하고도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이 작은 지장보살의 모습이 이러하실까 싶고,
또한 아마가쓰(天兒) 인형 따위가 말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도 보인다. 또 동자승들이 빙빙 돌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였다. 여러 명의 아련하고 귀여운 목소리가 어리고 여리고 아름답게 들리니
가릉빈가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릴까 싶다. 이를 흔히 있는 일로 소홀히 생각해서 따님들에게 들려
주지 않고 끝내버리는 것이 미치나가(道長)도 린시(倫子)님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신다. 상달부(上
達部), 전방(殿方), 전상인(殿上人)들도 “아직까지 이렇게 훌륭한 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범상치 않
게 아름답습니다”라고 말씀을 올린다.
衣にひかれて歩き舞ふほど、いとよだけげなり。頭には花を塗り、顔には紅、白い物をつけたらんやう
なり。あはれにうつくしう尊きさま、小さき地蔵菩薩はかくやおはすらんと見え、また天児などのもの
言ひて動くとも見ゆ。また稚児どもの廻するとも見えたり。さまざまあはれにらうたき声どもの、ひ若

2) 이미숙 주해 『겐지 모노가타리』1,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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く細くうつくしげに聞かまほしきこと、迦陵頻伽の声もかくやと聞えたり。これをおろかに思ひて、
宮々に聞えさせずなりにけることを、殿の御前にも上の御方にも、かへすがへす口惜しがらせたまふ。
上達部、殿ばら、殿上人、「まだかく尊きことなん見たまへざりつる。めづらしくうつくしきこと」と聞
えたまふ。（もとのしづく②251）

많은 청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자승들이 법당(法堂)을 돌며 염불을 외운다. 아름다운 동
자승들의 모습은 지장보살이나 아마가쓰(天児) 인형처럼 보이며, 그 목소리는 가릉빈가와 같다
는 묘사이다. 여기서도 가릉빈가는 그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온가쿠(おむがく:음악)」권에도 홋쇼지(法成寺) 금당 공양의 무악 공연 때 가릉빈가의
목소리가 언급된다.
무대 위에서 여러 보살춤 등이 있는 만큼 여러 차례 공연되고 또한 아동들의 나비춤, 새 춤 등이
오로지 극락 역시 이런 곳일까라고 생각되는데 그 외에는 비유할 것이 없다고 보고 있을 때에 정말
극락이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멋스러웠다. 공작, 앵무, 원앙, 가릉빈가 등이 보였다. 이것은
모두 불법의 소리이다. 혹은 정토(淨土)의 천인, 성중(聖衆)이

기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음영하는 것

처럼 들린다. 향산(香山)의 대수(大樹) 긴나라(緊那羅)가 유리로 만든 금(琴)처럼 관현가무의 곡에는
법성진여(法性真如)의 도리를 켜는 것처럼 들렸다.
舞台の上にて、さまざまの菩薩の舞ども数を尽し、また童べの蝶、鳥の舞ども、ただ極楽もかくこそは
と、思ひやりよそへられて見るほどぞ、いと思ひやられて、そのゆゑいとどめでたき。孔雀、鸚鵡、鴛
鴦、迦陵頻伽など見えたり。楽所の物の音どもいといみじくおもしろし。これみな法の声なり。あるひ
は天人、聖衆の伎楽歌詠するかと聞ゆ。香山大樹緊那羅の瑠璃の琴になずらへて、管弦歌舞の曲に
は、法性真如のことわりを調ぶと聞ゆ。(おむがく②282)

여기서는 아동들이 무악을 공연할 때의 의상으로 나비와 새(공작, 앵무, 원앙, 가릉빈가)가
언급된다.
『사고로모 이야기(狭衣物語)』에서도 법화만다라 공양 때에 가릉빈가의 목소리가 언급된다.
공양이 끝나는 날은 13일이니 달빛도 구석없이 밝게 비추었다. 도솔천까지라도 쉽게 올라갈 것 같
다. 사가(嵯峨) 들판의 꽃들은 시절이 점점 지나 여랑화도 색이 바래고, 참억새의 줄기도 하얗게 변
해가고 허전하게 흔들리는데 이슬이 무겁게 반짝거리며 놓여 있는 것이 여의주 구슬처럼 보인다.
풀벌레 울음 여러 개가 섞이는 것도 참회의 수법과 아미타경의 독송소리에 더해지니 공작, 앵무, 가
릉빈가의 목소리에 못지않게 존귀하고 아련하게 들린다.
果ての日、十三日なれば、月の光さへ隈なくて、兜率天までも、易く昇りぬべかめり。嵯峨野の花、
やうやう過ぎて、女郎花色変り、尾花の袖も白みわたりつつ、心細げにうちなびきたるに、露は重げに
きらきらと置きわたしたるは、如意宝珠といふ玉かと見ゆ。虫の声々、さまざま鳴き合ひたるも、懺
法、阿弥陀経にうち添ひ、孔雀、鸚鵡、迦陵頻伽の声に劣らずやと、尊く、あはれに聞こゆ。(下③
172)

위 장면은 사가인(嵯峨院)의 법화만다라 공양으로 독송소리의 아름다움이 공작, 앵무, 가릉
빈가의 울음소리에 비유되고 있다.
4. 수연과 회복의 연회의 가릉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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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와즈가타리(とはずがたり)』에서 병에 걸린 오미야인(大宮院)이 조금 회복되었을
때 하는 말이다.
“노인이 듣기 싫은 말 좀 합시다. 나는 혼탁한 이 세상의 말세에 태어난 슬픔은 있지만 황송하게도
황후의 위치에 올라가 두 상황의 모친으로 2대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연령이 이미 예순을 넘고 여
한이 없습니다. 다만 구품(九品) 이상은 상품상생(上品上生)을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음악은 상품
연화대에서 맞이하는 새벽이 그럴까 싶고 오늘의 목소리는 가릉빈가의 목소리도 이것에는 못 미치
겠다고 생각됩니다. 같으면 이마요(今様) 한 곡조를 듣고 한 번 더 술을 마십시다” 라고 하시며 신
인(新院)도 발 안 쪽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다.
「老いのあやにく申しはべらむ。我濁世、末の代に生れたるは悲しみなりといへども、かたじけなく后
妃の位に備はりて、両上皇の父母として、二代の国母たり。齢すでに六旬に余り、この世に残る所な
し。ただ九品の上なき位を望むばかりたるに、今宵の御楽は上品蓮台の暁の楽もかくやとおぼえ、今
の御声は迦陵頻伽の御声もこれには過ぎはべらじと思ふに、同じくは今様を一返うけたまはりて、今
一度きこしめすべし」と申されて、新院をも内へ申さる。(③375~376)

이 작품에서 가릉빈가는 어머니 황후가 두 아들 천황이 부른 당시의 가요 이마요를 비유하
는 표현으로 쓰였다.
5. 나가며
불교경전에서 극락정토에 사는 새로 묘사된 가릉빈가는 일본에서 무곡으로 만들어져 여러
연회에서 그 춤이 공연되었다. 문학작품 속의 가릉빈가는 그 목소리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룬
다. 일본문학 속에서 가릉빈가는 본래의 불교 경전의 묘사와 구별되는 새로운 문화적 표상을
획득해갔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源氏物語』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
『栄花物語』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
『狭衣物語』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
『とはずがたり』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
(발표당일 보충자료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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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다(飯田)인형극제의 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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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나가노현(長野県)의 시모이나(下伊那)지역의 이이다(飯田)1)인형극제가 올해로 41년째를 맞이
했다. 시(市)에서 20년 간 운영해왔으나 인형극 관계자와의 상이한 의견 차로 종료되었다가 ,
그 후 시민들에 의해 21년 째 운영되고 있다.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도 오랫동안 이이다 인형
극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나다니(伊那谷)의 지형적 특성과 역사적 맥락에서
전승과 유대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나다니(伊那谷) 지역의 현존하는 인형극단은 구로다닌교(黑田人形), 이마다닌교(今田人形),
와세다닌교(早稲田人形), 후루타닌교(古田人形) 4개이지만 사라진 인형극단도 상당수에 이른
다. 나가노 현(長野県) 내에서 확인되는 33개의 인형극단 가운데 28개가 이나다니 지역에 속
한다. 이 지역에 현존하는 가시라(首, 인형머리)가 800개 정도나 된다는 것은 이곳이 인형극의
집성지 임에는 틀림없다.
이나다니에서 초연된 닌교조루리(人形淨琉璃) 작품을 살펴보면, 닌교조루리는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형식의 조루리(淨琉璃)가 사미센(三味線)을 반주악기로 인형(人形)을 조정해야 하는
삼위일체가 결합된 공연형식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숙련된 전문성이 요구된다. 작품 제작과 유
치에 경제적 부담도 크다. 그럼에도 교토와 오사카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소도시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이나다니는 화지산업과 양잠산업으로 부유한 지역이었고, 또한 마을마다 강
(講)조직을 만들어 절이나 신사에서 봉납을 명목으로 예능을 상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 이이다의 어원은 "결합의 밭" 즉 공동 노동의 밭의 의미로부터 생겼다고 하며, 무엇인가 할 때 함께
임하는 "결"의 정신과 공민관 활동으로 대표되는 "배움의 토양"이 이 지역에는 옛 부터 뿌리내리고 있
어 세계에 통하는 지방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세계 도시"의 실현을 목표로 한 마을 만들기를 진
행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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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시대 문화의 중심지인 교토와 오사카 인형극이 이나다니 지방으로 퍼지게 된 것은 오사
카에서 나고야·도카이도(名古屋·東海道)의 하마마츠(浜松)·순부(駿府)지역의 인형조종자들
이 들어오게 되면서다. 이외에도 간세이(寛政)· 텐보(天保)의 연극 금지령으로 인해 지방으로
몰리된 것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이처럼 가미가타(上方) 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게 17
세기에 인형극을 수용하게 된다. 그 이후 18세기에 이르러 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농민을
중심으로 인형극이 확산되면서 오락성이 강해졌다.
이나다니의 초기전파에서 보이는 진자(神社)의 봉납인형극은, 특히 스와진자(諏訪神社)의
구로다닌교(黑田人形)로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구로다닌교가 인형극 마을의 거점이라
고 할 수 있다. 에도시대 가마가타(上方)의 닌교조루리가 지방으로 퍼져나가면서 다유(太夫)와
인형조정자들이 이나다니에서 어떻게 배출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올 해로 41년을 맞이한 인형극의 도시 이이다인형극제의 역사적 맥락은 에도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스와진자의 봉납 인형극에서부터 전파와 분포의 내력을 통해 현재 국제적 규모
의 이이다 인형극제의 역사적 유대의 의미를 확보하고자 한다.
본문은 이이다 인형극제의 전반적 구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스와진자의 구로다 인형극을
거점으로 살펴보고, 에도시대 닌교조루리가 이이다 지방으로 퍼지게 된 내력을 밝히는 것으
로, 유독 축제가 많은 일본에서 인형극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결속과 지역성에 미치는 기억
공유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이나다니(伊那谷)지역의 인형극단 유입과 분포
에도 시대에 나가노 현에는 33개의 인형극단이 있었다. 그리고 인형극단 가운데 29개의 인
형극단이 이나다니(伊那谷) 지역에 존재했다.2) 그리고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인형극단은 구
로다닌교(黑田人形), 이마다닌교(今田人形), 와세다닌교(早稲田人形), 후루타닌교(古田人形)이며
3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존하고 있는 인형극단들은 현재 지역 신사의 봉납을 위한
공연, 인형극보존협의회 주최의 합동발표회, 페스타( フェスタ, 페스티벌을 뜻함) 그리고 초중
등 학교에서 인형극 지도 등의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나다니 인형극이 처음 전해온 것은 1647년(天保４텐포), 시모조무라 요시오카(下条村吉
岡)에 나고야(名古屋)의 인형조작자 하바시타당배(幅下団兵衛)의 공연이었다. 공연 후 이이다
시 치요(飯田市千代)사람들이 스스로 인형극을 직접 조정해 보고 싶어했다.

이러한 그들의

욕구는 1688 겐로쿠 원년(元禄元年）경에 인형을 구입하게 되지만, 그들의 의도대로 직접 인
형을 조정하면서 공연하지 못했다. 그 이후 1704년 호에이 원년(宝永元年), 이마다(今田・飯
田市龍江)의 관능고(観音講)3) 사람들이 인형을 구입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구로다(黒田・
飯田市上郷)에서 쇼메이안(正命庵：절)의 유예(遊芸)에 능숙한 스님 마사타케신카이(正岳真海)
가 기다유(義太夫), 샤미센(三味線), 인형(人形), 등 유예(遊芸)를 구로다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고 전해지고 있다. 다른 지역 이즈키 하타모토 오가사와라씨(伊豆木 旗本小笠原氏), 카미후루
타 부농 카라사와씨(上古田

豪農唐沢氏)도 인형을 구입해서 인형극을 시작했다.4) 이러한 인

형극들이 이나다니(伊那谷) 곳곳으로 전파되었다.
2) 이이다시립미술관(飯田市美術博物館) 「伊那谷の人形芝居」의 자료 조사(1991,7)
3) 관세음보살(観世音菩薩）신앙(信仰)으로 참배（参拝）하기 위해 조직 된 단체
4) 松崎行代, 「市民による文化活動成立の文化的要因 (一飯田市の人形劇フェスタを事例に一)」, 京都女子
大学, 5号, 2011,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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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초기 진자(神社)의 봉납공연과 전용무대
진자의 제례 등에서 신을 기쁘게 하는 것, 혹은 사람들의 집을 찾아 신을 대신하여 축복을
비는 것이었다. 현재도 무대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분위기를 여는 인형극이 공연되고 있다.
인형은 작은 인간이라기보다 신과 사람의 사이를 잇는 메신저이다. 이나다니의 초기전파에서
보이는 진자(神社)의 봉납인형극은, 특히 스와진자(諏訪神社)의 구로다닌교(黑田人形)로 300년
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구로다닌교가 인형극 마을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내에는 중요
유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목조 건물의 구로다닌교게키죠(黒田人形劇場)5)가 건립되어 있다.
(사진1) 필자가 올 여름 답사했을 때에도 구로다닌교(黑田人形) 극단의 소개로 전통인형극이
진자 경내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또한 스와진자 관내에는 구로다 인형의 가시라(首,
인형머리)와 인형 등의 전시를 볼 수 있었다.

사진 33 : 스와진자(諏訪神社)의 구로다닌교(黑田人形)의 전용무대
오사카에서 나고야·도카이도(名古屋·東海道)의 하마마츠(浜松)·순부(駿府)는 에도시대의
흥행의 길로서 많은 인형조종자들이 이나다니 지역으로 들어왔으며 뿐만 아니라 간세이(寛

政)· 텐보(天保)의 연극 금지령이 나온 시대에 많은 인형극인들이 이나다니 지역을 내방했다.
이들은 인형조종 기예와 구로다 인형 무대 건축 양식 등을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전수했다. 오
사카 지역 외에 도쿠시마 이와지 지역의 인형극단은 신사에서 신에게 죽은 사람을 기원하기
위한 인형극을 전해주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인형극이 융성했지만 에도막부 말기에 쇼군이나
위정자들의 인형극 금지령으로 인형극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6)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일상생
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인형극을 강제로 빼앗아 갔지만 인형에 열정을 계속 불태우는 사람들
은 남아있었다. 오락으로서 인형극이 금지되면서 절이나 신사에 봉납하는 형태로 인형극은 지
속되었고, 인형은 마을의 모임이나 젊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의 형태로 유지해 나갔다. 쇼
군이나 위정자들의 인형극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인형극을 지켜낸 것이다.

5) 구로다닌교게키죠는 민속문화제로 쇼와 49년 11월 19일 지정, 극장 안에 소장되어 있는 인형은 국가
무형문화제로 쇼와 50년 12월 8일 지정, 소재지는 나가노현 이이다시 上鄕 黑田 2344-2.
6) 그 원인의 하나는 가부키의 유행이었다. 후루다인형의 기록에는 인형으로부터 떨어져서 가부키 연기
를 하고 싶어하는 젊은이와 인형극을 고수하려는 연배자와의 대립이 심했다. 세 사람이 조종하는 인
형과 달리 자신의 몸으로 연기하는 가부키 배우는 개개인의 독창성을 발휘하기 쉬웠기 때문에 인형극
이 아닌 가부키 공연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쇼군과 같은
위정자의 압박이었다. 에도시대에는 풍기문란의 이유로 금지령이 내려져 특히 농민들에 대해서 엄격
했다. 따라서 메이지 시대에 부국강병책 속에서 인형사용에도 다른 제직과 같이 유료감찰제도가 도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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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개의 인형극단 분포지역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구로다닌교(黑田人形), 이마다닌교(今田人形), 와세다닌교(早稲田人
形), 후루타닌교(古田人形) 4개의 인형극단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4개의 인형극단 명칭을 살
펴보면 모두 ‘田’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 ‘田’이 가르키는 이미지는 풍요로움이다. 쇼와 31
년(1956), 구로다닌교(黑田人形), 이마다닌교(今田人形), 와세다닌교(早稲田人形) 인형극단은
“이나다니 인형 보존 협의회(伊那人形保存協議会)”를 결성했고 「이나다니인형선택무형민속문
화재(伊那人形選択無形民俗文化財)」에 지정되었다. 그리고 쇼와 59년(1984), 후루타닌교(古田
人形)가 합류했다. 이나다니 지역의 4개 인형극단은 인형극 보존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다. 최
근 이이다 인형극 카니발과 세계 인형극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이러한 인형극 축제와 더불어
왕성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그림 1: 人形座の分布(飯 田市美術博物館 「伊那谷の人形芝居」 よ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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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이다 인형극제의 풍토와 유대
이이다시(飯田市)7)는 전통 예능의 보고이며 인형극의 도시이다. 이이다(飯田)는 옛날부터 동
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연결축이었다.8) 이러한 동서를 잇는 길로서 물품이나 물자의 운반과 같
이 문화 전파의 융성을 이룬 도시였다. 이이다에서 생산하는 담배, 화지, 양잠산업,9) 그릇, 곶
감 등이 나고야 방면으로 운반되었고, 대신에 간사이(관서) 지방의 인형극과 불꽃놀이와 에도
의 가부키가 이이다에 들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에도시대 후기에 이이다는 동서(에도(江戸)와
오사카(大坂))의 도시로부터 영향을 받아 예능을 꽃 피울 수 있었다. 이이다(飯田)를 포함하는
이나다니(伊那谷) 남부의 시모이나(下伊那) 지역은 민속학의 보고라고 할 수 있었다. 거리예능
에서 신사(神事) 의식과 예능의 관람 주체가 된 주민들은 즐기는 관람객에서 직접 공연을 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 오게 되었다. 이이다시(飯田市)의 구로다닌교(黒田人形), 이마다
닌교(今田人形), 아난쵸(阿南)의 와세다닌교(早稲田人形), 시모조무라(下条村)의 가부키(歌舞伎),
등이 지역민 공연단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3.1 인형극 카니발 탄생에서 인형극 페스타로의 과정
이이다시(飯田市)에서 매년 8월에 개최되고 있는 이이다인형극제의 이전 명칭은 ‘인형극카
니발이이다(人形劇カーニバル飯田)’였다. 처음 ‘인형극카니발이이다’가 개최된 해는 1979년이
었다. 점점 규모가 확대되면서 축제 내용이 풍성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카니발의 흥행에도 불
구하고 이이다시와 인형극 관계자들 사이의 문제로 20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그런데
올해로 41년째인 이이다인형극제를 맞이하게 된 것은 1999년, ‘이이다인형극페스타（いいだ
人形劇フェスタ）’로 시민들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이다인형극은 이이다시 시
민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이다 시는 카니발과 페스타 두 개의 행사를
치르면서 이이다는 인형마을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된다.
인형극카니발의 탄생 계기는 인형극단 관계자들이 이이다시에서 축제를 열자고 제안한 것에
서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의 인형극회(계)는 전문 직업인형극단들과 함께 행사를 개최할 만큼
조직력이 없었다. 대부분의 인형극단은 아마추어극단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 극단들은 인형극
으로서의 예술성과 완성도가 떨어졌다. 따라서 이들은 앞으로 일본의 인형극의 발전을 위해서
프로극단과 아마추어극단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면서 인형극의 기술 등을 연구하고 연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와 맞물려, 이이다시는 제 3차 통합 개발 계획에
7) 이이다시는 나가노현의 남부에 위치하고 동쪽에 남알프스, 서쪽에 중앙 알프스가 솟아있는 풍부한 자
연과 4계절의 변화가 풍부한 남신주지역(南信州地域)에 있어서의 중심 도시이다. 사과 가로수와 인형
극의 거리로서 널리 알려져 근래에는 그린 투어리즘이나, 공민관 활동을 소재로 해 대학에 의한 필드
스터디가 행해지는 등, 다른 지역으로부터 연구 대상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8) 텐류강(天竜川)의 동부 해안에 있는 에도를 연결하는 치노(茅野)에서 오오시카(大鹿)를 경유해서 엔슈
미사쿠보(遠州水窪)의 야마즈미진자(山住神社)로 가는 아키하카이도（秋葉街道）, 그리고 텐류강（天
竜川）의 서부해안 시오지리（塩尻）부터 이이다（飯田）를 경유해서 네바(根羽)를 통해서 오카자키
（岡崎）, 나고야（名古屋）에 이르러 이나카이도（伊那街道）, 키소(木曽）의 나카센도（中山道）와
이나카이도（伊那街道）를 연결하는 오오다이라카이도（大平街道）와 세이나이지도（清内路道）, 이
이다（飯田）에서 니이노（新野）로 경유해서 가미츠구（上津具), 나고야（名古屋）에 이르러 엔슈카
이도（遠州街道）, 이러한 길로서 물품이나 물자의 운반과 같이 문화 전파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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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려는 ‘인간 거주의 종합적인 환경의 계획적인 정비활동의 구체화’의 일환으로서 인형극
축제를 지역의 활성화로 연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지역 만들기를 위한 이벤트에 인형극을 활
용하고자 하였다. 인형극단과 이이다시의 생각들이 맞아서 카니발이 탄생했다.
카니발은 인형극회와 이이다시의 협의를 통해 시민, 인형극단, 행정이 일체가 되어 만들어낸
문화운동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으나, 시민의 역할은 행정업무자의 일부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과 인형극의 관객으로서의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그 후 시민 각종 단체가 카니발 실행위
원회에 참가하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인형극단의 축제에 협력한다는 방침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때 자생적으로 생겨난 단체 중의 하나가 이이다 청년회의소(飯田青年会議所)10)였다. 이들은
인형극이 열리는 시가지에 위치한 중앙공원의 카니발 스테이션의 운영을 맡았고 물건을 판매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민회는 시내에서 행하는 퍼레이드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협력했다.
1회에서 10회 까지는 시민 참여가 적었지만 15회를 거치면서 청년회의소는 자원봉사자 모집
모임을 가졌고, 시민 극단의 참여 워크샵을 주최하면서 시민들의 참여가 커졌다. 시민은 인형
극단을 만들어 직접 공연에 참여하였다. 행사를 주관하는 역할까지 한 것이었다.
이이다인형극 카니발의 번성에도 불구하고 이이다시장과 인형극관계자들과 생각의 차이로
카니발을 끝내려고 했을 때 시민 위원장과 지역의 아마추어극단 이이다 청년들, 그리고 카니
발을 지역 만들기 위한 행정 자신들의 축제라고 생각하는 인형극관계자들(예술발전을 위한 인
형극단관계자들)이 카니발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해 생각했다. 이 때 다카마츠 카즈코(高松和
子)씨가 아마추어인형극단, 이이다 청년회의소, 나가노의 미나미신슈 알프스포럼(南信州アルプ
スフォーラム), 카니발에 참여했던 공민관 관계자, 카니발 실행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모임을 제
안했다. 그 모임의 명칭은 새로운 인형극 카니발을 생각하는 모임(「新しい人形劇カーニバルを
考える会」)이었다. 모임은 나가노현이 아닌 다른 지역의 극단들의 의견들도 들었다. 모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면서 카니발의 성과와 시민들의 참가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시민
들의 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그래서 1년의 공백도 없이 1999년에 이이
다 인형극 페스타(「いいだ人形劇フェスタ」)가 새롭게 태어났다. 페스타의 기본적인 생각은 시
민과 인형극단이 함께 만드는 축제이다. 시민, 인형극단, 행정가들이 운영하는 3위 일체의 운
영체제가 아니었다. 지역 행정은 단지 뒤에서 페스타의 실무를 지원해주는 역할만을 담당했
다. 시민들이 직접 실행위원회를 조직하고 시민과 인형극단 그리고 누구나 페스타 발전을 위
해 시민들 자신이 생각하고, 하고 싶은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였던 것이다. 시민들
은 자신들의 페스타 발전을 위해 많은 제안들을 제시했고 그 제안들이 찬성을 얻으면 그 제안
은 페스타 운영에 바로 실행되었다.
페스타의 컨셉트(주제)은 <보고, 연기하고, 지원하고, 내가 만드는 트라이앵글 스테지>(「み
る

えんじる

ささえる

わたしがつくるトライアングルステージ」)로 설정되었다. 이 축제와

관련된 활동에 중심으로 놓고 보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 누구나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시민의 주체성을 핵심 이념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10) 이이다 지역의 18-40세의 리더십 연구를 목적으로 한 NPO/NGO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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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이다시의 예능 기반과 조직
카니발이 이이다시에 탄생한 배경 중의 하나는 이곳이 절이나 진자의 예능, 인형극, 농촌
가부키 등 민속예능이 전해오는 풍토를 가진 지역이라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이나다니 전 지역
에 인형극단이 20개가 넘을 정도로 인형극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현재 4개의 인형극단이
이 지역에 현존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이다시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이다시에서 반
드시 해야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시민들이 외부에서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키
워나갈 수 있는 풍부한 문화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사토(佐藤一子、1989「文化共
同の時代(文化的享受の復権)」青木書房)가 말했다. 민족문화재의 보고라고 말할 만큼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나다니의 토착적인 민중문화와 그 민중문화 중에서도 닌교조류리(人形浄瑠
璃) 등의 민속 예능의 지속적인 전파와 전쟁 후 선진적인 사회교육활동과 문화운동을 통한 시
민의 문화적 능동성의 성숙함은 현재 페스타를 중심으로 한 문화활동 진흥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로 볼 수 있다.
탄생 배경 중 다른 하나는 남신농촌에서 민화를 후대에 전래하고자 대대적인 사업을 실시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아이들에게 민화를 쉽게 전해주기 위해 극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
고 그 극은 인형극으로 전달되었다. 인형극은 민화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가 된 셈이다. 이이
다시에서는 학교 교육으로 인형극 상연과 학생들의 인형극 활동이 행해지고 있다. 민화의 인
형극화에 있어서 원래 지역에서 전해지는 민화를 훼손하는 것을 막고 알기 쉽게 전달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민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 당시 어떤 옷들을 입었는지, 방언은 어떻게 사
용되었는지 등 시대 배경을 정확하게 학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이러한 민화
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인형극 대본과 인형제작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
어진 민화 인형극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인형극 참가자들은 민화 학습으로
서의 인형극 제작에 대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고 지역 주민들은 내용에 큰 공감을 얻었다.
이러한 공감으로 주민들은 무대 장치 제작에 협력했고 인형극단을 지지하는 새로운 지역의 공
감대를 형성시켰다. 인형극단은 고령자 시설이나 보육원을 시작으로 한 지역내외에서의 공연
활동이나 초등학교 극단 지도 등 지역사회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마지막 탄생 배경은 이이다시의 공민관 활동과 관련이 있다. 이이다시는 합병을 반복하며
행정 기능의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현재는 20의 행정구의 골조를 남기고, 거기에 행정
기관의 창구적 업무나 지역 자치를 조직으로서의 자치 진흥 센터와 공민관을 설치했다. 이이
다시의 공민관 활동은 병립 배치의 원칙으로서 지역 중심의 원칙, 주민 참가의 원칙, 기관 자
립의 원칙과 아울러 이이다시 공민관 활동의 기본 이념인 4개의 운영 원칙으로서 기치를 내걸
어 시대의 변화에도 이 기본 이념을 존중하고 완수하려는 노력했다. 현재 이이다시의 공민관
활동의 저변 확대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활동들을 완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지역은
우리 손으로”라고 하는 주민들의 주체성의 기본 정신이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은 이
이다인형극제의 주민 주체성과 일치한다. 보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 등 참가하
는 모든 사람이 주역이 될 수 있다는 페스타 이념은 주민의 주체성이 근본이다. 이 근본정신
을 가지고 이이다 인형극을 지역 만들기로 확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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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인형극의 도시 이나다니 인형극이 처음 전해온 것은 1647년(天保４텐포)이다. 이이다시(飯田
市)의 구로다닌교(黒田人形), 이마다닌교(今田人形), 아난쵸(阿南)의 와세다닌교(早稲田人形), 시
모조무라(下条村)의 가부키(歌舞伎), 등이 지역민 공연단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각 극단
의 분포 내력은 역사적 유대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 지역에 살아있는 닌교조류리(人形浄瑠璃)
가 지역의 문화와 시민의 결속에 코드가 되고 있는 것은 역사적 유대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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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고대 도시의 존재와 그 특징
-한·일 고대의 이동하는 서울, 고정된 서울송완범(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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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대의 도시문제
5. 맺음말-이동과 고정의 의미

1. 머리말
지난 5월1일(수) 자로 나루히토(德仁)천황은 정식으로 일본의 제126대 천황임을 선포했다.
그런데 며칠 전인 10월22일(화) 레이와(令和)천황의 즉위식이 있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즉위
의 의식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즉위의 의식에는 ｢剣璽等承継儀｣, ｢即位後朝見
儀｣, ｢即位礼正殿儀｣, ｢祝賀御列儀｣, ｢饗宴儀｣의 다섯 가지가 있다. 이중 10월22일부터 31일
까지 행해지는 의식은 ｢即位礼正殿儀｣, ｢祝賀御列儀｣, ｢饗宴儀｣의 세 가지이다. 그렇다면 지
난 5월에 즉위와 함께 행한 의식은 ｢剣璽等承継儀｣, ｢即位後朝見儀｣의 두 가지였던 셈이다.
그 외 11월14일에는 다이조사이(大嘗祭)라는 의식이 남아있다. 여기에는 새로운 천황이 새로
수확한 곡식을 신에게 바치고 이를 자신도 먹는 것에 의해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풍년을 비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예전에는 ‘오호니에마쓰리’ 혹은 ‘오호나메마쓰리’라고 발음했다.
이렇게 복잡한 의식으로 둘러싸인 일본 천황의 존재는 고대 이래의 산물이다. 7세기말 동아
시아 국제정세가 용틀임을 하면서 새롭게 재편되는 와중에 왜국에서 일본으로의 국호 변경과
함께 대왕에서 천황으로의 군주호의 변천이 행해졌다고 이야기된다. 그렇다면 고대일본의 지
배자는 어디에 거주했던가, 나아가 그가 거주하는 공간은 어떻게 설정되고 관리되었을까. 이
상의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중에 고대일본의 도시와 조우하게 된다.
일본고대의 도시는 서양사회의 도시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인구의 집중과 사
회적 분업의 전개 그리고 사회적 여러 계층의 존재와 부의 집중을 통한 유통의 전개 등의 도
시적 경관을 갖는다는 점에서 고대도시로 이해된다.1) 더 나아가 일본도시사연구는 전통도시근대도시-현대도시의 삼분법으로 도시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그 중 고대도시는 조카마치(城下
町)와 함께 전통도시의 영역에 속한다.2)
1) 舘野和木, 日本史リブレット7『古代都市平城京の世界』，山川出版社，2001, 1-3페이지 참조; 佐藤信,
「宮都の形成と変容」, 新体系日本史6『都市社会史』，山川出版社，2001, 5-6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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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마코토(佐藤信)는 ‘권력과 도시’, ‘도시민중의 세계’, ‘도시문제’, ‘발굴에 의해 명백히
밝혀진 도시상’이라는 네 가지 관점으로부터 ‘궁도의 도시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또 수도
로서, 방어적 측면에서, 장엄함과 의례공간으로서, 대칭성에 빛나는 종교적 성격을 가지면서
도시의 청정성과 계층성에 의지하면서 나름의 유통 경제 속에서 생활하는 도시민의 집합 덩어
리라는 측면에서 도시성이 풍부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3)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래의 이해는 고대일본의 도시를 궁과 도성의 합체로서의 ‘궁도’
라는 공간적 이해와 관련지어 설명하려 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4)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이
동하는 지배자의 공간으로서의 궁과 경의 모습을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
래서 율령국가 성립 이전의 왕궁 혹은 궁이 갖는 성격과 율령국가 이후의 궁과 경이 세트로
되어 있는 궁·경의 모습을 나누고, 특히 이동하는 궁과 경을 천궁과 천경의 문제로 분류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발표한 것이 졸고(「고대일본의 도시와 이동의
문제-遷宮과 遷京-」, 『동아시아고대학』 제31집, 2013년8월) 이다.
그 후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초봄까지 일본 교토(京都)의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약칭으
로 니치분켄[日文硏])에서 체재한 경험을 빌어 고정된 도시이자 서울로서의 헤이안쿄(平安京)
와 헤이안쿄 이후의 교토가 갖는 일본사적 의미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다.(「헤이안쿄(平安京)와
교토(京都)가 갖는 일본사적 함의」, 『東硏』창간호, 2017년5월) 또한 번역서로서 8세기 나라(奈良)
시대의 수도였던 헤이조쿄(平城京)에 대해 살펴본 것이 있다.(佐藤信, 『木簡から読み解く平城
京』, 日本放送出版協会, 2010→다시 보는 동아시아03 『목간에 비친 고대 일본의 서울 헤이조쿄平
城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7년8월)
해서 이번 발표에서는 이 기존의 작업들을 통해 얻어진 고대일본의 도시의 존재와 그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과 고정의 의미에 대해서 재음미하고자 한다.

2. 지배자의 공간 출현
7세기 후반 이전의 지배자들의 정무공간이자 생활공간은 궁경과는 구별되는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또 당시는 아직 경이 성립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7세기 후반 이전
의 율령국가 성립 이전의 지배자들이 거했던 공간은 왕궁 혹은 궁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왕궁 혹은 궁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당시 지배자들의 공간은 무
2) 佐藤信,「宮都の形成と変容」, 新体系日本史6『都市社会史』，山川出版社，2001, 序 참조.
3) 佐藤信, 「宮都の形成と変容」, 新体系日本史6『都市社会史』，山川出版社，2001, 11-26페이지 참조;
동, NHKカルチャーラジオ歴史再発見『木簡から読み解く平城京』，NHK出版，2010 참조.
4) 關野貞,「平城京及大内裏考」,『東京帝國大學紀要』工科第３冊, 1907; 喜田貞吉,『藤原京』, 鵤故鄕舎出版
部, 1942; 八木充,『古代日本の都』, 講談社現代新書, 1974; 鬼頭淸明,『日本古代都市論序説』, 法政大
學出版局, 1977; 岸俊男,『宮都と木簡―よみがえる古代史』, 吉川弘文館, 1977: 同,『古代宮都の探究』,
塙書房, 1984: 동,『日本古代宮都の研究』, 巖波書店, 1988: 동 ,『日本の古代宮都』, 巌波書店, 1993;
狩野久,『日本古代の國家と都城』, 東京大學出版會, 1990; 今泉隆雄,『古代宮都の研究』, 吉川弘文館,
1993; 山中章,『日本古代都城の研究』, 柏書房, 1997; 동,『長岡京研究序説』, 塙書房, 2001; 橋本義則,
『平安宮成立史の研究』, 塙書房, 1995; 동,『古代宮都の内裏構造』, 吉川弘文館, 2011; 直木孝次郎,『難
波宮と難波津の研究』, 吉川弘文館, 1994; 佐藤信, 『日本古代の宮都と木簡』, 吉川弘文館, 1997; 仁藤
敦史,『古代王權と都城』, 吉川弘文館, 1998; 亀田博, 『日韓古代宮都の研究』, 学生社, 2000; 林部均,
『古代宮都形成過程の研究』, 靑木書店, 2001; 小澤毅,『日本古代宮都構造の研究』, 靑木書店, 2003; 金
田章裕, 『古代景観史の探究-宮都・国府・地割』, 吉川弘文館, 2002; 石川千恵子, 『律令制国家と古代
宮都の形成』, 勉誠出版, 201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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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 이유로 빈번히 이동하고 있었을까. 다음의 【표1】은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
紀)』에 보이는 지배자의 통치 공간을 나열한 것이다. 특히 【표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전
자의 ‘제기(帝紀)’의 인용에는 ‘치천하(治天下)’의 개념, 즉 통치하는 왕권이 소재한 궁의 이름
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고대일본의 ‘궁도’는 정권의 중
추라는 의미를 넘어서 통치의 상징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기재 내용에는 신화에 바탕을 둔 기술도 많기 때문에 제시된 공간 모두가 역사적
사실을 담보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전승 공간 모두가 확실하게 비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배공간의 전승을 통해 ‘궁도’ 성립 이전의 지배자의 통치 권한과 영역에
대한 유추는 가능할 것이다. 요컨대, 이하의 전승 지역이 모두 야마토(大和)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에서 보아 당시의 지배자들은 야마토를 중심으로 한 세력 공간을 운영하고 있었
던 것을 알 수 있다.5)
【표1】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지배공간의 전승6)
지배자
神武
綏靖
安寧
懿徳
孝昭
孝安
孝霊
孝元
開化
崇神
垂仁
景行
成務
仲哀
応神
仁徳
履中
反正
允恭
安康
雄略
清寧
顕宗
仁賢
武烈
継体
安閑
宣化
欣明

古事記
畝火之白橿原宮
葛城高岡宮
片塩浮穴宮
軽之境岡宮
葛城腋上宮
葛城室之秋津嶋宮
黒田盧戸宮
軽之堺原宮
春日之伊邪河宮
師木水垣宮
師木玉垣宮
纏向之日代宮
志賀高穴穂宮
穴門之豊浦宮・筑紫之謌志比宮
軽嶋之明宮
難波之高津宮
伊波礼之若桜宮
多治比之芝垣宮
遠飛鳥宮
石上之穴穂宮
長谷朝倉宮
伊波礼之甕栗宮
近飛鳥宮
石上広高宮
長谷之列木宮
伊波礼之玉穂宮
勾之金箸宮
檜隈之廬入野宮
師木嶋大宮

日本書紀
畝傍橿原宮
葛城高丘宮
片塩浮穴宮
軽曲峡宮
腋上池心宮
室秋津嶋宮
黒田盧戸宮
軽境原宮
春日卒川宮
磯城瑞籠宮
纏向珠城宮
纏向日代宮
穴門豊浦宮・橿日宮
明宮
難波高津宮
磐余稚桜宮
丹比柴垣宮
石上穴穂宮
泊瀬朝倉宮
磐余甕栗宮
近飛鳥八釣宮
石上広高宮
泊瀬列城宮
磐余玉穂宮
勾金橋宮
檜隈廬入野宮
磯城嶋金刺宮

5) 岸俊男, NHK大学講座『日本の古代宮都』日本放送出版協会, 1981 참조; 송완범, 「고대일본의 ‘궁도’에
대하여」,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제29집, 2008 참조.
6) 송완범, 「고대일본의 ‘궁도’에 대하여」,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제29집, 2008, 255-256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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敏達
用明
崇峻
推古

他田宮
池辺宮
倉崎柴垣宮
小治田宮

訳語田幸玉宮
磐余池辺双槻宮
倉梯宮
小懇田宮

3. 이동하는 지배자의 공간
고대 지배공간의 변천을 이하의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飛 鳥―― 645―――――→難波宮（孝徳）
│↑

│

│└―― 654―――――――┘
↓
大津宮（天智、667）→飛鳥浄御原宮（天武、672）→藤原京（持統、694）
┌───────────────────────┘
↓
平城京（元明、710）――――740―――→恭仁宮（聖武）
│↑

↓

│└─ 745─紫香楽宮（聖武、744）←難波宮（聖武、744）
↓
長岡京（桓武、784）→平安京（桓武、794）

【그림1】 지배공간의 위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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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궁에서 경으로(7~8세기)
서력

시대

천황

640

舒明·皇極·孝徳

650
660
670
680
690
700
710

斉明
天智
弘文

飛鳥

大阪

奈良/京都

②645

①643

大化改新645
④667

⑤672

天武
持統
文武
元明·元正

⑥694

三世一身法723 (天平文化)
長屋王の変729
藤原四子의 死737
藤原広嗣의 乱740

聖武
奈良

白村江싸움663
庚午年籍670・壬申의乱672
(白鳳文化)
大宝律令701・和同開珎708
古事記712
日本書紀720

⑦710

730

사회변동
山背大兄王襲撃643

③655

720

740

滋賀

⑩744

⑧740

⑨744

国分寺741
大仏建立詔·墾田永年私財法
743

750
760
770
780
790
800

孝謙
淳仁·称徳
光仁

⑪745(⑦)
⑫784

平安

桓武

⑬794

道鏡皇位事件769
藤原復権
藤原種継暗殺785
徴兵廃止・健児制792
天台宗805・真言宗806

①飛鳥板蓋宮 ②難波長柄豊崎宮 ③飛鳥宮 ④近江大津宮 ⑤飛鳥浄御原宮
⑥藤原京 ⑦⑪平城京 ⑧山背恭仁京 ⑨柴香楽宮 ⑩難波京 ⑫長岡京 ⑬平安京

4. 고대의 도시문제
고대의 도시문제란 인구의 집중에 따른 상수도 확보와 하수도 처리, 폐기물의 오염과 위생
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역병의 유행7), 식량 수급의 컨트롤부재에 의한 사회적 약자, 즉 유망민
의 증가와 배회 그리고 도시민의 장지(葬地)의 마련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8)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대국가는 율령제라는 틀 속에서 도시 곳곳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의 흔적이 바로 역병과 악을 예방하는 부적목간9)으로, 혹은 남을 저주하는 인형목간10)으
7)福原栄太郎、「天平9年の疫病流行とその政治的影響について」、『神戸山手大学環境文化研究所紀要』4、
2000; 野崎千佳子、「天平7·9年に流行した疫病に関する一考察」、『法政史学』53、2000
8) 新村拓、『日本医療社会史の研究』、法政大学出版局、1985; 酒井シヅ、『病が語る日本史』、講談社、
2008; 福原栄太郎、「天平9年の疫病流行とその政治的影響について」、『神戸山手大学環境文化研究所紀
要』4、2000; 野崎千佳子、「天平7·9年に流行した疫病に関する一考察」、『法政史学』53、2000; グラ・
アレクサンドル、「8-9世紀における飢疫発生記録に関する一考察」、『アジア遊学』79、2005; 董科、「平
安時代前期における疫病流行の研究」、『千里山文学論集』82、2009; 同 、「奈良時代前後における疫病
流行の研究」、『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3、2010; 浅見益吉郎、「『続日本紀』に見る飢と疫と災」、『奈良
女子大学食物学会誌』34、2009; 浅見益吉郎・新江田絹代、「六国後半における飢と疫と災」、『奈良女
子大学食物学会誌』35、2010; 今津勝紀、「古代災害と地域社会」、『歴史科学』196、2009; 浅野潔、
「『日本疫病史』データベース化の試み」、『関西大学経済論集』54－3・4併合号、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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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아있다. 물론 종교적인 방법으로의 해결을 위해 불교와 신사의 힘을 빌리기도 했다.11)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시문제의 구체상을 언급하자면 평성궁/경 이전의 궁도였던 등원궁/경
은 악취가 진동했다는 기사12)가 보인다. 사료에 보이는 ‘예취(穢臭)’는 원래 시신에서 나는 냄
새이다. 다시 말하자면 등원궁/경은 초봄에 시신 썩는 냄새로 뒤덮였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악취가 등원궁/경의 존속의 단명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13)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정치나 경제적인 구조의 문제로 등원궁/경의 전개와 변용을 설명하는
것이 만능이 아님을 알게 된다. 게다가 평성궁/경 시대의 정사인 『속일본기(続日本紀)』에는
‘예취’를 뜻하는 기사가 비록 지방에서의 사례지만 725, 749, 776년의 기사에 보인다.14) 평성
궁/경의 인구는 등원궁/경의 약 2.5배가 된다고 보았을 때, 인구 밀집도와 이로부터 파생하는
오염된 폐기물의 양은 등원궁·경을 훨씬 상회했을 것이다.
그럼 평성궁/경 이후의 궁도인 평안궁/경의 사정은 어떠했을까. 조방제에 의해 바둑판처럼
도시구획이 되어 있는 중에 직선으로 만들어 놓은 도랑마다 배설물들로 인해 도시의 오염은
심각한 것이었다. 결국 이로 말미암은 역병의 만연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평안궁/
경도 별 수 없이 ‘분뇨도시’이고, 병자나 사자의 시신은 물론이고, 동물의 사체도 개천이나 도
랑에 투기하고 있었으니 ‘예취도시’인 것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15)
물론, 이러한 오염 제거를 위한 청소는 종종 행해졌다.16) 하지만 이러한 평성궁/경 이후의
평안궁/경의 청소상황은 인구의 집중에 의해 그리고 궁·경을 둘러싼 자연환경의 황폐에 의해
자정능력을 점차 잃게 되어 도시 변용의 길을 걷게 된다.17)
한편, 이러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율령국가는 율령제 체제가 정한 테두리 안에서 도시
의 도처에 제사의 장을 설정하고 제사를 행한다. 평성궁/경의 유적에서 종종 출토하는 제사유
물에 의해 고대의 율령제적 제사의 실상을 엿볼 수가 있다. 율령의 신기령에서는 6월과 12월
의 그믐날에 도향제(道饗祭)가 열리는 것을 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궁성의 네 귀퉁이의 귀신이
경내에 침입하는 것을 막는 의미가 있었다.18) 바로 여기서 다수의 인구가 집중하는 도시와 결
9) 저주의 의미를 갖는 기호인 ‘부첨(符籤)’과 저주하는 문장을 써서 그 끝에 ‘급급여율령(急急如律令)’이
라고 쓴 예가 많다. 구체적 예는 목간은 평성경 좌경2방의 이조대로의 노면 끝에 있던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출토한 2조대로목간 중의 한 점인데, 아마도 737년(천평9)에 규슈에서 발생해 평성경에서도
맹위를 떨쳐 후히토의 네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천연두의 유행에 대해 역병을 일으키는 당귀(唐鬼)를
모두 먹어치우는 큰 뱀에게 역병퇴치를 소원한 부적목간으로 생각된다.
10) 평성궁적의 다이리 부근의 우물에서 출토한 ‘저주의 인형’이라고 불리는 인형은 사람의 모습을 한
얇은 판의 양쪽 눈 부분과 심장 부분에 나무못이 박혀 있고, 묵서도 보인다. 『속일본기』에는 나라시
대 후기의 여성천황의 쇼토쿠(稱德)천황 때에 사호(佐保)천의 강변에서 주은 해골 안에 천황의 머리카
락을 넣어 저주한 사례가 보인다.
11) 舘野和木, 日本史リブレット7『古代都市平城京の世界』，山川出版社，2001, 73-95페이지 참조; 佐藤
信, NHKカルチャーラジオ歴史再発見『木簡から読み解く平城京』，NHK出版，2010, 157-163페이지
참조.
12) 『続日本紀』慶雲3년3월丁巳조 “如聞, 京城內外多有穢臭” 참조.
13) 송완범, 「‘일본율령국가’의 도시 ‘平城宮·京’ 연구」, 『史叢』제77호, 2012 참조.
14) 『続日本紀』神亀2年（725）7月戊戌（17日）条; 동, 天平勝宝元年（749）11月甲寅（24日）条; 동,
宝亀7年（776）8月丙辰朔条 참조.
15) 安田政彦, 歴史文化ライブラリー224『平安京のニオイ』, 吉川弘文館, 2007, 1-101페이지 참조.
16) 먼저 평성궁의 청소는 비오는 날을 골라 주전료(主殿寮), 좌우위문부(左右衛門府), 수옥사(囚獄司)가
공동으로 담당했다.(『令集解』囚獄司조 참조) 그리고 평성궁 내외와 주작도로, 그 외의 오물의 청소는
탄정대(彈正台)와 좌우경직(左右京職)가 담당한다.(『延憙式』彈正台式조; 동, 左右京職式조 참조)
17) 송완범, 「‘일본율령국가’의 도시 ‘平城宮·京’ 연구」, 『史叢』제77호, 2012 참조.
18) 평성궁·경, 기나이(畿內) 각각의 경계에서 악역을 막는 제사가 행해지고 있다. 또 6월,12월의 그믐날
에 행해지는 오하라에(大祓)에서는 백관이 참가하여 대규모의 액막이 제사가 주작문(朱雀門) 앞에서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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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된 궁도의 제사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 한편으로 지방의 국부와 군가 등의 지방관아의
유적 주변에서도 궁도와 똑같은 제사유물19)을 많이 사용하여 물가에서 제사가 행해진 모습이
알려진다.20)

5. 맺음말-이동과 고정의 의미
고대도시의 이동에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얽혀있고, 도시문제의 발생에 대한 고대도시민
들의 대응의 양상도 다양한 것임을 실문자료와 관련지어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천궁과 천경
그리고 이동하지 않는 고정도시 평안궁/경의 확보라는 변화의 흐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
까. 다시 말해 고대일본의 지배자의 거처이며 이를 지탱하는 신하들의 집단거주지이면서 경제
생활의 지반이자 상업의 거점 그리고 종교시설의 확보 등이 가능한 일정 공간을 도시와 결부
시켜 생각한다고 했을 때 궁과 경이 중요한 소재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궁과 경을
도시 이동의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한다면 그 의미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21)
이전에 율령국가의 성립과 전개, 변용의 3단계를 제시한 적이 있다.22) 이러한 이해 위에 서
서 일본도시의 이동에서 고정으로의 3단계를 들여다보자면, 천궁(7세기 이전)→천경(8세기)→
고정도시(9세기 이후)의 3단계는 시사점이 풍부하다.
즉, 천궁의 시기는 한반도와의 관련 속에서 아직 왜국이 국가적 형성기에 속한 단계이고, 8
세기 천도의 시기는 동아시아 속의 혼란기라는 7세기 중후반 시기를 지나 왜국에서 일본으로
대왕에서 천황으로의 탈각을 거친 나라시대의 일본을 가리킨다. 그 이후 고정도시 평안궁/경
의 등장 이후는 7세기말에 성립되고 8세기의 전개기를 거친 일본율령국가가 이제 한반도와
중국대륙의 영향보다는 일본 자체에 침잠하는 변용의 시기를 맞이하는 또 다른 증거일 수 있
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 고대교토의 형성에 대한 지형적 혹은 좌/우경의 명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
대는 물론, 적어도 중세의 무로마치막부 때까지는 고대교토의 헤이안쿄에 대한 공통적 이해가
일정 정도는 공유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다가 전국시대의 패자 히데요시에 의해 본
격적인 도시개조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비로소 고대도시 헤이안쿄가 환골탈태하는 근세도시로
서의 교토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교토가 일반인들에게 고유명사로서의 교토의 명칭을 획득하기 시작
한 것은 메이지시대 일본이 근대로 접어들면서 생겨난 교토후와 교토시의 영향이 컸던 것은
또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교토 남부의 후시미모모야마 지역에 현존하는 고대 헤
이안쿄의 시작과 근세 교토의 마지막이자 근대의 시작을 열었던 감무천황과 메이지천황의 묘
가 공존한다는 것은 고대교토의 시작과 근세교토의 변형 그리고 다시 근대교토의 시작이 여기
19) 제사유물 중에는 평성궁이 남면하는 궁성문 앞의 도랑에서 오하라에서 사용된 제사구로 보이는 인
형, 제사용구의 하나로 나뭇가지에 종이오리를 매단 이구시(齊串), 목제 제사구(말 모양, 배 모양, 칼
모양 등), 흙으로 만든 말, 사람 얼굴모양의 묵서토기 등이 출토한다. 또한 같은 제사유물은 평성경내
의 조방(條坊)도로의 양쪽 편의 도랑이나 하천에 걸린 다리 부근에서도 대량으로 발견된다.
20) 다지마(但馬)국부 부근의 하카자(袴座)유적(兵庫현 豊岡시)에서 방대한 양의 인형과 제관이 출토하고
있고, 미노(美濃)국 무기(武儀)군가(岐阜현 關시)인 미륵사 서(西)유적에서 인형, 이구시가 많이 출토하
고 있다.
21) 仁藤敦史, 歴史文化ライブラリー333『都はなぜ移るのか-遷都の古代史-』, 吉川広文館, 2011 참조.
22) 송완범, 「‘百濟王氏’와 日本律令國家의 성립과정에 대한 일고찰」, 고려대학교 일본사연구회 편『동아
시아 속의 한일관계사(상)-반도와 열도의 교류』, 제이앤씨,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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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에서 발현되고 전개되었으며 다시 변환을 거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대의 헤이안쿄가 히데요시의 교토로, 다시 근세의 교토가 메이지 이후의 교토
로 변형하는 것은 일본의 고대군주인 천황이 움직이는 지배자에서 움직이지 않는 지배자로 변
하는 점과 더불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천황이 존재하는 명실상부한 고쇼(御所)로부터 메이지
이후의 교토는 고쇼는 존재하나 천황이 부재하는 껍데기 교토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
에서 메이지 천황은 혼은 도쿄에 있는 메이지신사에 남기고 육신만은 교토로 돌아와 있는지
모른다. 또 그런 점에서 교토의 심정적 고쇼는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사의 전반적인
이해에 있어 이러한 두 가지 변환의 시기와 각각의 이행이 주는 의미는 작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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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보 <동명왕편>의 창작 동기 신고찰
이지영(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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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동명왕편(東明王篇)>은 이규보(李奎報 ; 1168년 ~ 1241년)의 『동국이상국집(東國李相國
集)』(이하 <전집>) 권3 고율시에 실린 고구려 건국신화로서, ‘해모수와 건국시조 주몽, 그리고
유리의 삼대(三代) 이야기’가 전개되는 영웅서사시이다. 이 작품은 창작(제작) 동기를 밝힌
287자의 병서(幷序), 오언고율(五言古律)의 282구 1,410자의 본시(本詩)로 구성되었으며, 본시
가운데 ‘삼대 이야기’에는 442구 2,210자의 주석이 첨부되어 있다.
<동명왕편>은 고구려 건국시조에 관한 한문장편서사시라는 점에서 주로 국문학계에서 다루
어져왔다. 그러나 현전하지 않는 사서인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東明王本紀)>의 내용이 인
용되어 있고 무신집권기의 격동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산출되었다는 점에서, 사학계에서도 역
사 및 사회문화적 연구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국문학계와 사학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관심사가 바로 <동명왕편>의 창작(제작) 동기일 것이다. 그것은 본시에
앞서 등장하는 ‘병서’ 때문인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이 작품이 제작된 대강의 경위를 가늠하
게 된다. 문제는 창작 동기(배경)와 관련하여, 이 병서를 어떻게 이해하며 이것이 그 절대적인
가늠자가 되느냐이다. 다행히 병서 이외에 작품의 구성 및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작가의 창작
동기를 밝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와서, 이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해명할 가능성을 마련해
주었다. 본고는 이러한 선학들의 업적을 토대로 삼아 다시 한 번 <동명왕편>의 창작 동기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동명왕편>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장덕순은 병서에 주목하여 작가가 ‘고구려에 대
한 정신적 유대감을 가지면서, 성인의 사적이 후세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창작했다
고 하였다. 그 후 이우성은 12,3세기 고려 당대의 국내외적 혼란기에 주목하여 ‘민중의 저항
정신의 발로’로 파악하였다.1) 이들 두 연구는 첫째 ‘병서’에 주목하여 창작 동기를 해명하고,
둘째 고려 당대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이나 상황, 나아가 작가의 생애와 연관 지워서 그 창작
동기를 밝히는 연구의 시각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하여 주로 병서에 초점을
맞출 때는, 고구려 계승의식, 고구려 후계정신의 전통적 가치 재인식, 중국문화에 반대하는 문
1) 장덕순, 영웅서사시 <동명왕>, 『인문과학』5집,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60 ; 이우성, 고려중기
의 민족서사시, 『논문집』 7, 성균관대,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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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주체성 등의 창작 동기2)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 후 연구자들은 점차 병서 외에도 <동명왕편>의 본시 말미부(평결부)에 있는 ‘작
가의 논평’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한 논문에도 두 가지 이상의 창작 동기가 제시
되는 경우가 생겼다. 예컨대 탁봉심은 ‘동명왕의 신이사를 후세에 전함, 성인지도를 알려 민족
적 자부심을 고취함, 고구려의 계승의식을 갖게 함, 나약한 당대의 왕(명종)을 비판하면서 수
성군의 윤리를 제시함’을, 이금희는 ‘동명왕의 신이사를 깨닫게 함으로써 민족적 자부심과 긍
지를 갖게 함, 수성군(守成君)에게 치자(治者)의 윤리를 제시하여 경각심을 고취함’을, 하강진
은 ‘고구려의 계승정신을 인식시킴, 동명왕 같은 성군의 재현을 갈구함’을, 구본현은 ‘고구려
건국의 내력을 후대에 알림,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의 수성(守成)이 영원하기를 바람’ 등을 창
작 동기로 내세웠다.3) 또한 본시 말미부의 작자 논평 부분에 주목한 경우도 있다. 김상현은
탁봉심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수성군의 윤리를 제시하여 명종을 비판함’이라 한 반면에, 정구
복은 ‘신성한 왕을 강조하여 위축된 왕권을 드높임’을, 김승룡 역시 ‘현 통치자의 비판’을 창
작 동기로 보았다.4)
기존 논고를 검토할 때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창작 동기의 고려 조건’이 ‘작가의 개인적
상황’이다. 이러한 시각은 ‘병서’를 ‘당대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이나 상황’ 속에서 인식하거나
혹은 본시 말미부의 논평을 함께 고려하면서 두 가지 이상의 창작 동기를 제시하는 경우로 나
타나기도 한다. 가령 하승길은 ‘작가의 구관(求官)의 의지’를 목적으로 창작되었다고 했고, 변
동명은 ‘자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의 발로’와 함께 ‘구관의 목적’을 그 동기로 제시했으며, 박명
호는 ‘개인적인 문재(文才)의 과시’와 함께 ‘후세 군주에 대한 경계’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았고, 이종문도 ‘작가의 젊은 날의 패기와 감정의 과잉’과 함께 ‘고구려의 계승의식’을 창작
동인으로 간주하였다.5)
<동명왕편>의 창작 동기에 관한 이상의 기존논의를 살필 때, 이것이 문학작품임을 감안한다
면 당연히 ‘병서’뿐만 아니라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식이
나 주제를 통해 그 동인을 찾아야 함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당연히 당대의 역사
적 상황과 작가의 생애를 함께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문학이 ‘당대의 사
회와 현실을 반영하고 그것을 객관적 혹은 비판적으로 묘사하며’, 나아가 거기에는 ‘작가의 정
치 및 사회관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6)
2) 이에 대한 선학의 의견을 차례로 제시한다. 박창희, 이규보의 「동명왕편」시, 『역사교육』11·12
합집, 역사교육연구회, 1969 ; 김철준, 고려시대 역사의식의 변천,『한국문화사론』, 지식산업사,
1976, 145쪽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제3판), 지식산업사, 1994, 88쪽. 그 외에도 이동철은
‘병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동기로서 ‘자주적 국가의식’ 외에 ‘감계주의’를 함께 제시했고,
양소연도 서문을 고려하여 ‘민족적 주체성을 촉구하고, 동명의 신이한 행적을 알리기 위함’을 그
동기로 제시하였다. 이동철, 이규보의 영사시 고, 『어문논집』28, 민족어문학회, 1989 ; 양소연,
「동명왕편」연구, 성균관대 석사, 2008.
3) 탁봉심,《동명왕편》에 나타난 이규보의 역사인식, 『한국사연구』44, 한국사연구회, 1984 ; 이금
희, 이규보의 서사문학의 성격, 숙대 석사, 1980 ; 하강진, 동명왕편의 제작동기 재고, 『국어국문
학』제35집, 부산대 국문과, 1998 ; 구본현, <동명왕편>의 서술 체계와 인물 형상, 『국문학연
구』38, 국문학회, 2018.
4) 김상현, 고려후기의 역사인식, 『한국사학사의 연구』, 을유문화사, 1985 ; 정구복, 고려조의 역사
의식, 『한국중세사학사(Ⅰ) 고려시대편』경인문화사, 2014 ; 김승룡, 「동명왕편」의 서사시적 특
질과 창작의식, 『어문논집』32, 안암어문학회, 1993.
5) 하승길, 「동명왕편」의 성격에 대한 재론, 『동악어문학』52, 동악어문학회, 2009 ; 변동명, 이규
보의 「동명왕편」찬술과 그 사학사적 위치, 『역사학연구』68집, 호남사학회, 2017 ; 박명호, 이
규보 ‘동명왕편’의 창작동기, 『사총』52, 고대사학회, 2000 ; 이종문, <동명왕편>의 창작동인과
문학성, 『고려시대 역사시 연구』, 김건곤 외, 정문연,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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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동명왕편>의 창작 동기를 살필 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본시’ 가운데
‘삼대 이야기’의 앞뒤에 마련된 ‘서두부와 결미부’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이들 두 부분을
정리한 뒤, 이것이 ‘병서’와 연결되면서 작가의 창작 동기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살필 것
이다. 특히 결미부에서 언급된 ‘전한의 고조’와 ‘후한의 광무제’에 새로이 주목하고, 이것이 곧
작가가 내세우고자 했던 또 다른 측면의 숨겨진 ‘이면적 창작 동기’와 연관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동명왕편>의 구성 방식과 그 의미
<동명왕편>은 크게 보아 창작 동기를 밝힌 병서와, ‘삼대 이야기’를 전하는 본시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작품 연구의 선편을 잡은 장덕순은 본시의 전체를 ‘동명왕 탄생 이전의 계보’를
밝히는 서장, ‘동명왕의 출생, 입국, 종말’까지를 묘사한 본장, ‘유리왕의 즉위에서 작가의 소
감’을 부연한 종장 등의 3부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7) 본시를 3개의 구성부분으로 나눈 것은
탁견이지만, 각 부분의 범위를 어디로 한정해야 하는지는 논란이 된다. 그간의 선학들의 논의
를 살펴볼 때, 대부분은 본시의 구성을 첫째 ‘동명왕 탄생 이전’의 부분, 둘째 ‘해모수→동명
(주몽)→유리의 삼대기’ 부분, 셋째 ‘작가의 소감과 논평’ 등의 세 부분으로 파악하는 데는 어
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다만 각 부분의 명칭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가령 이동철은 ‘서두부,
본시부, 말미부’로, 김남희는 ‘도입부, 중심부, 종결부’로, 구본현은 ‘서장, 본장, 종장’으로 각
각 부른다.8) 본고에서는 이들 세 구성부분을 각각 ‘서두부, 본문부, 결미부’로 부르기로 한다.
그러면 <동명왕편>의 창작 동기를 살피기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병서’, 그리고 ‘본시의 세
구성부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기로 한다.9)
<병서>(가)
1) 동명왕의 사적을 처음에는 귀(鬼)나 환(幻)으로 생각했으나, 세 번을 반복하여 보니 성(聖)과 신(神)한
것이었다.
2)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실린 것은 직필(直筆)의 글로, 간략하다.
3) 동명의 일은 창국(創國)의 신적(神迹)이니, 이를 지어서 천하에 ‘우리나라가 원래 성인지도(聖人之都)
임’을 알리고자 한다.

<본시>(나)
나-1. 서두부
1) 천지개벽의 일, 그 외 성스런 제왕이 글로 전한다.
2) 여절, 여추, 수인, 황제 등의 신이한 일
3) 태고에는 신성한 일이 많으나, 후세에는 인정이 경박하고 풍속이 사치해졌다.
4) 성인이 간혹 탄생해도 신성한 자취가 없다.

6) 구인환 · 구창환, 『문학개론』(제2판), 삼영사, 2003, 95~97쪽 / 110쪽.
7) 장덕순, 앞의 논문, 101쪽. 이금희의 논고 역시 구성 방식과 각 부분의 포함내용이 이와 유사하다.
다만, 각 부분의 명칭을 각각 서두부, 행적부, 평결부로 부를 뿐이다. 이금희, 앞의 논문, 11-29쪽.
8) 이동철, 앞의 논문, 11쪽 ; 김남희, 『동국이상국집』 「동명왕편」에 나타난 고구려 건국신화 분
석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2, 115쪽 ; 구본현, 앞의 논문, 178-9쪽.
9) 『동국이상국집』의 원문과 번역문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의 ‘고전국역총서’의 것
을 인용함. 이하 동일하며, 작품을 인용할 때는 <전집>의 권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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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본문부
1) 해모수 이야기 - 하강, 치국, 하백녀 유화와 사통 · 혼인, 승천
2) 주몽 이야기 - 유화의 잉태와 난생, 주몽 탄생 · 시련 · 탈출 · 입국, 송양과 투쟁, 승천
3) 유리 이야기 - 득검, 신성함 증명, 왕위 계승
다-3. 결미부
1) 처음에 동명 사적을 환 · 귀로 여겼다가 자세히 보니 변화난측한 일이었다.
2) 이것은 직필로 쓴 글이라 진실하며, 신이한 일이다.
3) 창업하는 임금[草創君]은 신성함이 있어야 일을 이룰 수 있다.
4) 유온이 교룡과 교접하여 유계(한 고조)를 낳고, 유계는 적제자(赤帝子)로서 일을 이룰 때 기이한 조짐
이 많았다. 후한 세조는 탄생이 기이했고, 적복부(赤伏符)에 응하여 황건 가짜를 소탕[掃除]했다.
5) 제왕에게 징조와 상서가 많지만, 끝 자손[末嗣]은 게을러[怠荒] 조상의 제사를 끊었다.
6) 수성군(守成君)은 삼가고, 관인(寬仁)으로 왕위를 지키고, 예의로 교화하여, 오래 치국해야 한다.

먼저 본시의 세 구성부분 가운데 본문부(나-2)는 고구려 건국신화인 ‘삼대 이야기’로서, 서
사적 성격을 지닌다. 특히 이 부분에는 여러 대목에 걸쳐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가 주석
문으로 첨부되어 있다. 반면에 서두 · 결미부에는 주석이 전혀 없다. 그런 점에서 서두 · 결미
부는 본문부와 다르게 ‘비서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는 삼대 이야기 대신에 ‘작가
의 소감과 논평’이 직접 드러나서 작가의 의견과 주장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필자가 주목하는 바는 ‘결미부’의 중요성이다. 앞서 제시한 병서와 본시의 핵심적 내용을 보
면, 결미부의 내용이 병서와 ‘본시 서두부’(나-1)의 내용과 유사하며, 결미부에서 이들 내용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 결미부가 병서 · 서두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내용을 줄여서 재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병서>

<결미부>

1)동명사적이 귀환이나 성신임을 깨달음 ↔ 1)동명사적이 환귀이나 변화난측한 것임
2)<사기>의 것은 직필로 간략함

↔ 2)이는 직필로 진실하고 신이함

3)동명사적을 지어 널리 알리고자 함

<서두부>
1)삼황, 제왕 사적은 상서로운 것

↔ 3)초창군은 신성해야 일을 이룸

2)여절, 황제 등의 신이한 일

↔ 4)유계의 흥기의 조짐, 세조의 황건 가짜 소탕

3)태고에는 신성사가 많으나, 후세는

↔ 5)제왕은 상서사가 많으나, 말사는 태황함

인정 경박, 풍속 사치함
4)성인이 간혹 탄생해도 신성사가 없음 ↔ 6)수성군은 관인, 예의로 치국해야 함

병서, 서두부, 결미부를 각각 ‘위에서 아래로’ 그 단락의 번호대로 읽으면, 해당 부분이 담
고 있는 내용이 된다. 이를 보면, 결미부의 핵심 내용들은 병서 · 서두부의 그것을 대부분 포
함하고 있으며, 그것도 병서 · 서두부와 ‘유사한 내용’을 순서대로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결
미부에서 ‘병서’가 다시 언급됨은 곧 이 작품의 창작 동기가 이 부분과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작가가 이 작품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냈던 창작 동기이기도 하
다. 필자는 이 ‘표면적 창작 동기’를 위의 밑줄 친 부분이라고 보는바, 그것은 두 가지가 된
다. 첫째 병서의 단락3)이니, 이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대부분 주장한 것으로 ‘동명왕 이야기
를 지어서 성인지도임을 널리 알리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는 결미부의 단락6)이니, ‘후대의

- 99 -

통치자[守成君]가 가져야 할 치자의 윤리를 제시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위의 두 번째 창작 동기 문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이를 보면, 작가는 ‘옛 제왕들의 일에
는 신성함이 많으나, 후대에는 그런 신성사가 없다.’[서두부 1~4) / 결미부3~5)]고 인식하며,
그러므로 ‘후대의 군주는 관인과 예의로 다해야 오래도록 치국할 수 있다.’[결미부6)]고 주장한
다. 이로 보아, 작가는 무신집정기의 혼란한 당대의 상황 속에서 현재 혹은 미래의 국왕에게
애초부터 신성함을 기대하지 않고 ‘관인, 예의’와 같은 유가적 덕목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감계주의가 곧 <동명왕편>의 또 다른 창작 동기가 된다.
결미부에서 또 하나 주목할 바는 굵은 글씨로 된, 단락4)의 존재이다. 여기서 유계는 전한
(前漢, BC.202년~8년)의 고조이고 세조는 후한(後漢, 25년~220년)의 광무제인데, 이들은 역사
시대의 창업주[草創君]가 된다. 반면에 서두부 단락2)의 ‘삼황, 요, 순’ 등은 “태곳적 순박할
때(太古淳朴時)”라고 읊은 것처럼 태고의 ‘신화적 인물들’이다. 그들의 신성사를 보면, 여절 ·
여추가 별빛에 임신하고, 삼황 · 요순 등은 문화 영웅의 일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들 신화적
인물의 신성사는, 역사시대에 나라를 창업한 고조 · 세조의 이적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필자
는 작가가 <동명왕편>에서 수많은 창업군주 가운데 특별히 ‘고조 · 세조’를 ‘초창군’으로 선택
하고, 그 가운데 고조의 ‘흥기의 기이한 조짐’과 세조의 ‘황건 가짜 소탕’을 내세운 이유가 궁
금해진다. 필자는 이것이 작가의 ‘또 다른 이면의 창작 동기’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이면적 창작 동기’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3. <동명왕편>의 이면적 창작 동기
1) ‘한 고조와 후한 세조’의 고사가 주는 의미
결미부 단락4) 부분을 제시한다.
유온이 큰 못에서 쉬다가/劉媼息大澤
꿈꾸는 사이에 신을 만났다/遇神於夢寐
우뢰 번개에 천지가 캄캄하고/雷電塞晦暝
괴이하고 위대한 교룡이 서려 있었다/蛟龍盤怪傀
인하여 곧 임신이 되어/因之卽有娠
성신한 유계를 낳았다/乃生聖劉季
이가 적제의 아들인데/是惟赤帝子
일어남에 특이한 복조가 많았다/其興多殊祚
세조가 처음 태어날 때/世祖始生時
광명한 빛이 집 안에 가득하였다/滿室光炳煒
스스로 적복부에 응하고/自應赤伏符
황건 가짜를 소탕하였다/掃除黃巾僞

모두 12구의 비교적 짧은 분량인데, 전8구는 한나라 고조 유방(劉邦. 재위 BC.202∼
BC.195. 묘호는 태조. 字는 季)에 관한 이야기고, 후4구는 후한 세조 유수(劉秀. 재위 25∼
57. 묘호는 세조, 시호는 광무)에 관한 이야기다. 먼저, 한 고조의 이야기를 보자. 제1~6구의
유계의 탄생담은 사마천 『사기』 <고조본기>의 첫머리에 실린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10) ‘유온
10) 高祖, 沛豐邑中陽里人. 姓劉氏, 字季. 父曰太公, 母曰劉媼. 其先劉媼嘗息大澤之陂, 夢與神遇. 是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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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룡과 교접하여 유계를 낳았다.’는 것은 건국시조의 신성한 탄생담으로, 일반적으로 건국
시조 탄생담에 자주 보이는 내용이다. 주목되는 내용은 제7~8구에 나오는 ‘적제자의 특이한
복조’에 관한 것이다. 유방은 장년에 사수정장(泗水亭長)이 되어 여산(驪山)의 황제릉의 조영
공사에 부역하는 죄수인부의 호송책임을 맡은 적이 있었다. 『사기』 <고조본기>에 따르면, 유
방은 많은 죄수들이 도망가자 모두 풀어준 뒤, 술에 취하여 밤중에 늪지의 좁은 길을 가게 된
다. 그때 큰 뱀이 길을 막고 있자, 그는 ‘장사로서 두려움 없이’ 검을 뽑아 뱀을 베었다. 그
후 노파가 울기에 한 사람이 연유를 물으니, ‘내 아들은 백제(白帝)의 아들인데, 적제(赤帝)의
아들에게 베임을 당했다.’고 했다.11) 이로 보면 적제자는 곧 유방이 된다. 그런데 적제자 유방
이 백제자 뱀을 죽인 것은, 밤중에 산길에서 그 뱀이 사람의 통행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한
고조의 기이한 일화가 많지만, 작가가 이 일화를 특별히 선택한 것은 무슨 이유이며, 이는 어
떤 의미를 내포하는 것일까? 필자는 작가가 ‘유방이 뱀을 퇴치하여 사람의 불편함을 없앴다.’
는 내용에 마음이 이끌렸을 것으로 본다.
위의 후한 세조에 관한 내용도 이런 ‘퇴치’의 측면이 특히 강하게 드러난다. 총4구의 시 가
운데 제9~10구는 세조의 ‘탄생의 신이함’에 관한 내용이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마지막 두
구로서, ‘적복부(赤伏符)에 응하고 황건 가짜를 소탕하였다’(自應赤伏符 掃除黃巾僞)는 내용의
함축적 의미이다. 먼저, 부낙성의 『중국통사』를 보면,12) 유수가 왕망(王莽. BC. 45~AD. 23)의
신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후한을 세우며, 다시 농민반란군을 제압하여 전국을 통일하기까지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다. 한나라 외척 왕망이 선양(禪讓)으로 찬탈하여 신(新)을 세우나, 과도한
개혁조치와 자연재해로 전국의 농민과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17년 산동지역에서 번숭(樊
崇) 등의 적미군(赤眉軍)과 호북성에서 왕광(王匡) · 왕봉(王鳳)의 녹림군(綠林軍) 등이 거병하
였고, 유연과 유수 형제도 용릉에서 기병한다. 유수가 왕망의 43만 군대를 곤양에서 대파하
자, 세력이 약화된 왕망은 반란군에게 피살된다(23년). 그 사이에 경시제(更始帝) 유현(劉玄)이
낙양에서 황제가 되고, 유수도 25년에 호남에서 황제가 된다. 그런데 번숭의 적미군은 경시제
에게 복속을 거부하고 유분자(劉盆子)를 황제로 내세운 뒤, 25년 장안을 공격하여 경시제를
살해한다. 그리고 유수는 27년에 장안의 적미군을 평정하였고, 그 후 전국에 군웅할거하던 제
왕, 장군들을 토벌하여 결국 36년에 전국을 통일하게 된다.
여기서 ‘적복부(赤伏符)에 응하고 황건 가짜를 소탕하였다’는 내용을 살펴보자. 『후한서』
<광무제기>를 보면, 25년 유수의 군대가 호현(鄗縣)에 도착할 때, 옛날 장안에서 유수와 함께
공부하던 강화(彊和)가 관중(關中)에서 ‘적복부(赤伏符)’를 바친다. 그것은 참문(讖文)으로, ‘유
수가 발병(發兵)하여 부도(不道)한 자를 토벌하니, 사이(四夷)가 운집(雲集)하여 용처럼 들판에
서 싸우다가, 사칠(四七. 228년) 만에 화덕(火德)으로 주인(임금)이 된다.’(劉秀發兵捕不道 四
夷雲集龍鬪野 四七際火爲主)13)는 글귀였다. 이에 신하들은 유수에게 ‘천명이 내린 부서(符瑞)
의 징험에 응하여 천자에 오르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유수는 이에 응하여 그 해 6월 황제위
雷電晦冥, 太公往視, 則見蛟龍於其上. 已而有身, 遂産高祖.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이하 동일함]
11) 高祖被酒, 夜徑澤中, 令一人行前. 行前者還報曰：「前有大蛇當徑, 願還.」高祖醉, 曰：「壯士行, 何
畏!」乃前, 拔劍擊斬蛇. 蛇遂分爲兩, 徑開. 行數里, 醉, 因臥. 後人來至蛇所, 有一老嫗夜哭. 人問何哭,
嫗曰：「人殺吾子, 故哭之.」人曰：「嫗子何爲見殺？」嫗曰：「吾, 白帝子也, 化爲蛇, 當道, 今爲赤
帝子斬之, 故哭.」人乃以嫗爲不誠, 欲告之, 嫗因忽不見.
12) 이하의 내용은 부낙성 외 2인, 『중국통사』, 신승하 역, 우종사, 1974, 168-175쪽을 정리한 것
임.
13) 범엽, 원문 역주 『후한서』1, 진기환 역, 명문당, 2018, 86-87쪽. 번역문은 필자가 조금 수정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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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오른다. 이때의 ‘천명’은 유수가 황제위에 오를 수 있는 정당성을 입증하는 징표일 것이니,
이런 천명을 받지 않았을 그 외 다른 천자들은 그에게 있어서는 모두 ‘가짜’가 될 것이다.
필자가 주목하는 바는 유수가 그러한 ‘가짜[僞]’를 물리치는 행적들이다. 다시 말하지만, 유
수에게 있어서 ‘가짜’는 한나라 황제를 빼앗은 군주들을 말한다. 그는 첫째 한나라를 찬탈하여
황제에 오른 왕망이 군대를 보내어 곤양을 공격하자, 그들을 대파한다. 이로 인해 ‘가짜 황제’
왕망은 반란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둘째 그는 경시제를 죽인 적미군14)을 토벌한다. 경시제
는 반란군에 의해 ‘가짜 황제’에 오르는데, 유수의 친형 유연을 살해한 탓에 유수에게는 원수
이기도 하다. 그런 경시제가 적미군에게 피살된 것이다. 적미군 역시 경시제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하고 역시 유분자를 ‘가짜 황제’로 내세웠다. 이처럼 적복부를 받은 유수에게는 사방에
‘가짜’뿐이었고, 그는 마침내 이들을 소탕하고 한나라를 되찾아 한을 계승하였다.
한 고조 유방이 밤중에 사람의 통행을 가로막는 뱀을 퇴치하고, 후한 세조 유수가 한나라를
찬탈한 왕망, 그리고 적미군(경시제 포함) 등을 소탕한다는 내용은, 본시의 전체 이야기에 비
하여 매우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작가는 수많은 창업군주 가운
데 특별히 ‘고조 · 세조’를 ‘초창군’으로 선택하고, 그 가운데 고조의 ‘백제자 뱀의 퇴치’와 세
조의 ‘황건 가짜 소탕’ 사실을 인용했다. 작가는 고조에게서 ‘백성들의 불편함을 제거하는 행
적’을, 세조에게는 ‘왕위를 찬탈하여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가짜들을 소탕하는 행적’을 보면
서, 어떤 통쾌함이나 대리만족을 느꼈던 것이 아니었을까? 과거급제 후 10년간 무관의 처지에
있던 이규보에게 무신 이의민(李義旼)의 집권은 자신의 불우함과 시대의 혼란을 가져오는 직
접적 원인으로 비추어졌을 것이고, 그런 불만을 제거해주는 ‘문학적 환상’을 거기에서 찾았을
것이다.
2) 무신집권자에 대한 대응으로서 <동명왕편>
고려 의종 24년(1170. 이규보 3세)에 정중부 · 이의방 · 이고 등이 반란을 일으켜, 수많은
문신을 죽이고 의종을 폐위한 뒤 그 아우 명종을 왕으로 옹립한다. 소위 ‘무신의 난’이다. 이
규보는 <전집>의 ‘연보’에 따르면,15) 이의민이 정권을 잡은 이듬해인 18세(명종15,1185)에 국
자감시에서 낙방한 뒤, 오세재의 소개로 ‘죽림고회’에 나가 풍류를 즐기면서 과거시험 준비에
소홀히 한다. 그 후 22세에 국자감시 십운시 분야에 1등으로 뽑혔고, 다시 23세에 예부시 제
술과에 동진사(同進事)로 합격한다. 그러나 24세에 부친의 죽음으로 천마산에 우거(寓居)하면
서 백운거사로 자호(自號)하며 현실을 초탈하려고 한다. 그러나 출사(出仕)에 대한 욕망을 숨
길 수 없어서, 26세에는 시랑(侍郞) 장자목에게 ‘백운시’를 지어올리며 구직을 부탁하지만 실
패한다. 그는 그 후 32세(1199)가 되어서야 최충헌으로부터 ‘전주목 사록(全州牧司錄) 겸 서기
(書記)’를 겸임하는 벼슬을 겨우 얻게 된다. 이처럼 그는 급제 후 거의 10년간 무관(無冠)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14) 적미군은 신나라 왕망에 대항한 농민반란군인데, 22년 왕망의 10만 대군과 대적할 때 지도자 번
숭이 아군에게 서로 알아볼 수 있도록 ‘눈썹에 붉은색을 칠하게’ 했다. 그 후로 번숭의 반란군을
‘적미(赤眉)’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동명왕편>에 나오는 ‘黃巾’은 작가가 ‘赤眉’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황건적은 후한(後漢) 말 태평도(太平道)의 교주 장각(張角)이 이끈 농민반란군을 말한다.(이
상은 ‘네이버지식백과’, 녹림과 적미의 봉기/황건적)
15) <전집>에 실린 ‘연보’ 외에 김용선의 다음 저서가 참고가 된다. 김용선, 『이규보 연보』, 일조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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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와 아래를 바라보니 지난 세월이 놀라와/俯仰頻驚歲屢更
십 년을 지났어도 나는 한 서생이로다(...)/十年猶是一書生
얻은 것은 털끝만하고 잃은 것은 산더미 같아/得僅毫氂喪似崖
십년 동안 떠도는 신세 한결같이 곤궁쿠나/十年檻籠困徘徊(<重遊北山 二首>, 전집 권1, 고율시)
(2) 나 백운거사도 본시 미친 사람으로/白雲居士本狂客
십여 년 동안 하는 일 없어/十載人間空浪迹(<全履之家 大醉口唱 使履之走筆書壁>, 전집 권5, 고율시)
(3) 언제나 벼슬이 없어/常無官常無官
사방으로 걸식함을 즐기는 바 아니나/四方餬口非所歡
날 보내기 지루함을 면하고자 함이라/圖免居閑日遣難
아, 인생 일세 받은 운명 어찌 그리 괴로운가/噫噫人生一世賦命何酸寒(<無官嘆>, 전집 권3, 고율시)
(4) 절룩대며 이리저리 다니는 나는/蹇予誠齷齪
태어난 운명이 정말 기구해(...)/賦命實崎嶇
동문들은 모두 드날리건만/同門皆振翮
오직 나 홀로 뒤처졌구나/唯我尙搶楡
젊었던 옛모습은 점점 사라지고/故故容顔改
세월만 자꾸 흐른다(...)/垂垂歲月徂
말세 만난 것도 슬픈 일인데/自嗟遭世晩
남들은 나를 오활하다 나무라네(...)/人道與時迂
기국과 지식이 아무리 얕다 해도/器識雖云淺
마음속에 쌓은 포부 펴고 싶다오/心肝要欲刳(<呈張侍郞自牧一百韻>, 전집 권1, 고율시)

자료1),2)를 보면, 작가는 급제 후 10년간 벼슬 없이 지냄을 한탄하며, 자신의 신세가 곤궁
함을 토로한다. 자료3)에서는 사방을 걸식하며 돌아다니는 처지가 괴롭다고 했다. 자료4)가
<시랑 장자목에게 바치는 백운시>의 일부인데, 여기서도 기구한 운명을 탄식한다. 그는 특히
급제한 다른 동문들은 이미 벼슬길에 나아갔지만, 오직 자신만 뒤처져 세월만 흐르고 있는 안
타까운 신세라고 자탄한다. 그리하여 마음속의 ‘포부’를 펼치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한다. 그는
이 시에서 당대의 세상을 ‘말세’라고 지칭했다. 이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벼슬할 수 없는 세상,
무신이 집권하고 왕권이 나약해진 세상 등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4) 세상사람 모두 나를 잊어버리니/世人皆忘我
사해의 한 몸이 외롭구나/四海一身孤
어찌 남들만 나를 잊을 뿐이랴/豈唯世忘我
형제도 모두 나를 잊는다오/兄弟亦忘予(<詠忘>, 전집 권1, 고율시)
(5) 아아, 온 나라 사람이 저를 광인으로 여기지 않는 이가 없는데, (...) 제가 혹 술에 취하여 미친 듯이
고함을 쳐도 각하께서 오히려 미치광이로 여기지 않고 ‘이 사람은 정말 미친 것이 아니라, 다만 재주가
있으면서도 드날리지 못하여 풀 데가 없으므로 이러는 것이다.’ 하셨다.16)

자료4)에서 그는 벼슬로 이름을 날리지 못하자,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나를 잊는
다고 했다. 그가 취하는 방법은 위의 자료3)에서처럼 사방을 걸식하며 다니거나, 자료5)에서처
럼 술에 취하여 간혹 미친 듯이 소리를 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狂人]’
로 여긴 듯하다. <칠현설(七賢說)>에서도 “내가 젊어서 이처럼 미치광스러웠으므로 세상 사람

16) 嗟乎 一國之人莫不以僕爲狂人(...) 僕或被酒狂叫, 閣下猶不以爲狂, 而乃曰, 此子實不狂也, 但緣有才
不奮, 無所發洩而爲此也.(<呈尹郞中威書>, 전집 권26,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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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모두 나를 광객으로 지목했다.”(予少狂如此, 世人皆目以爲狂客也. 전집 권21, 설)고 술회
했다. 그가 그런 행세를 취한 것은 ‘재주가 있으면서도 벼슬을 얻어 이를 펼칠 수 없었기’ 때
문이다.
그런데 어디 답답한 심정을 술이나 미치광이 짓으로만 풀었을까? 세상사 온갖 잘못된 형편,
무신집권층과 왕 등 위정자에 대한 불만 등을 직설적 언어가 아니라면, 다른 무엇으로 풀었을
것으로 본다.
(6) 혀가 있어도 말 못하고/有舌不可掉
눈이 있어도 눈물 내지 못하네/有眼不可泣
누가 내 마음 알아주는지/誰能測予懷
종일토록 혼자 답답하기만 하구나(...)/竟日空悒悒
근심하는 뜻이 너무나 깊어/所憂意殊深
발 모으고 하늘을 쳐다보고 섰네/疊足仰天立
하늘을 쳐다보고 더욱 마음 상하는 것은/仰天益自傷
북두가 너무 멀어 만져볼 수 없어서이네(...)/北斗不可挹
승냥이 호랑이가 각처에 꽉 찼으니(...)/豺虎滿州邑
아, 거듭 말하기도 어렵구나/嗚呼難重陳
소인들이 귓속말로 소곤거리니/兒小言咠咠(<感興>, 전집 권8, 고율시)
(7) 윤세유는 문학(文學)으로 세상에 명성이 있었으나 술과 여색을 좋아하였고, 국정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번번이 시에 의탁하여 남을 헐뜯었으므로 세상에서 미친 사람[狂人]이라고 불렀다.17)

자료6)에서 그는 ‘혀가 있어도 말 못하는’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했다.
그런데 북두, 곧 임금은 너무 멀어서 이를 아뢸 수 없는데다, 사방에 승냥이와 호랑이(간신들)
가 가득해서 그런 말도 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는 다른 방법, 곧 문학적 장치를 동
원하여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피력했음에 틀림없다. 자료7)이 좋은 예가 된다. 윤세유는 윤관
(尹瓘)의 손자로서 희종(熙宗) 때에 우어사(右御史)가 된 인물인데, 그는 문학으로 유명하여
‘국정에 불만이 있으면 곧잘 시(詩)에 의탁하여 남을 헐뜯었다’고 했다. 이는 ‘혀가 있어도 말
못하는’ 심정의 이규보에게도 적용되는 바다. 그가 ‘말세’라고 본 당대는 무신집정 시기, 구체
적으로 말하면 ‘이의민이 집권하던 명종대’를 말함이니, 그는 <동명왕편>을 통해 그 말세에
대한 불만을 직접 말로 드러내지 못하고 이것을 시로 에둘러 표현했을 것으로 본다.18) 김상현
은 고려후기에 영사시(詠史詩)가 등장하는 점에 주목하고, 영사시의 장점의 하나로서 ‘역사적
교훈을 시휘(時諱)에 저촉될 염려가 적은 시에 담아서 현실을 은근히 비판함’이라 한 뒤, 그
예로 <동명왕편>과 <제왕운기>(이승휴) 등을 거론했다.19) 시인이 ‘시휘에 저촉될 염려’ 때문에
영사시를 통해 ‘자신의 진심을 숨겨서 은근히 표현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숨겨진 ‘이
면적 동기’가 말미부에 담겨 있다고 본다.
이제 필자는 앞 장에서 말했던, <동명왕편>의 말미부의 ‘고조 · 세조’의 고사가 무신정권에
17) 世儒, 以文學名世, 喜酒色, 朝政有不稱意者, 輒托詩謗訕, 時號狂人.(『고려사』 권96, 열전 권9, 諸
臣, 尹瓘 附世儒).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기사 원문과 번역문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
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의 것을 인용함.
18) 비록 이규보가 노년에 지은 시이지만, 다음의 시구는 ‘자신의 분노를 시로 토로하는 상황’을 잘
대변해준다. “시에 광증을 쾌히 쏟아 내라 한다 / 가슴에 찬 장한 분노 토하고야 말아 / 인하여 미
친 노래 남겨 준다.”(請我快放詩中顚 / 塡胸壯憤吐乃已 / 因之留贈狂歌篇.<留醉閔判官光孝家 主人
乞詩 走筆贈之>, 전집 권3, 고율시)
19) 김상현, 앞의 논문, 87-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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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작가의 대응의식이 담겼다고 보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당대의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지 조심스럽게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바가 바로 무신란으로 폐위된 ‘의종
과 그의 죽음’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사』 ‘이의민(李義旼)’ 열전에 자세하다. 이를 보면, 명
종 3년에 김보당이 ‘의종 복위’를 내세우며 난을 일으키자 정중부와 이의방 등이 남로병사 장
순석을 시켜 의종을 경주로 옮겼고, 이의민과 산원(散員) 박존위(朴存威)를 경주로 보냈다.
(8) 이의민은 의종을 곤원사(坤元寺) 북쪽 연못가로 불러서 술을 올린 뒤, 의종의 척추를 꺾어 죽였다.
박존위가 의종의 시신을 이불에 싸서 가마솥 두 개와 함께 묶어서 연못에 던졌다. 며칠 뒤 전 부호장(副
戶長) 필인(弼仁) 등이 몰래 관을 마련하여 시신을 물가에 묻어주었다. 이의민은 스스로 공을 내세워 대
장군(大將軍) 벼슬을 받았다.20)

이를 보면, 정중부(鄭仲夫)와 이의방(李義方)의 명령을 받은 이의민은 폐위된 의종을 경주에
서 시해하고 그 공로로 대장군에 올랐다. 그런데 ‘신하가 국왕을 강제로 폐위하고 그 왕을 시
해하는 일’은, 고려 당대에 받아들이기 힘든 중대한 사건임21)에 틀림없다. 이 일은 조야(朝野)
나 민간백성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이 일이 있은 뒤 이듬해 1월에 귀법사(歸法
寺), 홍화사(弘化寺) 등 개경의 여러 절 승려 수천 명이 이의방 형제를 죽이려고 성을 공격하
였다가, 쌍방에 많은 수가 죽는 일이 발생한다. 이때 이의방이 병사를 보내 여러 절들을 파괴
하자, 그의 형 이의준(李俊儀)이 이의방의 세 가지 죄악을 거론하면서 만류한다. 그 죄악의 첫
번째가 바로 ‘임금을 추방하여 죽이고, 그 희첩과 저택을 취한 일’(放君而弑之, 取其第宅姬妾,
一也)22)이었다. ‘귀법사 승려들의 난’에서 유념할 것은 ‘승려들이 의종을 죽인 이의방을 제거
하기 위해 거사했다’는 점이다. 국왕의 시해는 그들 거사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
일은 심지어 이의준까지 분명하게 인식되어서, 동생 이의방에게 그의 죄목으로 거론할 정도였
다.
같은 해 9월에는 서경유수(西京留守) 조위총(趙位寵)이 의종을 죽인 ‘정중방 · 이의방의 토
벌’을 목적으로 동북면 양계에서 군대를 일으켰다. 그는 금나라에 표문을 올려 ‘이의방이 의종
을 폐위하고 시해한 죄’를 아뢰기도 했다.(『고려사절요』 권12, 명종5년 7월) 이 틈을 타서 정
중부가 이의방을 살해하여 권력을 장악하였고, 그는 반란을 무마하려고 명종 5년 5월에는 의
종의 장례를 정식으로 지냈다.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고려 국왕이 가지는 위상이 컸음을 그가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23) 이 반란의 와중에 조정에서 파견한 사신이 백성에게 살해되는 일
이 발생한다.
(9) 장군 박존위(朴存威)가 사신이 되어 운중도에 있으면서 매번 의종의 시신을 넣을 가마솥을 바친 일
을 자랑하자, 운중도 사람들이 조위총에게 호응하여 마침내 박존위의 목을 베었다.(將軍朴存威, 奉使在雲
中道, 每誇納釜之事, 雲中人應位寵, 遂斬存威. 『고려사』, 열전 권13, 諸臣, 趙位寵)

박존위는 자료8)에 나온 인물인데, 주목되는 바는 그가 의종의 시신을 유기(遺棄)했음을 운
중도 백성들이 알고는 조정에서 파견한 사신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였다는 점이다.
이는 백성들도 국왕의 시해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집권 무신
20)『고려사』, 열전 권41, 叛逆, 李義旼.
21) 조희종, 고려 무신집권기 조위총 반란의 성격과 그 의미, 『사림』 67, 수선사학회, 2019, 125쪽.
22) 『고려사절요』 권12, 명종 4년 1월.
23) 조희종, 앞의 논문,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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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사이에도 일반적인 것이었다.
(10) 장군 경대승이 정중부와 사위 송유인을 베어 죽였다.(...) 정중부 등이 변란이 일어난 것을 듣고
도망쳐 민가에 숨었으나, 모두 사로잡아 베어 죽이고 머리를 저자거리에 효시하였다. 중앙과 지방에서
크게 기뻐하였다(中外大悅).(...) 조정의 벼슬아치들이 궁궐에 와 축하하였다. 경대승이 말하기를, “임금을
시해한 자가 아직 살아 있는데 어찌 축하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의민이 이것을 듣고 크게 두려워
하였다.(『고려사절요』 권12, 명종 9년 9월)
(11) 경대승의 졸기 : 가을 7월 장군 경대승이 죽었다.(...) 의종을 시해한 자를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그 일은 어렵고 커서 칼날을 숨기고 꺼내지 못하였다(欲討弑毅宗者, 以其事艱大, 隱忍未發).(『고려사절
요』 권12, 명종 13년 7월)
(12) 최충헌 형제가 군사를 거느리고 궁문으로 나아가서 (왕에게) 아뢰었다. “적신(賊臣) 이의민은 일찍
이 임금을 시해한 대역의 죄를 범하고 생민을 학대하였으며 왕위[大寶]를 엿보았으니, 신들이 미워한 지
오래되었습니다(臣等疾視久矣).”(『고려사절요』 권13, 명종 26년 4월)

위의 밑줄 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10)을 보면, 경대승이 의종 시해의 책임이
있는 정중부를 죽이자 중앙과 지방[中外]이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 의종의 시해는 전국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누구나 그 책임자를 문책하고자 했던 저간의 사정을 짐작하게 한다. 경대승
이 조정에서 이 일을 축하받자, 아직도 의종을 시해한 당사자 이의민이 살아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이의민의 제거는 장군 경대승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것은 자료11)이 말해주거
니와, 그 일이 ‘어렵고 크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칼날을 숨긴 채 때만 기다린 듯하다. 이의
민은 명종 26년(1196) 4월에야 최충헌 형제에게 제거된다. 최충헌은 거사 후 왕에게 이 사실
을 아뢰면서, ‘이의민을 미워한 지 오래되었다’고 했다. 무신 최충헌조차도 오래 전부터 이의
민을 제거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인데, 그는 이의민 제거를 쿠데타의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
다.
이처럼 조야(朝野)뿐만 아니라 중외(中外) 등 고려 사회가 ‘의종의 폐위와 그 시해’를 범죄
로 여겼다고 할 때, <동명왕편>의 작가인 청년 이규보 역시 이와 같은 반감을 갖고 있었을 것
으로 짐작된다. 게다가 그는 급제 후 10년 동안 무관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누구나
그렇듯이 이규보도 무신정권에 대해 반감을 가졌으며, 특히 국왕을 시해한 이의민이 제거되기
를 바랐을 것이다. 『고려사절요』에서 ‘최충헌 형제가 명종을 폐위하고 신종을 옹립하는 기사’
에 관한 사평(史評)을 보면, ‘이의민은 필부이니, 사자를 보내 임금 시해의 죄를 물어 목을 베
고 멸족하는 것이 옳다.’(『고려사절요』권13, 명종 27년 9월 20일조)고 했다. 앞서 본 무신집권
자뿐만 아니라 문신들도 이런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아, 이규보도 같은 마음을 가졌음에 틀림
없다. 무인집권자들 특히 이의민은 ‘백성들을 수탈하고 질곡에 빠뜨리고 왕을 미약하게 만들
어, 장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존재’였으며, 이규보에게 있어서 그는 단지 왕권과 상관없는
‘가짜’였을 것이다. 그런 ‘가짜’는 ‘후한 세조 광무제의 사적’에서 보았듯이, 누군가 소탕해야
마땅하다. 이규보는 ‘무신집권자 가짜’를 소탕하기를 원하였고, 그런 심정을 피력하기 위해
<동명왕편>을 창작했을 것이다.
지금 와서는 왜 궁곤에 빠져/晩落蟠泥困
칼날 어루만지며 탄식만 할까/那堪撫劍吁(<呈張侍郞自牧一百韻>, 전집 권1, 고율시)

이 시에서 ‘칼날을 어루만지며 탄식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아마도 자료11)에서처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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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이 ‘칼날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작가
는 <동명왕편>에서 수많은 창업군주 가운데 특별히 ‘고조 · 세조’를 ‘초창군’으로 선택하고,
그 가운데 고조의 ‘백제자 뱀의 퇴치’와 세조의 ‘황건 가짜 소탕’ 사실을 인용했다. 작가는 그
런 고사에서 어떤 통쾌함이나 대리만족을 느꼈고, 그리하여 광무제 유수가 ‘황건 가짜를 제거
한 것’처럼 누군가가 ‘의종을 시해하고 또 명종 위에 군림하면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무인집권
세력 특히 이의민 ‘가짜’를 제거해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작가는 이런 마음을 은근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다고 본다. 이것이 곧 ‘이면적 창작 동기’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작가
는 궁극적으로 무신집권을 끝내고, 명군(明君)이 인의로 세상을 교화하는 유가적 이상세계를
원하였다. 이 작품의 본시 말미부에 보이는 ‘명군의 유가적 통치관(감계주의)’이 그것이니, 이
것은 <동명왕편>에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창작 동기’라 할 것이다.
4. 결론
필자는 <동명왕편> 창작 동기에 관한 선학들의 견해를 수용하되 본시의 결미부에서 언급된
‘전한의 고조’와 ‘후한의 광무제 고사’를 새로이 주목하고, 이것이 곧 작가가 내세우고자 했던
또 다른 측면의 숨겨진 ‘이면적 창작 동기’와 연관되었음을 밝히려고 하였다.
먼저, 이 작품의 본시를 ‘서두부, 본문부, 결미부’로 나누어 각 구성부분의 내용을 재정리하
였으며, 결미부가 병서 · 서두부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거듭 반복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서두 · 결미부는 병서와 함께 ‘작가의 소감과 논평’이 직접 드러나서 작가의 의견과 주장이 강
하게 제시되고 있었다. 필자는 이를 ‘표면적 창작 동기’라 하고,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곧 첫
째 병서에 나오는 것으로 ‘동명왕 이야기를 지어서 성인지도임을 널리 알리고자 함’, 둘째 결
미부에 나오는 것으로 ‘후대의 통치자가 가져야 할 치자의 윤리를 제시하기 위함’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결미부에서 ‘고조 · 세조’를 ‘초창군’으로 선택하고, 그 가운데 고조의 ‘흥기의 기
이한 조짐’과 세조의 ‘황건 가짜 소탕’을 내세운 이유를 검토하였다. 모두 12구의 짧은 분량인
데, 한 고조 유방이 밤중에 사람의 통행을 가로막는 뱀을 퇴치하고, 후한 세조 유수가 한나라
를 찬탈한 왕망, 그리고 적미군(경시제 포함) 등을 소탕한다는 내용을 보여준다. 필자는 이규
보가 고조에게서 ‘백성들의 불편함을 제거하는 행적’을, 세조에게는 ‘왕위를 찬탈하여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가짜들을 소탕하는 행적’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통쾌함이나 대리만족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음으로, 주로 이규보의 시 작품을 검토하였는데, 급제 후 10년간 벼슬 없이 지냄을 한탄하고
자신의 신세가 곤궁함을 토로하면서, 당대를 말세로 보았음을 확인하였다. 필자는 작가가 세상사
온갖 잘못된 형편, 무신집권층과 왕 등 위정자에 대한 불만 등을 시 곧 <동명왕편>으로 에둘러 표
현했을 것이며, 이러한 숨겨진 ‘이면적 창작 동기’가 말미부에 담겨 있다고 했다. 본시 결미부에서
‘고조 · 세조’를 인용한 것은 무신정권에 대한 작가의 대응의식을 반영하며, 특히 무신란으로 폐위
된 ‘의종 그리고 그의 죽음’의 문제와 관련된다.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의 사료를 통하여 볼
때, 집권 무신들, 문신들 그리고 일반백성들도 ‘국왕의 시해’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이규보도 똑같이 가졌을 것이고, 나아가 국왕을 시해한 이의민이 제거되기를 바랐을 것이
다. 무인집권자들 특히 이의민은 작가에게 왕권과 상관없는 ‘가짜’이고, 그런 ‘가짜’는 ‘후한 세조
광무제의 사적’에서 보았듯이, 고려 당대에도 누군가 소탕해야 마땅하다. 이규보는 ‘무신집권자 가
짜’를 소탕하기를 은근히 원하였고, 그런 심정을 피력하기 위해 <동명왕편>을 창작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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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분석기법을 활용한 <구운몽>의 감정 연구
강우규·김바로(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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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디지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구운몽>에 나타난 감정의 양상을 살펴보고 감정의
패턴을 분석하여, <구운몽>의 감정 서사구조를 파악하는 디지털 분석 방법론 탐색을 목표로
한다.
고전문학 영역에서 디지털 분석기법은 주로 언어분석 방법론, 네트워크분석 방법론, 공간분
석 방법론 등이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디지털 분석기법은 표상체(Sign)에 대한 수
치만을 도출할 뿐, 인문학에서 중시하는 표상체에 대응하는 해석체(Interpretant), 그리고 표
상체와 해석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1)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감정 분석은 표상체를 분석해서 해석체를 도출하는 디지털 분석기법
의 대표적인 예로서, 텍스트라는 표상체와 감정사전이라는 해석체를 상호 연결하여 대상 텍스
트를 분석 및 해석하는 방법이다.2) 하지만 한국어 텍스트에 나타난 감정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디지털 감정사전은 현재 긍정과 부정, 중립의 감정만 도출할 수 있고, 그것도 현대 한국어로
된 텍스트 데이터만 가능하다.3) 즉 중세국어로 된 <구운몽>을 토대로 다양한 감정의 양상을
자동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현대 한국어로 번역된 <구운몽>을 바탕으로 기
본 데이터를 구축하고, 자동 및 수동 입력 방식으로 감정 데이터를 구축한 후 연구를 위한 데
이터로 정제하였다. 이러한 정제 데이터를 토대로 문장유형별 감정의 빈도와 강도, 챕터별 감
정의 빈도와 강도, 인물 유형별 감정의 빈도와 강도 등 기본 감정의 양상들을 살펴보고, 감정
의 다양한 패턴들을 분석함으로써 <구운몽>에 나타난 감정이 서사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결과적으로 고전문학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분석 방법론을
탐색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1) 강우규,김바로, 빅데이터와 고전문학 연구방법론, 어문론집78, 중앙어문학회, 2019, 11쪽 참조.
2) 강우규,김바로, 빅데이터와 고전문학 연구방법론, 어문론집78, 중앙어문학회, 2019, 18쪽 참조.
3) 현재 웹상에 공개된 한국어 기반 디지털 감정사전은 서울대에서 만든 한국어 감정분석 코퍼스(KOrea
n Sentiment Analysis Corpus, KOSAC)이 유일하다. http://word.snu.ac.kr/kosac/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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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 분석 프로세스
본 연구는 <구운몽>의 감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 데이터 구축 → 감정 데이터 수동 및
자동 구축 → 감정 데이터 정제 → 분석 및 해석”이라는 연구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먼저 디지털 분석을 위해서는 현대 한국어로 된 텍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로
번역된 텍스트 데이터(정병설 역, 『구운몽』, 문학동네, 2013)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문장
별로 분절하여 기본 데이터(총 4798문장)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기본 데이터를 토대로 수동
버전과 자동 버전의 감정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전자는 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생 5명이 각 문
장에 나타난 다양한 감정과 그 강도를 수동으로 입력하였고, 후자는 KOSAC을 활용하여 긍
정, 중립, 부정 감정과 그 강도를 자동으로 도출하였다.
그런데 소설 작품에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이 녹아들어 있고, 이러한 감정들은 하나의 기
준에 근거하여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소설을 읽는 독자 개인마다 개별적인 차원에서 인지된
다. 또한 소설의 모든 문장들이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동 버전의 경우
학생 5명의 개별적인 감정 인식을 토대로 50여개의 감정들이 입력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석을
위한 감정 데이터의 정제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입력한 다양한 감정
들을 로버트 플루치크의 감정 이론(Robert Plutchik's Wheel of Emotions)에 근거하여 기
쁨, 슬픔, 신뢰, 공포, 놀람, 분노, 기대, 혐오 등의 기본 감정으로 정제하고, 감정을 포함하지
않는 문장은 중립 감정으로 파악하여 감정 데이터를 구축하였다.4) 이렇게 구축하고 정제한
<구운몽>의 감정 데이터는 아래의 <표-1>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1> 감정 정제 데이터 예시
정제된 데이터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감정별 빈도와 강도, 문장유형별 감정 빈도와
강도, 챕터별 감정 빈도와 강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본 감정의 양상을 분석하고 의미를
파악하였다.
4)

NRC-emotion은 다양한 감정들을 분노(anger), 기대(anticipation), 혐오(disgust), 두려움(fear), 즐
거움(joy), 슬픔(sadness), 놀람(surprise), 신뢰(trust) 8대 기본 감정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체계에
맞춘 이유는 추후 디지털 분석을 활용하여 <구운몽>의 한국어본과 영역본의 비교를 통해 감정의 보
편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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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본 연구는 <구운몽>의 감정 패턴을 살펴보았다. 감정의 패턴은 문장에 연속적으로 나
타나는 2, 3, 4, 5개의 감정을 그룹화하여 식별하였다. 예를 들어 위의 <표-1>에는 분노, 기
쁨, 슬픔, 중립, 공포의 감정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2패턴은 ‘분노-기쁨’, ‘기쁨-슬
픔’, ‘슬픔-중립’, ‘중립-공포’이고, 3패턴은 ‘분노-기쁨-슬픔’, ‘기쁨-슬픔-중립’, ‘슬픔-중립공포’이다. 4패턴은 ‘분노-기쁨-슬픔-중립’, ‘기쁨-슬픔-중립-공포’이고, 5패턴은 ‘분노-기쁨슬픔-중립-공포’이다. 이러한 감정 패턴은 감정의 서사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연
구에서는 패턴별 기본양상, 회차에 따른 패턴별 양상 등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3. 기본 감정의 양상과 의미
3.1 기본 감정의 전반적인 양상과 의미

<그림-1> 기본 감정별 빈도 및 강도
<그림-1>은 <구운몽>의 기본 감정별 출현 빈도와 강도를 나타낸 것으로, 막대그래프는 출
현 빈도를 꺾은선 그래프는 강도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감정의 출현 빈도는 중
립 감정이 41.01%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기쁨(18.98%), 슬픔(13.18%), 신뢰(8.35), 공포
(6.17%), 놀람(5.66%), 분노(3.86%), 기대(1.64%), 혐오(1.15%)의 순서별 비중을 확인할 수 있
다. 감정의 강도는 신뢰(3.373)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기쁨과 슬픔(각 3.187), 그리고 공포
(2.891), 놀람(3.064), 분노(3.022), 혐오(2.817), 기대(2.731), 중립(0)의 순서를 보여준다.
이러한 감정의 출현빈도와 강도는 작품의 성격이 어떠한지, 독자들이 작품을 통해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감정데이터는 작품에 반영된 작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
기도 하지만, 동시에 독자들이 작품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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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측면에서 출현빈도와 강도가 높은 기쁨과 슬픔, 신뢰 등의 감정은 <구운몽>의 성격을 이
해하는데 주요한 키워드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혐오의 감정은 1.15%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감정 대부분이 수치(공포+혐오), 의심(놀람+혐오), 회한(슬픔+혐
오) 등의 이중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혐오의 감정이 일반적으로 반동인물에 대
한 부정적 평가나 반동인물들의 부정적인 언행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구운몽>은
반동인물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없는 주동인물 중심의 작품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작품 속 기본 감정의 양상은 서술, 대화, 시문, 독백의 문장 유형에 따라 조금은 상이한 양
상을 보여준다. 이는 문장 유형에 따라 각각의 문장들이 작품 속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문장 유형에 따른 감정의 빈도와 강도를 나타내면 다음의 <표-2>, <그
림-2>와 같다.

<표-2> 문장유형별 감정 빈도

<그림-2> 중립 포함 유무에 따른 문장유형별 감정 강도
<구운몽>은 총 4798개의 문장으로 분절되고, 문장유형에 따라 서술 41%(1965개), 대화
50%(2397개), 시문 6.2%(298개), 독백 2.8%(133개)의 비중을 차지한다. <표-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감정 출현빈도는 기본적으로 문장 수에 비례하고, 다른 감정들보다 중립 감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서술은 타 감정에 비해 중립의 비중이 3배 가까이 높은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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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백은 중립보다 슬픔이 높은 비중을 보여준다. 이는 서술이 작품을 전개하는 기능을 주로 담
당하는 반면, 독백은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문장 유형별 감정의 강도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2>를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2>에서 중립을 포함할 경우 감정의 강도는 시문 > 독백 > 대화 > 서술
의 순서를 보여준다. 이는 시문과 독백이 감성적 또는 감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비하여 대화와 서술은 중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중립을 제외하고 감정의 강도를 측정하면, 시문 > 서술 > 독백 > 대화의 순서를 보
여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서술의 감정 강도 높아진 것이다. 이는 서술이 사건에 대한
설명 및 전개의 기능과 인물과 사건에 대한 평가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서술은 사건을 설명하거나 전개할 때는 중립적인 성향을 보여주지만, 인물과 사건에 대하
여 평가할 때는 작자의 의도를 강하게 반영하여 감정적인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다.
3.2. 기본 감정의 회차별 양상과 의미
<구운몽>의 16장으로 구성된 장회체 소설이다. 감정의 양상은 회차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
타는데, 이러한 회차별 감정의 양상은 <구운몽>이라는 작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먼저 <구운몽>의 회차별 감정의 강도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3> 중립 포함 유무에 따른 회차별 감정 강도
먼저 <그림-3>의 회차별 감정 강도에서 주목되는 점은 1, 4, 7회차이다. 회차 진행에 따른
감정강도 흐름을 비교했을 때, 중립감정을 포함했을 경우 1회차는 강도가 높아지고, 4, 7회차
는 감정 강도가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단 중립 감정의 강도가 0이라는
측면에서 중립 감정의 회차별 비중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다른 회
차에 비교하여 1회차는 중립 감정의 비중이 적고 4, 7회차는 중립 감정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회차별 중립 감정의 비중은 <그림-4>에서 16회차가 가장 적고,
13,14회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는 중립 감정이 감정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이지만, 기쁨과 슬픔 등 기본 감정의 회차별 빈도와 강도가 종합되었을 때 그 의미가 명확해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13회차이다. 13회차는 감정의 빈도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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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고, 감정의 강도(중립 포함 2위, 중립 제외 1위)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립
감정의 비중도 가장 높기 때문이다. 실제 13회차의 내용은 토번의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온 양
소유가 난양공주, 영양공주(정경패)와 혼인함으로써 8선녀의 환생과 결합을 완료하는 지점이
며, 양소유와 부인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흥미진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13회차의
내용은 성진의 품었던 욕망의 온전한 실현으로서 작품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한다. 이는 작품을
읽는 독자들이 13회차에서 감정적인 동요를 가장 크게 느낀다는 것으로, 수용자적 입장에서
<구운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양소유의 입신양명과 8선녀 환생과의 온전한 결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4> 회차별 기본 감정의 빈도
앞에서 <구운몽>의 기본 감정 빈도는 중립(41.01%) > 기쁨(18.98%) >

슬픔(13.18%) > 신

뢰(8.35) > 공포(6.17%) > 놀람(5.66%) > 분노(3.86%) > 기대(1.64%) > 혐오(1.15%)의 순서
를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림-4>에서 회차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감정 역
시 중립 감정이다.

그런데 나머지 감정들의 빈도 순서는 회차별로 다양한 변이양상을 보여준

다. “기쁨 > 슬픔 > 신뢰 > 나머지 감정”을 기준으로 이러한 변이 양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회차는 공포와 놀람(남주인공, 서술자)이 비중이 높아지고, 2회차, 3회차는 신뢰(서술
자, 여주인공)의 비중이 높아진다. 4회차는 신뢰, 공포의 비중이 높아지고( 남주인공, 여주인
공), 6, 8회차는 공포의 비중(남주인공)이 높아진다. 9회차는 공포, 분노의 비중이 높아지고,
10회차는 슬픔과 놀람의 비중이 높아지며, 11회차는 신뢰의 비중이 높아진다. 12회차는 슬픔
의 비중이 높아지고, 14회차는 공포, 놀람, 분노의 비중이 높아진다. 언급하지 않았던 5, 7,
13, 15, 16회차는 “기쁨 > 슬픔 > 신뢰 > 나머지 감정”의 기준과 같다.
이러한 감정별 빈도의 회차별 변이 양상은 당연히 회차별로 상이한 내용에 따른 감정의 차
이겠지만, 서술자의 개입 정도나 회차별로 중심되는 인물의 차이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들을 살펴보기 위해 서술자, 남주인공(성진과 양소유), 여주인공(팔선녀
및 각각의 환생) 각각의 회차별 감정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5, 6, 7>과 같다. 전반적
으로 서술자, 남주인공, 여주인공의 기본 감정별 빈도의 순서는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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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서술자의 회차별 감정 빈도
먼저 서술자의 감정 빈도는 작품 전체의 기본 감정 빈도와 비교했을 때 놀람이 공포보다 높
은 비중을 보여준다. 또한 1, 2, 3, 11, 14, 16회차에서 신뢰의 감정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1회차의 공포, 3회차의 기대, 8회차의 분노와 슬픔, 9회차의
분노 등이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6> 남주인공의 회차별 감정 빈도
남주인공인 성진과 양소유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공포의 감정이 신뢰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그리고 11회차에는 아예 남주인공의 감정의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11회차의 내용
이 이소화와 정경패의 만남을 담고 있으면서 남주인공인 양소유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
문이다. 회차별로는 1, 8, 10, 13, 16회차의 슬픔의 감정과 6, 13, 14, 15회차의 기쁨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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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준다. 챕터별, 서술자의 챕터별 감정 빈도의 경우 모든 회차
에서 중립 감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다면, 남주인공의 경우는 중립보다 높거나 비슷
한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1회차의 놀람, 4회차의 기대와 분
노, 14회차의 신뢰 등의 감정이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7> 여주인공의 회차별 감정 빈도
여주인공의 회차별 감정 빈도는 챕터별 감정빈도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상이함을 보여
주고 있다. 슬픔의 감정이 기쁨보다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놀람과 분노, 기대와 혐오가 상반
된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빈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1, 5, 15회차에서는 기쁨의 감정이 중립보다 높은

1, 2, 3, 5, 13, 15, 16회차에서는 기쁨이 슬픔보다 높은 빈도를 보여준다.

이외에도 4, 14회차의 공포, 13, 14회차의 분노 등의 감정이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아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운몽>은 기쁨, 슬픔, 신뢰 등을 주된 감정으로 하고, 주동인물
중심의 서사를 전개하면서 13회차가 절정인 작품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구운몽>의 주
된 감정은 서술자, 남주인공, 여주인공의 발화를 중심으로 파악된다. 중립 감정과의 관계 속에
서 서술자의 발화는 놀람과 신뢰의 감정이, 남주인공의 발화에서는 공포, 기쁨, 슬픔의 감정
이, 여주인공의 발화에서는 슬픔, 기쁨의 감정이 주목되다. 이는 인물에 따른 회차별 감정의
양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서술자의 발화는 모든 회차에서 중립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
면서 놀람과 신뢰의 감정이 돌출된다면, 남녀주인공의 발화는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중립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는 회차들이 존재한다. 이는 서술자의 경우 중립적인 성향이 강
하면서도 어떠한 사건이나 남녀주인공에 대한 발화에서 놀람과 신뢰의 감정을 표출하는 경향
이 강하다는 것이고, 남녀 주인공은 만남과 헤어짐에 따라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큰 폭으로
표출하는 감정적인 인물임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남주인공은 공포의 감정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데, 이는 순수한 공포도
있지만 염려(기대+공포), 경외(놀람+공포), 순종(신뢰+공포) 등 이중적인 감정들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만큼,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는 인물임을 나타낸다. 여주인공의 경우는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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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만남 못지않게 여주인공들끼리의 관계에서 기쁨의 감정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데, 이는
근대 초기 <구운몽>을 ‘지금까지 창작된 가장 감동적인 일부다처 로맨스로서 이해할 수 없을
만치 먼 과거의 원시적이며 소박한 양태이지만 그 주인공들이 서로 헌신하는 이야기’5)로 파악
하였던 영국의 여성독자 스콧의 시선과 연결된다.

4. 감정 패턴의 양상과 의미
본 연구에서 진행한 감정 패턴 분석은 작품 속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양상을 분
석하여 어떠한 감정이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서사의 진행에 따른 감정의 흐름
은 어떠한지를 파악함으로써 감정의 서사구조를 도출해보고자 한 것이다. 연속되는 감정의 양
상을 2패턴, 3패턴, 4패턴, 5패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운몽>에 나타나는 감정의 패턴은 매우 다양한데, 지면의 한계상 모든 감정의 패턴을 제
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빈도가 높은 패턴들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3> 감정 패턴별 빈도수 Top 9
기본적으로 <구운몽>은 중립의 감정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 패턴
에서도 중립 감정의 패턴들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준다. 그런데 기쁨과 슬픔의 감정 패턴은
기본 감정의 양상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패턴별로도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기본
감정의 양상에서 기쁨은 슬픔보다 많은 빈도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2패턴에서 기쁨을 포함한
패턴들이 슬픔을 포함한 패턴보다 높은 빈도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3,4,5패
턴에서는 슬픔으로만 이루어진 패턴이 기쁨을 포함한 패턴보다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5) 이상현, 「동양 異文化의 표상 一夫多妻(polygamy)를 둘러싼 근대 『구운몽』 읽기의 세 국면 – 스콧
(Elspet Robertson Keith Scott), 게일(James Scarth Gale), 김태준의 『구운몽』 읽기-」, 『동아시아
고대학』15, 동아시아고대학회, 2007, 39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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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사 전개에 있어서 기쁨의 감정보다 슬픔의 감정이 지속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자세한 감정 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회차별 감정 패턴의 빈도 Top5와 그 감정 강
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8> 회차별 2패턴 감정 빈도 및 강도 Top5
회차별 감정 2패턴은 평균적으로 중립/중립 패턴이 가장 높고, 기쁨을 포함한 패턴이 그 다음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15회차는 유독 기쁨/기쁨의 패턴이 가장 높게 나타나
고, 7, 8, 12회차는 슬픔/슬픔 패턴이 기쁨을 포함한 패턴보다 높은 빈도수를 보여준다.

<그림-9> 회차별 3패턴 감정 빈도 및 강도 Top5
그런데 회차별 감정 3패턴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중립/중립/중립이 가
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15회차에서 기쁨/기쁨/기쁨 패턴이 중립 패턴보다 높은 빈도를 보
여준다는 점에서 2패턴과 공통된 양상을 보여주지만, 상대적으로 슬픔 중심 패턴의 빈도가 높
고, 8, 12회차에서는 슬픔/슬픔/슬픔 패턴이 중립/중립/중립 패턴보다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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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차이는 감정 4, 5 패턴의 회차별 양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10> 회차별 4패턴 감정 빈도 및 강도 Top5

<그림-11> 회차별 5패턴 감정 빈도와 강도 Top5
3, 4, 5패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8회차의 슬픔 패턴은 양소유가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하는 진채봉의 감정, 난양공주와의 사혼 명령에 대한 정사도와 가춘운의 감정, 사혼명령
을 거부하는 상소에 나타난 양소유의 감정이 중심이 된다. 다음으로 12회차의 슬픔 패턴은 홀
로 계신 어머니를 떠올리는 양소유의 감정, 정경패가 죽였다고 속이는 정십삼랑과 가춘운의
감정, 정경패가 죽었다고 속는 양소유의 감정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15회차의 기
쁨 패턴은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감정의 연속에서 찾아진다. 이를 통해 볼 때 감
정 패턴 분석은 2패턴보다 3, 4, 5패턴의 감정 분석이 보다 실제 작품의 내용과 합치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회차별 감정 5패턴은 3, 4패턴과는 또다른 차이를 보여준다. 1, 6회차에서 슬픔 패
턴의 빈도가, 13회차에서 분노 패턴의 빈도가 돌출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1회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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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 패턴은 성진이 팔선녀를 만난 이후 번뇌할 때의 감정, 연화도량에서 쫓겨날 때의 감정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6회차의 슬픔 패턴은 장여랑(가춘운)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양소유의 감정,
사신으로 연에 가는 길에 계섬월을 만나지 못하고 느끼는 양소유의 감정, 양소유가 연에서 돌
아오면서 다시 만나게 된 계섬월의 감정 등이 중심이 된다. 13회차의 분노는 양소유를 속이기
위해 영양공주(정경패)가 진채봉을 통해 양소유에게 보낸 전언의 감정, 그리고 부인들에게 속
았다는 것을 안 양소유의 감정이

중심이 된다. 이를 통해 볼 때 감정 5패턴 분석은 다른 패

턴 분석보다 인물들의 구체적인 감정을 포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구운몽>은 슬픔의 감정이 기쁨의 감정보다 지속력이 강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 3, 4, 5패턴의 비교 결과를 통해서 감정의 지속력이 보다 구체적인 인물들의 감정을
포착하고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디지털 분석방법과 연구자의 직
관적 내용 분석, 혹은 독자들이 강한 인상을 받는 내용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할 수 있는 단초
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결론은 생략하고,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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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이》 설화 속 ‘신랑 되기’의 양상 재고
-각 편에 내재한 ‘공포’의 이면을 중심으로김용선(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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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의 신체는 데칼코마니(Décalcomanie) 그림처럼 좌우대칭을 이룬다. ‘균형’과 ‘기능’을
위한 좌우대칭이다. 좌우대칭인 우리가 좌우비대칭 존재를 만난다면 어떤 느낌일까? 〈반쪽이〉
라 불리는 구전설화.1) 제목부터 어딘가 불편함을 주는 오랜 서사는 채록된 것만 21편에 달한
다.2) 이는 ‘불균형’에 관한 서사이기에 청자, 독자에게 당혹감을 불러일으킨다. 결말로 갈수록
당혹감은 커지는데, 그 때문인지 다른 광포설화에 비해 전승 편 수가 많지 않다. 선행 연구
역시 설화군의 너비와 비례한다. 그간 열두 편의 학술·학위 논문이 선행연구로 남았다.
선행 연구는 분석심리, 교육심리3), 비교문학4), 아동문학5), 서사전승의 다섯 가지 접근·분석
1) 김환희(2013)의 지적대로 전승에 있어서나 학자들의 표기에 있어서 그간 다양한 명칭이 부여되었다.
학계에서는 주로 ‘외쪽이’/‘반쪽이’의 명칭을 나누어 써 왔다. 설화 명칭이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나, 본고는 김환희, ｢한국 〈반쪽이〉 설화의 세계적인 보편성과 한국적인 특수성에 관한 연
구｣ 380쪽 각주 8번을 참조하여 ‘반쪽이’ 표기를 택했으며, 부득이 채록 설화 명칭이 다른 경우에 한
해 해당 채록 명칭을 따르기로 한다. 김환희의 논문은 전승설화에서의 다양한 이칭도 소개·정리하고 있다.
2) 김금자(2011)의 각 편 현황에 따르되 심의린이 개작한 두 편의 동화는 제외한 숫자이다.
3) 김기호(2004), 성정희(2008)와 정하연(2011)
4) 김환희(2013a)는 외국의 《반쪽이》 서사군과 한국 《반쪽이》 서사군을 비교하여 한국의 《반쪽이》가 인
도, 이란, 팔레스타인, 북부 아프리카 수집 유형과 유사하나 우리의 《반쪽이》 설화가 갖는 특수성으로
‘반쪽이의 괴력’, ‘납치혼에서 벌어지는 난장판과 탈춤 혹은 꼭두각시놀음의 그로테스크 놀이공간과의
유사성’, ‘혼인 모티프의 강조’를 지적하였다.
5) 김환희(2013b)에 이어 조준호(2013) 역시 김환희와 마찬가지로 반쪽이 전래동화에 나타난 설화의 의
미 변용을 분석한 바 있다. 반쪽이 설화에서 ‘반쪽’의 의미를 신체적 장애, 사회적 신분의 열등, 가족
내에서 약자로의 위상, 능력부족 등의 열등의식 요소 상징으로 파악하였으며 배필을 얻은 반쪽이가
재주를 넘고 온쪽이로 변하는 서사에서 ‘반쪽’을 “음양 이치 차원에서 미혼 상태의 결핍상황”으로 파
악했다. 나아가 조선시대 과거제도 하에서 서얼을 반쪽 양반으로 차별하던 정황이 설화에 반영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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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누어진다. 분석심리학의 입장에서 신연우(2002)는 융의 분석심리학을 활용하여 외쪽이
를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내적 의미로 파악하고, 이기적인 형들은 세계와 단절된 의식의 존재
로 보았다. 김지연(2017)은 반쪽이를 “무의식에서 태어난 정신적 체험의 상징”으로 보며, 형들
의 거부반응은 집단적 의식이 갖는 무의식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분석했다. 호랑이 역시 무의
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대상인 괴물로 해석했다. 반쪽이를 일종의 ‘트릭스터’
로 인식한 것이 특징이다. 전승서사구조 분석으로 김나영(2006)은 정상적 수준의 몸 형상을
지니지 못한 등장인물의 사회적 수용 과정에 초점을 둔 분석을 시도했다. ‘몸―비틀어짐―변
신’이라는 전제 하에서 범 소탕 전후와 색시 약탈 전후에 나타난 반쪽이의 변화를 주목했다.
반쪽이의 외적 형상의 의외성을 그로테스크 미학개념으로 인식하여 ‘낯설게 하기’의 기능과
연결지었다. 김금자(2012)는 서사적 흐름을 “괴력의 발휘→자아 찾기→지혜 발견”의 차원으로
보고 이 과정을 영웅 서사의 행적과 유사한 것으로 읽었다.
본고는 선행연구 성과 중 ‘분석심리’와 ‘서사전승’ 분야의 해당 성과를 반영하여 《반쪽이》
설화를 분석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반쪽이》 설화 화소에 ‘혼인담’이 삽입되어 있음을 지
적했음에도 《반쪽이》 설화를 ‘혼인설화’ 갈래로 파악하여 집중 조명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연구자는 대부분의 설화 각 편이 ‘혼인담’ 형태로 끝맺는 것에 궁금증을 갖고 반쪽
이의 ‘신랑 되기’ 양상을 서사 속 인물 간 상황과 심리분석을 통해 살핀다. 분석심리학 접근의
선행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설화 속 반쪽이의 존재를 보다 일상에 가깝게 분석하고, 서사가 갖
는 방향성의 심리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화소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구조와 화소를 통해 신
랑자격을 획득해가는 반쪽이의 일면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혼인담의 성격까지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서 탐색하는 《반쪽이》 설화 범주는 아래 표에 제시된 것처럼 192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에서 채록된 일곱 편으로 한정한다.6)
순서
[1]
[2]
[3]
[4]
[5]
[6]
[7]

제목
〈반쪽이〉
〈외쪽이〉
〈외쪽이〉
〈외쪽이〉
〈외쪽이〉
〈반쪼가리〉
〈반쪽이 이야기〉

채록지역
경기도
경기도
평안북도
평안북도
평안북도
경상남도
서울

채록연도(제보자 성별)
1927년
1930년 (여)
1932년
1932, 1936년
1936, 1937년
1971년
2009년 (여)

Ⅱ. 《반쪽이》 설화의 구조, 화소 분석
ⅰ. 특이한 출산, 공포의 잠재태(潛在態)
구전설화에는 대체로 명명법(Appelation)이 적용되지 않는다. 역사적 인물이나, 상징적 인
물을 중심으로 하는 전설의 경우를 제외하고 민담에서 인물에게 부여된 ‘이름’을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인데, 《반쪽이》 역시 마찬가지이다. ‘반쪽이’라는 명칭은 그의 특이한 신체적 특징을
대상화한 명칭일 뿐, 인격을 지닌 ‘이름’과는 거리가 멀다. 이름 없는 호칭에 가까운 ‘반쪽이’
가능성도 제기했다.
6) 1975년 강원도 江陵市에서 채록된 〈반쪽이〉는 반쪽장군이 되어 나라의 난리를 평정하고 임금으로부
터 사랑받는 영웅이 되는 영웅서사이며, 1973년 河東邑에서 채록된 〈不運한 壯士〉는 아기장수설화
화소가 차용된 서사이다. 이 두 편은 《반쪽이》 설화군에서 방향성이 다른 각 편으로 파악되어 본고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121 -

는 서사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 혼인에 이르는가? 《반쪽이》 설화의 전반적인 서사 구조는
다음과 같이 크게 ‘출생담’, ‘성장담’, ‘혼인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반쪽이의 출생담:
① 양주(兩主)·노부부가 나이가 많도록 일점 혈육·아이[아들]가 없어 아이 낳기를7)
부체(부처)· 서낭님에게 빌며 소원한다.8)
② 꿈에 “쌔한(새하얀) 영감·하얀 마누라·중”이 와서 “무우 세개·곶감 세개·고기 세 마리·
뒷 산 나무의 세 열매·아 낳는 알약 서이 알”을 준다.9)
③ 고양이가 한 마리를 먹거나, 대체로 남편이 “나도 먹자”하거나 혹은 “달려들어”
하나를 나누어 먹는다.
④ 꿈을 꾼 후 태기가 있어 아들을 연거푸 삼형제를 낳는데 막내는 반쪽이다.

[2] 반쪽이의 성장담:
① 삼형제는 모두 무탈히 자라 글방·서당에서 공부를 잘하여 과개(과거)를 보러 서울로 간다.
② 형들은 반쪽이를 미워하고 싫어해 항시 죽여 없애려고 한다.10)
ⓐ 형들은 반쪽 아우가 따라오는 것이 싫어 큰 파우(큰 바위)에 꽁제(묶어)놓는다.
ⓑ 형들은 반쪽이더러 땅을 깊이 파라고 하여 반쪽이를 묻거나
- 반쪽이가 죽었거니 와서 집에 와보니 외쪽이는 집에 와서 인사한다.
나무에 칡넝쿨로 단단히 비끄러매놓고 호랑이한티 물려죽어라 하고 범에게 던진다.
-범들은 산신넝인가 하여 잡아먹지 않구 반편과 칡끊기 내기를 한다.
범들이 끊지 못하자 반쪽이는 범을 잡아 가죽을 벗겨 짊어지구 간다.
③ 반쪽이는 낑 하구 힘을 줘서 나무, 바위를 뽑아 짊어지구 집에 와서 마당에 내려논다.
④ 나무, 돌을 뽑으려고 몸을 비끌어매고 뽑았다고만 하고 다른 말을 하지 않거나
잔치할 때 떡받을 떡돌, 어머니가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평상삼는 바위라고 한다.

[3] 반쪽이의 혼인담:
① ⓐ 외쪽이는 “앞집 장자네 집에 장가가겠다”고 어머니에게 가서 전해달라 한다.
장자집에서 “양반집에 무례한 말을 함부로 한다”고 뺨을 때려 보낸다.
반쪽이는 다음 날 직접 가서 말하다 뺨을 맞고
“외쪽이는 장가도 못 가는 법이냐”며 대들며 “몰래 업어가면 어쩌겠느냐” 한다.
장자는 “네 재주껏 업어간다면 할 수 없지야.” 한다.
ⓑ 어떤 집 주인이 반쪽이의 범 가죽을 보고 가죽을 달라며 반쪽이와 내기 장기를 둔다.
세 번의 내기에서 주인은 세 번 다 지고 “아무날 딸을 데레가라”구 날짜를 정해 준다.
② 장자는 지붕과 대문간, 마당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부를 지키나 반쪽이는 찾아오지
않는다. 장자는 다음날 반쪽이를 찾아와 “약속대로 시행하지 않느냐” 꾸짖으며
“네가 사정 때문에 못왔다니 용서한다”며 돌아가서는 또 사방에 사람을 두어 신부를
7) “외쪽이라도 상관없으니”(1930년 채록본)라는 언급이 등장하는 각 편의 경우, 이는 서사 속 난임 부
부 처지의 간절함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8) 각 편에 따라 동냥하러 온 노승에게 동냥을 후히 주거나, 약방으로 약을 지러 가기도 한다.
9) 구체적인 금기가 제시되기도 한다. “이 무우를 아무두 주디 말구 혼자 다 먹으문 아(귀동자)를 낳는다
구 했다.”(1934, 37 채록본)
10) 하루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라고 나무하러 보냈다. 세 명의 중들이 형의 장가날 신랑을 죽이기로 한
다. 샘물이 되어 물을 떠먹다 죽게 하고, 배나무가 되어 있다가 따 먹게 해서 죽이거나, 신부집 선반
에 있는 송곳이 되어 찔러 죽이려 한다. 반쪽이는 샘물터와 배나무 있는 곳을 지나 선반 위 송곳을
불에다 넣는다. 형은 야단을 치지만 반편으로부터 사연을 듣고 노여움을 푼다.(1930년 채록본) “형들
을 뒤따라가 모두 과거하여 잘 살았다 한다.”(혼사담 없음, 1927년 채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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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킨다. 반쪽이는 이튿날도 핑계를 대고, 셋째 날 밤에는 잡아간다고 한다.
③ 반쪽이는 ‘빈대, 벼루’를 잡아 ‘피리와 자개돌과 누황’을 가지고 신부집으로 간다.
사람들의 상투를 서로 묶고 장모 아랫도리에는 피리를 넣고 소매에는 자개돌 넣고
장인 쉬메·쉬미(수염)에는 누황을 바르고 처녀 자는 방에 빈대, 벼룩을 뿌린다.
처녀가 문 열고 나오자 반편은 잽싸게 처녀를 업구 나간다.
아버지는 불을 키겠다 불을 키는데 불이 붙어 활활하고 사람들은 서로
“상투놔라” 싸움만 한다. 장모의 아랫도리에서는 삘릴리 소리가 난다.
④ 처녀를 업고간 반쪽이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

《반쪽이》 설화는 위와 같이 세 단계의 서사구조로 분절된다. 2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서사
속 화소를 분석하여 반쪽의 출생에서 성장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본다. 반쪽이는 출생에서 성
장에 이르는 과정 중에 예비 신랑으로의 변별적 자질을 예고하는 단서를 남긴다.

《반쪽이》

설화의 출발은 신령한 존재에게 호소하며 기자치성에 힘쓰는 부부의 처지를 소개하는 것이다.
이들이 일정 규모의 부나 지위를 갖춘 양반 계층이라면 ‘축첩’, ‘양자’등을 통해 얼마든지 대
를 이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서사 속 부부는 그럴 형편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거의 모
든 반쪽이 서사는 ‘난임(難姙)·난산(難産)·노산(老産)’의 어려움을 가진 가난한 노부부를 반쪽의
부모로 설정한다. 자식을 얻으려는 마음은 전근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인 부부의 원
초적 욕망이다. 아이를 기원하는 부부의 의식적인 간절함은 아내의 무의식 세계인 꿈으로 이
어진다. 꿈속의 존재는 어려운 처지의 부부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로 부부가 난임 해
결의 실마리를 얻을 곳은 오직 꿈이라는 계시적 환상뿐이다. 꿈속 존재는 아내에게 개체 수가
셋인 수태(受胎)과일이나 고기를 준다.11) 대체로 땅이나 가지에서 뽑거나, 물에서 낚아야 하는
대상을 먹는 행위로 그려지는데, 이는 부부가 반드시 얻어야 할 구체적 소망이자 지켜야 할
금기를 비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1-3처럼 일종의 ‘금기위반’으로 보이는 외부와 내부 소행에 있다. 고양이, 이웃여자,
남편의 적극적 개입과 임신을 앞둔 아내의 수동적 태도는 보편적인 임신·출산을 앞둔 여성의
불안을 묘사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아이를 가지려는 간절함에 반하는 돌발상황은 부부의 부주
의로도 읽히며 동시에 몸이 반편 밖에 형성되지 못한 아이 출산을 예고한다. 이는 곧 기형아
출산이라는 두려움[공포]의 현시인 ‘반쪽의 출생’으로 이어진다. 막내 반쪽의 몸은 꿈속에서
반편밖에 먹지 않은 과일이나 고기처럼 반편만 형성된 존재였기 때문이다.
반쪽의 신체는 ‘반편’이라는 결핍을 안고 있다.12) 일종의 기형아로도 인식될 수 있는 결핍
의 존재인 것이다. 위의 두 형들은 부부의 바람대로 온전한 존재이지만, 유독 반쪽이는 ‘뜻밖’
이라는 불안이 현실로 드러난 존재로 나온다.13)

11) 금기가 언급되지 않기도 하지만, 각주9의 경우처럼 각 편에 따라 구체적 금기가 언급되기도 한다.
12) 신연우(2002)는 반쪽이와 같은 사람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는 사실이기보다 어떤 것의 상징적 표
현으로 이해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연구자 역시 이에 동의한다. 여기에서 나아가 반쪽이의 존재가 실
제적 사실보다는 서사적 사실을 전하는 존재라면, 반쪽이 상징의 일부는 일정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시대에나 기형아, 장애아 출산은 발생하는 까닭이다.
13) 아기가 두개안면 기형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인데, 얼굴에 기형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매우 행복하고 흥분될 것으로 예상했던 시간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시간으로 변하게 된다. 부모는 아기의 비정상적인 부분에 몰두한 나머지 아기의 예쁜 부분을
보지 못하게 된다. Ann W.Kumer著·한진순·표화영共譯, 구개열 및 두개안면 기형, 시그마프레스, 2010,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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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막내, 형제, 호랑이; ‘공포―불안―폭력’
장애인사(障礙人史)에 있어 반쪽이는 어느 시대에나 실재했던 구순구개열(口脣口蓋裂), 일족
(一足)14) 등의 안면 장애와 지체 장애를 지닌 인물의 형상화일 가능성이 있다. 안면 구조는
아이의 발성15)은 물론 섭식에도 심각한 장애를 유발한다. 이는 나아가 부모―자식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16) 섭식장애는 영양부족과 지능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17) 그러나 서사 속 반쪽
이의 발달과 지능 정도는 온쪽이인 형제들과 비교할 때, 동등함을 넘어 초월적 존재로 묘사된
다.18) 이는 전승집단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반쪽의 결핍은 도리어 초월적 능력의 근원이 된
다. 반쪽의 ‘기형’이 일상에 어떤 장애로도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반쪽이는 보통 셋째나 다섯째, 막내로 설정된다.19) 출생순서에 따른 스트레스는 모든 생물
에게 일반적인 사실이다. ‘아우’의 존재는 경쟁자의 탄생이며 이는 쉽게 경계심이나 질투로 연
결된다. 더구나 반쪽의 아우는 그 자체만으로 형제에게 가깝고도 꺼려지는 아브젝트20)로 작동
되어 비장애인 형들이 갖는 반쪽에 대한 혐오는 ‘공포→불안→폭력’이라는 표출 과정을 드러
낸다. 형들의 방어기제는 반쪽이의 소거라는 회피 전략이다.
반쪽이는 성장이 거듭될수록 형들과의 동일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이는 ‘과거’라는 지위
획득의 세속 욕망으로 나타난다.21) 반쪽이의 신분이나 형편은 민담 특성상 상세하게 소개되지
않으나, ‘과거화소’가 일종의 첫 번째 입사 상징으로 나타나 반쪽과 형제는 여기에 충실한 존
재로 묘사될 뿐이다. 반쪽이가 형제의 세계에 진입하려고 할수록 도리어 반쪽이는 끊임없이
분리된다. 형들은 반쪽을 겁박하여 나무나 돌에 묶는데, 고정 대상에 반편을 가두는 것은 그
의 잠재력을 속박시키려는 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형제와의 관계는 앞으로 반복될 ‘공포―불안
―폭력’의 원형으로 나타난다.22) 형들은 반쪽에게 일차 불안, 신호 불안을 모두 갖는다.23) 장
애 아우에 대한 비장애인 형들의 공격 특성은 일반적인 장애아 형제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다.24) 형들이 반쪽에게 가하는 억압이 강화될수록 반쪽이 갖는 지력과 완력에 대한 능력 검증
14) “대개 다리가 하나뿐인 사람은 기록상으론 일족(一足)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정창권,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학동네, 2005, 72쪽.
15) 코, 입, 인두 구조는 모두 정상적인 말과 공명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구조들은 구순열, 구개열
및 다른 두개안면 기형의 영향을 흔히 받는 구조들이다. Ann W.Kumer著·한진순·표화영共譯, 위의 책, 4~19쪽.
16) 섭식은 구순/구개열 혹은 두개안면 기형을 가진 아기를 낳은 부모가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 중 하
나이다. 아기에게 수유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부모가 좌절하게 되고, 이는 부모와 아기의 연대감 형
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nn W.Kumer著·한진순·표화영共譯, 위의 책, 70쪽.
17) 피터 설리번·루이스 로젠플룸著 나은우·정한영共譯, 장애아동의 섭식, 을유문화사, 2004, 71쪽.
18) 김나영(2006)의 분석대로 반쪽이는 기자치성에 의한 출생으로 비일상적 상태의 잉태와 비일상적 형
상의 소유자인 반쪽이가 범상치 않은 능력을 발휘하는 면에 있어서는 영웅의 출생담과도 흡사하다.
19) 뤼티는 “공식화된 숫자에 대한 애착은 민담이 변하지 않는 고정된 모습으로 있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민담은 추상화된 고정성을 가지려 애쓴다.”(막스뤼티著, 유럽의 민담, 보림, 62~63쪽)고 설명
했으나, 설화에서 홀수는 ‘소외’의 여분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숫자로 인식된다.
20) 아브젝시옹(abjection). 그것은 아주 가까이 있지만 동화될 수 없는 곳에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우
리를 욕망과 불안과 유혹에 빠지게 한다. 줄리아 크리스테바著·서민원譯,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21쪽.
21) 김지연(2017)은 이를 입문식(initiation)의 역할수행으로 보며 성인 남성으로의 독립성을 위한 통과의
례로 이해했다. 본고 역시 동일 상징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형제갈등을 의식과 무의식의 대립으로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이견을 갖는다.
22) 형제자매관계는 한 개인의 삶 동안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이며, 인간은 형제자매관계를 통해서 인
간관계의 원형들을 연습하고 시험해 보는 장을 제공받게 된다. 박영애·전귀연, ｢형제관계｣, 아동학회
지30, 한국아동학회, 2009, 43쪽.
23) 프로이트는 또한 직접적 대상이 있는 일차 불안(primary anxiety, 사실상 공포)과, 대상 없이 미래
에 위해가 닥쳐올 것 같은 더 모호하고 불확실한 느낌과 관련된 신호 불안(signal anxiety, 사실상
불안)을 구분했다. 조지프 르두著·임지원譯, 불안, 인벤션, 2017, 21쪽.
24) 형제관계의 질적 특성에 관한 자료를 보면, 장애아를 형제로 둔 아동의 형제지각은 일반아동들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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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강화된다. 반쪽은 속박될 수 없는 존재로, 자신이 들고온 나무나 돌을 어머니에게 ‘선물’로
제시하되 형들의 억압은 바꾸어 생략한다. 반사회적 형들의 억압 기질과 친사회적 반쪽의 인
격 기질은 ‘신랑되기’의 변별 자질 중 첫 단계로 작동한다. 형들의 겁박 마지막 단계에 등장하
는 호랑이 화소는 폭력의 정점인 동시에 혼사담으로 이어지는 매개물이 된다.

Ⅲ. 《반쪽이》 설화 속 ‘신랑되기’의 양상
ⅰ. 혼사장애와 ‘신랑 되기’의 승인절차
어떤 고개에 범이 많아 백 사람이 함께 넘어야 잡혀 먹히지 않는다며 백 사람 모이기를 기다린다
한다. 반편은 나까지 백 사람이니 넘어가자 한다. 그러자 사람들이 너는 반편이니 사람축에두 들지
않는다 한다. 반편은 그러면 나 혼자 넘겠다 하구 넘는다. 그러자 다른 이들도 뒤따라 오른다. 범이
나오자 반쪽이는 범 귀를 잡구 발루 툭 차니 범은 죽어넘어진다. 다른 범도 귀를 잡고 발로 차서 죽
인다. 계속해서 많은 범을 잡아죽이니 뒤따라 오는 사람들은 범 가죽 베끼기에 애먹는다. 범고기는
사람들 주고 가죽을 짊어지구 온다. “오마니 난 범 가죽을 숫타 많이 개지구 왔으니 옆 부재집 가서
당개가고 푸다.” 하자, 부자집 장모는 반편이 장가들라문 “우리집 딸을 빼틀러다 당개들구 그러디 못
하문 범에 깍대기를 다 바치라.”고 한다. (1934, 1937 채록본)

《반쪽이》 설화에서는 형제갈등 후 대체로 혼례담이 나온다. 본고는 《반쪽이》 설화를 혼인설
화의 한 유형으로 본다. 《반쪽이》 설화 속에는 뚜렷한 ‘혼사장애’가 있는데, 이는 반쪽 자신의
기형 조건이다. 그럼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혼인을 향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다. 그 근거는 앞
서 형제갈등에서 확인된 지력·완력의 검증이다. 외적인 그의 조건은 신랑으로서 결격사유의
하나이나 그럼에도 예비 장인으로부터 승인받는 상황은 ‘승인된 약탈혼’이라는 아이러니를 낳
는다.
《반쪽이》 설화의 전반부가 형들과 ‘관계장애’에서 오는 위기담과 반쪽의 대응이라면, 설화
후반부는 ‘혼사장애’와 반쪽의 대응이다. 위기담이 혼례담으로 연결되는 매개체는 ‘범 가죽’이
며,25) 위기담과 혼례담이 분리될 경우 어느 날 대뜸 반쪽이가 어머니 혹은 부모에게 혼인의사
를 밝히는 것으로 구성된다. 전자나 후자 모두 반쪽의 지력·완력이 모두 극점에 달하는 장면
이 연출된다.
반쪽의 지력·완력은 예비신랑으로 반쪽을 받아들이는 신부측 승인 과정과 연결된다. 반쪽의
배우자 탐색 과정 이면에는 반쪽이 갖는 혼사장애의 공포가 있다. 이는 혼인의사 표시와 동시
에 불안으로 연결되어 자신의 뜻을 부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
후 승인거절이 거듭될수록 반쪽은 ‘보쌈’ 혹은 ‘납치혼’이라는 폭력 형태로 나아가는 준비단계
에 이른다.26) 이때 예비신부의 의견은 어떤 《반쪽이》 설화에도 드러나지 않는 대신 예비장인
의 의견은 서사전개 과정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확실한 거부의사를 밝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부측의 거부는 이내 승인으로 연결된다. 여기에서 ‘승인된 약탈혼’이라는 독특한 혼인 형태
가 묘사된다.

제관계에 비해 부정적임을 발견한 연구들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 기현주·김희진, ｢출생순위, 형
제 성구성, 형제기질조합에 따른 형제 상호작용｣, 아동학회지25, 한국아동학회, 2004, 50쪽.
25) 반쪽이의 혼인이 반드시 형제 갈등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에서 2006년 채록된 〈반쪽이 이야
기〉는 삼형제가 모두 혼인에 성공하여 잘살았다는 결말로 맺는다. 신동흔外, 도시전승설화자료집성
3 서울지역, 민속원, 2009.
26) “보쌈은 ‘보(褓)로 싸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보쌈혼[褓包婚]은 사람을 강제로 보에 싸서 약탈한
것을 일컫는다. 한국 전통사회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보쌈은 과부보쌈과 총각보쌈이다.” 바사란 바하르,
｢한국과 터키의 전통 혼인형태에 대한 연구 –약탈혼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화교육학회, 2017, 120쪽.

- 125 -

ⅱ. ‘약탈혼’; ‘공포―불안―폭력’의 확장
그래서 아무 날 딸을 데레가라구 날자를 덩해 주었다. 그런데 쥔은 딸을 주기가 싫어서 딸을 데레
가디 못하게 하누라구 지붕에두 사람을 두구 넌지간에두 사람을 두구 딸이 있는 방 앞에두 사람을
두구 해서 지키고 있었다.

〈외쪽이〉(1932, 1936년 임석재 채록본)
‘흥! 안 되먼 저그가 천상 배기것노. 나는 기어히 부부로 삼겠다 퉤!’ 코똥얼 텍 뀐다.

〈반쪼가리〉(1971년 임석재 채록본)
혼인적령기에 들어선 반쪽이의 존재감은 반쪽의 부모나 예비 신부측 부모 모두에게 ‘위협’
이다. 반쪽의 강한 혼인의사는 부모에게 출생의 충격 못지않은 당혹감을 안긴다. 반쪽이의 혼
인의사가 강화될수록 반쪽이 주변에 주는 ‘공포―불안―폭력’ 역시 확장된다. 《반쪽이》 설화에
서 혼인담은 ‘매매혼’과 ‘약탈혼’의 흔적을 보인다. 설화 속 반쪽의 성과로 제시되는 ‘범 가죽’
은 교환현물의 일종으로 읽히며 매매혼 근거로 제시할 만 하다.27) 나아가 다소 무자비해 보이
는 약탈혼의 흔적28)은 반쪽의 혼사장애와 연결된다.
반쪽의 ‘승인된 약탈혼’ 과정이 ‘마당놀이’처럼 펼쳐지는 것을 보면 이재선의 지적대로 바흐
찐의 카니발적 면모를 지닌 유희적 그로테스크 미학에 가깝지만, 반쪽의 외형은 어디까지나
볼프강 카이저가 지적한 공포의 그로테스크 미학을 지닌 것에 가깝다.29) 결국 반쪽이는 양가
성을 지닌 존재로 ‘납치혼’의 성사와 함께 서사 저편으로 사라진다.

Ⅳ. 반쪽이의 혼인 승인, 공포의 이면 ― 결론을 대신하여
본고는 한국의 《반쪽이》 설화에서 주인공 반쪽이의 혼인담을 중심화소로 보고 예비 신랑 반
쪽이의 ‘신랑되기’가 서사구조 안에서 어떻게 승인 되는지 점검했다. 《반쪽이》 설화에는 서사
적 무의식으로 ‘세 가지 공포’가 내재되어 있다. 임신·출산의 공포(기형아 출산), 출생순위와
경쟁자의 공포(형제 갈등), 혼사장애에 관한 공포(혼인)이다. 이는 서사 분절마다 ‘공포-불안폭력’의 세 단계로 전개된다. 몸이 반쪽인 기형아 출산이라는 충격은 뚜렷한 대상이 있는 공
포[두려움, 혐오]로 비장애 형제에게 각인되고 막연한 불안이 되며, 그들은 반쪽이를 소거하려
는 폭력 형태로 방어기제를 보인다. 반쪽이의 어진 성품 역시 공포 주체인 자신에 대한 무의
식적 방어기제이다. 형들의 억압이 강화될수록 반쪽의 지력·완력도 세진다. 반쪽이는 혼인적령
기에 접어들며 혼사장애의 요소인 자신의 반편 장애가 주는 불안을 앞서 검증된 지력·완력으
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보쌈’ 혹은 ‘납치혼’이라는 폭력적 혼인형식은 공포의
주체인 반쪽이가 태생적 공포에서 과정적 불안으로, 끝내 결과적 폭력의 형태로 매듭짓는 서
사 방향의 종결점이다. 혼인은 일종의 ‘입사식’으로 비유될 만큼 사회적 ‘승인’을 전제로 하는
생애 절차이다. 반쪽이라는 기형적 존재를 신랑으로 승인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27) 매매혼은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혼인자금을 지불하고 이루어지는 혼인이다. 약탈혼은 신부측에 대상
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총각이 취한 비상수단이다. 발해에서는 양가에서 혼인을 허락하면 남자가 여
자를 훔쳐가고, 여자 집에 소나 말을 보내는 습속이 있었다. 송현호, ｢한중현대소설의 유사성과 변별
성에 대한 연구｣, 129쪽.
28) 약탈혼의 초기 형태는 난폭하고, 무자비한 생명을 위협하는 약탈 그 자체였다. 이혜정, 236~237쪽.
29) 감상자가 느끼는 망연자실함은 모든 종류의 그로테스크 작품에 드러나는 본질적 특성과 상호 관련되
어 있다. 그로테스크가 조소와 더불어 섬뜩함을 유발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고정된 질서
에 따라 움직이던 세계가 여기서 무시무시한 힘에 의해 생경한 것으로 변하고 혼란에 휩싸이며 모든
질서 역시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다. 볼프강 카이저著·이지혜譯,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아모르문디, 2019,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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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이》 설화의 ‘공포―불안―폭력’의 메커니즘이 외국의 해당 설화군이나 현대의 콘텐츠로
어떻게 변이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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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麻呂의 작품에 나타난 神話 연구
- 神의 성격과 神格化 표현을 중심으로 윤영수(경기대)

目次
Ⅰ. 머리말
Ⅱ. 人麻呂歌集歌의 神의 성격
Ⅲ. 人麻呂作歌의 神의 성격
Ⅳ. 人麻呂작품의 神格化 표현
Ⅴ. 맺음말

Ⅰ. 머리말
본 연구는 고대일본문학에서 歌聖으로 평가받는 柿本人麻呂(가키노 모토노 히토마로, 이하
‘人麻呂’)의 작품에서 神과 神話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 있고, 어떠한 성격으로 神의 모
습이 그려져 있는가를 人麻呂의 전 작품을 통해 파악함과 동시에, 천황이나 황자의 신격화 표
현을 역사적․시대적 배경 등의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神話의 定義는 매우 어렵고 학자들의 견해도 다양하다. 하지만 上田
正昭(우에다마사아키)가 정의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신화를 특징짓는 要素가 아닐
까 생각된다. 첫째, 천지개벽에 있어서의 우주․자연․문화 등의 기원을 비롯하여, 神 또는 精靈
등과 인간과의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로 전해주는 말. 둘째, 신화를 믿고 이것을 神聖視했던
집단(공동체)의 생활의 규범으로서 機能하고 규제력을 보유한 말. 셋째, 본래 거룩하고 성스러
운 시간과 공간의 장소에서 이야기된 경사스러운 말.

1)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의미로 신화를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신화의 의미를 필자
나름대로 극히 단순화시켜 <神의 이야기>로 간주하여 논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렇게 볼 때,
人麻呂의 작품에는 단편적이나마 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노래로 불려지고 있고, 성격도 다양한
신들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 海神이나 山神과 같은 自然神을 비롯하여, 천황이나 황자를 신
으로 숭배하는 人格神,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絶對神도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近江荒都
歌」(卷一, 29～31)나「日並皇子殯宮挽歌」(卷二, 167～170)에서 보는 바와 같이, 古事記(712
년)․日本書紀(720년)의 신화(이하 ‘記紀신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신들도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人麻呂의 작품에 나타난 신과 신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
어 있고, 신들의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며, 천황이나 황자의 신격화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나
타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일본학계에서의 人麻呂와 그의 작품에 나타난 신과 신화에 관한 연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편찬되어 나온 수많은 萬葉集 주석서는 물론이
1) 上田正昭,『新修 日本の神話を考える』,

小學館, 2003,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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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人麻呂와 그의 작품에 관한 연구서에는 거의 빠짐없이 人麻呂 작품에서의 신과 신화에 관
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연구논문도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필자는 萬葉集과 人麻呂에 대한 연구가 천년 이상이나 면면히 이루어져왔다고 하
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
로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人麻呂와 그의 작품에 나타난 신과 신화에 관한 연구도 아직
한국인 연구자의 입장에서 시도된 적이 거의 없는 만큼, 일본학자들의 선행연구 성과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면서 한국인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부
터 人麻呂 작품 속에 나타난 신의 성격과 신격화 표현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본고의 萬葉歌는 日本古典文學大系本 萬葉集(岩波書店)에 의거했음을 밝혀둔다.

Ⅱ. 人麻呂歌集歌의 神의 성격
人麻呂歌集歌를 누구의 노래로 보느냐가 人麻呂의 작가론과 작품론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필자는 人麻呂歌集歌도 어디까지나 그 대부분이 人麻呂의 작품일 것
으로 간주하여 논을 전개한다. 그리고 人麻呂의 문학활동을 <略体歌→非略体歌→作歌>의 과
정으로 파악할 때, 196수에 달하는 人麻呂歌集歌 중의 略体歌에는 다음과 같은 일본신화와
관련된 작품과 ‘神(かみ)’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 大穴道 少御神の 作らしし 妹背の山を 見らくしよしも

(

* 海神の 手に纏き持てる 玉ゆえに 磯の浦廻に 潛するかも

(

* 海神の 持てる白玉 見まく欲り 千遍そ告りし 潛する海人

(

* 潛する 海人は告るとも 海神の 心し得ずは 見ゆといはなくに

(

* ちはやぶる 神の持たせる 命をば 誰がためにかも 長く欲りせむ

(

* 石上 布留の神杉 神さびし 戀をもわれは 更にするかも

(

* 如何ならむ 名を負ふ神に 手向せば わが思ふ妹を 夢にだに見む

(

* 雷神の 少し動みて さし曇り 雨も降らぬか 君を留めむ

(

大汝神과 少彦名神이 만드신 남매(妹背)산을 보니 기분이 좋구나!

卷七, 1247)
卷七, 1301)

해신이 손에 휘감고 있어 좀처럼 딸 수 없는 진주인데 그것을 따기 위해 바닷물에 잠수하네!

卷七, 1302)

해신이 갖고 있는 진주가 보고 싶어서 천 번이나 주문을 외웠네. 잠수하는 어부여!

卷七, 1303)

잠수하는 어부는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해신의 마음을 얻지 않고는 진주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

卷十一, 2416)

사나운 신이 갖고 계시는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오래 살고 싶어 하는가.

石上(이소노 가미)神宮의 오래된 神木의 삼나무처럼 노년의 사랑을 나는 새롭게 하네!

卷十一, 2417)
卷十一, 2418)

어떤 이름을 가진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빌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하다못해 꿈에서라도 볼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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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十一, 2513)

천둥이 조금 치고 날씨가 흐려 비도 내리지 않을까. 그러면 그대를 붙잡아 둘 수 있으련만!

* 雷神の 少し動みて 降らずとも われは留らむ 妹し留めば

(

卷十一, 2514)

* 淺葉野に 立ち神さぶる 菅の根の ねもころ誰ゆえ わが戀ひなくに

(

천둥이 조금 치고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나는 머물겠네. 만약 아내가 붙들기만 한다면.

卷十二, 2863)

아사하 들녘에 고색창연하게 있는 사초뿌리처럼 사랑스런 당신을 두고 내 누구를 사랑하리오!

위의 略体歌 중에서 1247번가의 大穴道 少御神(大汝神과 少彦名神)은 記紀신화에 나오는
國土創成의 신이다. 즉, 이 작품은 記紀신화 중에서 國土蒼生신화(国創り神話)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신화와는 관련이 없지만, 自然神으로서의 海神(1301․1302․
1303)과 雷神(2513․2514),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격의 신이라 볼 수 있는 神(2417․2863), 인간
의 목숨과 운명을 좌우하는 초월적인 능력의 絶對神(2416․2418)의 모습도 등장하고 있다. 人
麻呂의 略体歌가 한문체에 가깝고, 백제의 망명지식인들에 의해 초래된 近江朝(A.D. 667〜
672년)의 한문학의 영향 하에서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짙다는 점, 내용적으로도 거의 대부분이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相聞歌 또는 相聞的인 작품이고, 젊은 날의 정열적이고 솔직한 감정
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이른 시기부터 비록 소수이지만 일본신화와 신과 관련된
작품이 있다는 사실에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人麻呂歌集歌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127수의 非略体歌에는 신과 신의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人麻呂歌集 非略体歌의 수록상황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 鳴る神の 音のみ聞きし 巻向の 檜原の山を 今日見つるかも

(

卷七, 1092)

* 神名火の 神依板に 爲る杉の 思ひも過ぎず 戀のしげきに

(

* 天の河 安の渡に 船浮けて 秋立ち待つと 妹に告げこそ

(

* 八千戈の 神の御世より 乏し妻 人知りにけり 繼ぎてし思へば

(

* ひさかたの 天つ印と 水無し川 隔てに置きし 神代し恨めし

(

卷向)의 히바라산(檜原山)을 오늘 보았네!

천둥처럼 대단한 소문만을 듣고 있던 마키무쿠(

神社의 신이 머무는 판자의 삼나무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솟아나 잊을 수 없네!

卷九, 1773)
卷十, 2000)

은하수 야스강가에 배를 띄워서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부디 아내에게 알려 주소.

卷十, 2002)

大國主神의 그 옛날부터 드물게 만나던 아내를 남들은 모두 알고 있었네. 계속 연모해 왔으니까.
천상의 경계선으로서 물이 없는 은하수를 견우와 직녀 사이에 두었던 먼

卷十, 2007)

神代가 원망스럽네!

* 天の河 安の河原に 定まりて 神競者磨待無

(

卷十, 2033)

* 妻ごもる 矢野の神山 露霜に にほひそめたり 散らまく惜しも

(

神競者磨待無)

은하수 야스강가에 모여서 (

矢野)의 神山이 이슬과 서리 때문에 물들기 시작했네. 잎이 지면 아쉬워라!

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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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十, 2178)

* 皇祖の 神の御門を 懼みと 侍從ふ時に 逢へる君かも

천황의 어전에서 황송스럽게 삼가 시중들고 있을 때에 만나 뵈었던 당신이군요!

卷十一, 2508)

(

와 같이, 8首의 노래에 신과 신화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위 작품 중에서 卷十의
2000․2002․2007․2033번가는 人麻呂歌集의 七夕歌群 38首(卷十, 1996〜2033) 중에 포함된 작
품으로서 중국의 七夕傳說이 일본에 전래되어 人麻呂 등의 萬葉歌人들에 의해 노래 불러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필자가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2) 記紀신화의 세계와 칠석전설이
융합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즉, 2000․2033번가 중의 <安の渡> <安の河原>는 은하수를 건너
는 곳과 야스강변을 뜻하는 단어로서 日本書紀 神代紀에 <時に八百万神、天の安の河の辺に
つどひ>의 표현이 칠석전설과 융합된 것이라 볼 수 있고, 2002번가의 <八千戈の神>도 일본신
화에 나오는 大國主神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人麻呂가 神代의 시대를 八千戈神의 시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人麻呂는 人麻呂歌集 非略体歌의 七夕歌를 제작할 당시에는 이미 記紀신화로 대표
되는 일본신화와 유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품을 形象化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人麻呂의 非略体歌의 제작시기를 人麻呂歌集 七夕歌 2033번가의 左注에
나오는 <庚辰年>(天武九年, 680)을 기준으로 <略体歌>를 天武九年 이전, <非略体歌>를 680
년부터 人麻呂作歌가 시작되는 持統三年(689)까지라고 人麻呂歌集의 筆錄시기를 규정하는
岡耕二의

論3)에

稻

의거하여 판단한다면, 분명히 記紀신화가 성립되기 이전의 신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물론 古事記․日本書紀의 편찬이 비록 天武十年(681)에 있었던 <帝紀
및 上古諸事>의 記定4)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人麻呂歌集 七夕歌의 일본신화와 관
련된 내용은 기록상으로는 상당히 이른 시기의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필자도 人麻呂歌集 칠
석가의 제작시기를 680년 이후, 또는 天武持統年間(A.D. 672〜696년)으로 추정하고, 萬葉集
의 칠석가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5)

어쨌든 人麻呂의 非

略体歌에 일본신화와 결합된 칠석가뿐만 아니라, 천둥을 신으로 표현한 자연신(1092), 거룩하
고 성스러운 신(1773․2178), 또한 언제 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역대의 천황을 신으로 보는
人格神(2508)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人麻呂作歌의 神의 성격
人麻呂作歌에 나타난 신과 신화적 표현이 들어있는 작품 속의 신의 성격을 다음과 같다.
먼저 <近江荒都歌>(卷一, 29〜31)의 長歌 중의 제1단락에 해당되는
2) 尹永水, ｢人麻呂歌集 七夕歌의 文學史的 意義｣,『東아시아古代學』제26집, 東아시아古代學會,
2011. 12, 362〜363쪽.
3)
岡耕二, ｢人麻呂歌集歌の筆録とその意義｣,『国語と国文学』제46권 10호, 1969. 10. 69쪽.
4) 天武十年의 <帝紀 및 上古諸事>의 記定은 古事記의 서문에 나오는 天武천황의 修史사업에 대한
취지 <朕聞く、諸家のもたる帝紀及び本辭、旣に正實に違ひ、多く虛僞を加ふと。今の時に當りて、其の失を改め
ずば、未だ幾年をも經ずして其の旨滅びなむとす。斯れ乃ち、邦家の經緯、王化の鴻基なり。故惟れ、帝紀を撰錄
し、舊辭を討覈して、僞りを削り實を定めて、後葉に流へむと欲ふ。>(原文漢文)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5) 尹永水, 전게논문, 348〜355쪽.

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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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たすき 畝火の山の 橿原の 日知の御代ゆ(或は云ふ, 宮ゆ) 生れましし 神のことごと 樛の
木の いやつぎつぎに 天の下 知らしめししを(或は云ふ、めしける)

神武

우네비산 카시와라에서 등극하신
천황 때부터(혹은 이르기를, 궁으로부터) 태어나신 모든 천황이 차례차례로 천
하를 다스린 것을(혹은 이르기를, 다스리시던)

의 부분은, 소위 古事記․日本書紀의 신화적․역사적 세계관이 내포된 것으로서, <神のこと
ごと>의 표현과 작품 중간에 나오는 <天皇の 神の尊>의 표현으로 보아, 역대의 모든 천황을
신으로 보고 있고, 신과 같은 존재로 호칭하고 있다. 천황의 존재를 신이라고 하는 人格神의
모습이 잘 나타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人麻呂의 국토찬미․궁정찬미․천황찬미의 정신이 뚜렷이 나타나 있는 <吉野讚歌>
(卷一, 36〜39)도 <第二長歌와 反歌>(38〜39)에서
やすみしし わご大君 神ながら 神さびせすと 吉野川 激つ河內に 高殿を 高知りまして 登
り立ち 國見をせせば 疊づく 靑垣山 山神の 奉る御調と 春べは 花かざし持ち 秋立てば 黃
葉かざせり(一に云ふ、黄葉かざし) 逝き副ふ 川の神も 大御食に 仕へ奉ると 上つ瀨に 鵜川
を立ち 下つ瀨に 小網さし渡す 山川も 依りて仕ふる 神の御代かも
(卷一, 38)
나의 대왕은 신이시기에 신으로서 행동하신다고 하여, 요시노강의 물살이 거센 강변에 높게 궁전을 지으시고, 그 위
에 올라서서 온 나라를 굽어보시니, 푸른 울타리처럼 겹겹이 연이은 산들은,
이 바치는
이라 하여, 봄에는 꽃
을 머리에 꽂고,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물든 단풍잎으로 장식하네. 산 따라 흐르는 강의 신들도 대왕이 드시는 음식으
로 바친다 하여, 강의 상류에는 그물을 치고, 하류에는 망테를 치는구나. 산도 강도 다가와 시중드는 신이신 대왕의
로다!

山神

貢物

盛代

反歌

山川も 依りて仕ふる 神ながら たぎつ河內に 船出せすかも

(卷一, 39)

산도 강도 다가와 시중드는 신이신 대왕은 물살이 거센 깊은 강에 배 띄워 떠나시네!

살아있는 현세의 천황을 신으로 묘사하고 있고, <山神> <川の神>와 같은 자연신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천황의 神格化 개념은 壬申의 난(672년) 이후에 급속도로 高揚된
壬申年之亂平定以後歌二首

壬申年의 난을 평정한 이후의 노래 두 수)

(

大君は 神にし坐せば 赤駒の 匍匐ふ田井を 都となしつ

(卷十九, 4260)

大君は 神にし坐せば 水鳥の 多集く水沼を 都となしつ

(卷十九, 4261)

大君은 神이시기에 얼룩말 기어다니는 논밭을 皇都로 만드셨도다!
大君은 神이시기에 물새 떼 모여드는 늪을 皇都로 만드셨도다!

와 같은 天武朝(A.D. 672〜686년)의 天皇即神․現人神 思想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人麻呂 자신도 <大君は 神にし座せば>와 같은 유형화된 노래를 부르고 있다.
大君は 神にし座せば 天雲の 雷の上に 廬せるか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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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 235)

大君은 신이시기에 천둥치는 하늘의 구름 위에 암자를 짓고 계시는도다!
王は 神にし座せば 雲隱る 雷山に 宮敷きいます

(卷三, 235의 或本歌)

皇は 神にし坐せば 眞木の立つ 荒山中に 海を成すかも

(卷三, 241)

大君은 신이시기에 구름 속에 숨은 雷山(이카즈치산)에 御殿을 짓고 계시는도다!
皇子는 신이시기에 거목이 울창한 거친 산속에도 바다로 만드셨네!

이밖에 弓削皇子가 사망했을 때, 置始東人이라는 사람이 지은 다음의 노래도 있다.
王は 神にし座せば 天雲の 五百重が下に 隱り給ひぬ

皇子는 신이시기에 하늘구름이 몇 겹이나 쌓인 곳으로 숨어버리셨네!

(卷二, 205)

輕皇子가 安騎野(아키들녘)에 머물렀을 때에 人麻呂가 지은 노래(卷一, 45〜49) 중의 長歌
도 冒頭에 <やすみしし わご大王 高照らす 日の皇子 神ながら 神さびせすと>라고 노래 부름
으로써 황자를 신으로 표현하고 있다. 天皇即神思想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 볼 수 있고, 人
格神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人麻呂의 작품에 나타난 신화라고 할 때, 가장 주목되는 작품은 말할 나위 없이 持統三年
(689)에 제작된 <日並皇子殯宮挽歌>(卷二, 167〜170)라고 할 수 있다.

日並皇子尊の殯宮の時, 柿本朝臣人麿の作る歌一首 幷に短歌
天地の 初めの時 ひさかたの 天の河原に 八百萬 千萬神の 神集ひ 集ひ座して 神分り 分
りし時に 天照らす 日女の尊(一に云ふ, さしのぼる 日女の命) 天をば 知らしめすと 葦原の
瑞穗の國を 天地の 寄り合ひの極 知らしめす 神の命と 天雲の 八重かき別きて(一に云ふ,
天雲の 八重雲別きて) 神下し 座せまつりし 高照らす 日の皇子は 飛鳥の 淨の宮に 神なが

ら 太敷きまして 天皇の 敷きます國と 天の原 石門を開き 神あがり あがり座しぬ(一に云
ふ, 神登り いましにしかば) わご王 皇子の命の 天の下 知らしめしせば 春花の 貴からむと

望月の 滿しけむと 天の下(一に云ふ, 食す國) 四方の人の 大船の 思ひ憑みて 天つ水 仰ぎて
待つに いかさまに 思ほしめせか 由緣もなき 眞弓の岡に 宮柱 太敷き座し 御殿を 高知り
まして 朝ごとに 御言問はさぬ 日月の 數多くなりぬる そこゆゑに 皇子の宮人 行方知ら
ずも(一に云ふ, さす竹の 皇子の宮人 ゆくへ知らにす)
(卷二, 167)
日並皇子님의 殯宮 때, 柿本朝臣人麻呂가 지은 노래 한 수 및 短歌

천지개벽할 때 하늘의 강가에서 많은 신들이 모여 의논하셨을 때에, 天熙大神은 天上界를 다스리신다고 하고, 이 日
本國의 하늘과 땅이 마주하는 끝까지 다스리시는 神으로서, 하늘의 구름을 헤치고 내려오신 日並황자는, 이 나라는 淨
御原(기요미하라) 宮에서 神으로서 거룩하게 나라를 영도하시고 (御母, 持統)천황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하여, 하늘
의 바위굴문(岩戶)을 열고 숨어버리셨다(돌아가셨다). 이 日並황자가 천하를 다스렸다면, 봄꽃처럼 고귀할 것이라고,
보름달처럼 충만하여 번성할 것이라고, 온 천하의 사람들이 크게 기대하고, 가뭄에 단비(天水)를 기다리듯이 우러러
기다리고 있었는데, (日並황자는) 어찌 생각하셨는지, 연고도 없는 眞弓(마유미) 언덕에 殯宮을 지으시고, 아침마다 말
씀도 없으신 세월이 이미 많이 흘러가 버렸네. 그러므로 황자의 宮人들은 이제부터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는구나!
위 작품에서 필자가 밑줄 친 <天地の 初めの時>의 冒頭부터 <神あがり あがり座し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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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술은 記紀신화의 高天原신화와 天孫降臨신화를 배경으로 하다. 이러한 天孫降臨을 배경
으로 한 작품은 人麻呂의 본 작품과 大伴家持(오토모노 야카모치)의 작품(卷十八의 4094, 卷
二十의 4465, 卷 의 4254)에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작품이 記紀신화
와는 다른 <體系化되지 않은 신화>6)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記紀신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황자
의 죽음을 애도하는 작품임에는 틀림없다고 하겠다.
人麻呂의 <高市皇子殯宮挽歌>(卷二, 199〜202)는, <日並皇子殯宮挽歌>에서와 같은 신화적
세계관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長歌 199번가의 冒頭에서
かけまくも ゆゆしきかも(一に云ふ、ゆゆしけれども) 言はまくも あやに畏き 明日香の 眞神
の原に ひさかたの 天つ御門を かしこくも 定めたまひて 神さぶと 磐隱ります やすみしし
わご大君の……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조차 조심스럽고, 입으로 말하는 것조차 황공스러운 아스카(明日香)의 마카미(眞神)들판에
궁궐을 정하시고, 神처럼 행동하신다고 하여 陵墓 속에 숨으신 우리 천황이 …

와 같이 노래함으로써 天武천황의 神으로서의 위엄을 장엄하게 표현하고 있고, 작품 중간에
<渡會の 齋の宮ゆ 神風>(伊勢神宮으로부터의 神風)의 표현으로 보아, 일본황실의 祖上神인 天
照大神까지 염두에 둔 일본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瑞穂の国を 神ながら 太敷きま
して＞ ＜百濟の原ゆ 神葬り 葬りいまして＞ ＜神ながら 鎭まりましぬ＞라고 서술함으로써
황자를 신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人麻呂가 讚岐(사누키) 狹岑島(사미네섬)의 바위 위에 죽어 있는 사람을 보고 지은
<石中死人歌>(卷二, 220〜222)도 古事記의 國土生成신화(

国生み神話)와 관련되었다는 지적

이 있다. 즉, 杉山康彦(스기야마 야스히코)에 의하면,7) 220번 장가의 冒頭에 나오는

讚岐の國は 國柄か 見れども飽かぬ 神柄か ここだ貴き 天地 日月とともに 滿り
ゆかむ 神の御面と 繼ぎて來る 中の水門ゆ……
玉藻よし

讚岐

사누키(
)지방은
충만하여 번영해 갈

國体를 보아도 싫증나지 않는 것인지, 신의 품격이 매우 훌륭한 것인지, 天地日月과 함께 영원히
神의 얼굴로서 이어져온, 中津(나카츠)항으로부터……

의 내용은 古事記의 국토생성신화

毎に名有り。故、伊予
国は愛比売と謂ひ、讃岐国は飯依比古と謂ひ、粟国は大宜都比賣と謂ひ、土佐國は建依別と
次に伊予之二名島を生みき。此の島は、身一つにして面四つ有り。面
謂ふ。8)
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人麻呂는 古事記의 국토생성신화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밖에 人麻呂作歌 중의 신화적 발상의 작품으로 人麻呂가 筑紫國으로 내려갈 때 海路에서
지은 노래 중에
6) 尹永水, ｢日並皇子殯宮挽歌 연구｣,『東아시아古代學』제46집, 東아시아古代學會, 2017. 6, 61〜63쪽.
7) 杉山康彦, ｢人麿の長歌と
｣,『
と
』1977년 10월호, 일본 至文堂, 176쪽.
8)『古事記
』(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1980, 55〜57쪽.

祝詞

神話 國文學 解釋 鑑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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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君の 遠の朝廷と あり通ふ 島門を見れば 神代し思ほゆ

(卷三, 304)

大君이 계신 도읍에서 멀리 떨어진 朝廷이라고 사람들이 오고가는 瀬戸内海를 보니 섬들이 생겨난 神代가 생각나네.

도 분명히 記紀신화에 나오는 국토생성신화를 염두에 둔 작품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人麻
呂作歌에서는 人麻呂가 高天原신화나 天孫降臨신화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전해지거나 자신이
알고 있던 신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형상화하고 있고, 역대의 천황이나 현세의 천황,
그리고 황자까지 신격화하여 노래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歌集歌를 포함한 人麻呂작품에는 海神이나 山神과 같은 自然神, 천황이나 황
자를 신으로 숭배하는 人格神,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絶對神, 그리고 일본신화에 나오는 신
들이 두루 나타나고 있음이 파악된다.

Ⅳ. 人麻呂작품의 神格化 표현
人麻呂작품의 신격화 표현은 人麻呂歌集歌에는 없고, 人麻呂作歌에만 나타나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人麻呂의 신격화 표현으로서는, 먼저 앞장에서 살펴본 <大君は 神にし座
せば>(235․235의 或本歌․241)를 들 수 있다. 이 <大君は 神にし坐せば>의 표현은

櫻井滿(사쿠

라이미츠루)가 지적한 바와 같이,9) 古事記日本書紀에도 없고, 萬葉集에만 六例가 보일
뿐이며, <オホキミ>라는 말 자체는 천황을 나타내는 古語였지만, 皇子․皇女에서 王․女王의 경
칭으로도 쓰였기 때문에 <大君は 神にし坐せば>라는 표현은 天皇專用은 아니었다. 즉, 이 표
현은 天武천황과 持統천황, 天武의 황자였던 忍壁황자․長황자․弓削황자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
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고 찬미하는 표현이다. 그렇다면
<大君は 神にし坐せば>의 天皇即神의 표현은 언제 누가 발명해낸 것인가? 언뜻 4260․4261번
가의 題詞가 <壬申年之亂平定以後歌二首>인 점으로 보아, 壬申의 난(672년) 때 天武편에서
크게 활약한 4260번가의 작자 大伴御行와 작자미상인 4261번가의 작자가 亂後에 곧바로 제
작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 이 두 수의 노래가 언제 제작되었는지는 명확하
지 않다. 亂後 어느 시기에 제작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4261번가의 左注
에 <右件二首, 天平勝寶四年二月二日聞之, 卽載於玆也>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두 수
의 노래는 壬申의 난이 끝나고 80년이 지난 天平勝寶(752년)에 大伴御行의 후손인 大伴家持
에 의해 萬葉集 卷十九에 기록된 일종의 傳誦歌였던 셈이다. 이렇게 볼 때, <大君は 神にし
座せば>라는 표현은 어쩌면 持統․文武朝의 궁정가인으로서 和銅二年(709년)까지 생존했을 것
으로 추정되는 人麻呂에 의해 처음 발명되어 후대에 전승되고 불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필자가 別稿10)에서 이미 논술한 바와 같이, 이 詩句는 어디까지
나 壬申의 난 평정 후에 급속도로 高揚된 現人神․天皇即神의 사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天
武․持統朝에 널리 유행했던 하나의 成句이며, 白鳳의 시대정신을 집약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人麻呂의 獨創的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시의 慣用句였을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大君は 神にし座せば>라는 天皇即神의 표현은, 壬申의 난에 승리를

櫻井滿

發

9)
,「天皇即神の 想と大嘗祭」, 國學院雜誌 제91권 제7호, 1990. 7월, 207쪽.
10) 尹永水, ｢柿本人麻呂에 있어서의 壬申의 亂과 天武朝｣,『日本學報』제37집, 韓國日本學會,
1996. 11, 32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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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고, 율령제국가의 완성을 이룩한 天武․持統兩天皇을 讚嘆하는 노래세계의 發想이었다. 그
것이 노래의 표현으로서, 天武皇統의 세 황자에게도 쓰여졌던 것이다. 이 시대에 한정된 표현
이고, (중략) <やすみしし わが大王 高照らす 日の皇子>와 마찬가지로, 이 <大君は 神にし座
せば>라는 표현도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율령제국가가 완성된 持統朝에 宮廷伶人으로서 봉사
한 人麻呂에 의해서 완성되었던 稜威讚嘆의 詞章이었다.”11)고 하는 주장에 많은 수긍이 간다.
다만, 人麻呂의 신분이 宮廷伶人이었던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든다.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大君は 神にし座せば>라고 할 때, <大君(おほきみ)>는 神野志隆光가 언
급한 바와 같이,12) <うつせみ(現人 또는 現世)>의 <おほきみ>를 가리키는 것이지, 遠祖를 의
미하는 <すめろき(皇神祖․皇祖神)>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大君は 神
にし座せば>의 天皇即神의 표현에는 살아있는 現人神으로서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神ながら>의 표현도 人麻呂작품의 神格化 표현의 핵심적인 詩句이다. 人麻呂는
<吉野讚歌>에서 <やすみしし わご大君 神ながら 神さびせすと…>(卷一, 38) <山川も 依りて
仕ふる 神ながら たぎつ河內に 船出せすかも>(卷一, 39)라고 노래함으로써 현존의 持統천황을
神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신으로서 천황이 행동하고 다스리시니 山神과 山川도 다가와
시중든다고 한다. 天皇即神의 표현인 것이다. 輕皇子가 安騎野에 머물렀을 때에 人麻呂가 지
은 노래(卷一, 45)도 冒頭에 <やすみしし わご大王 高照らす 日の皇子 神ながら 神さびせす
と…>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망한 황자를 신으로 표현하고 있다. 역시 皇子即
神이라는 신격화 표현인 셈이다. 人麻呂의 <日並皇子殯宮挽歌>의 長歌(卷二, 167)에도 중간에
<高照らす 日の皇子は 飛鳥の 淨の宮に 神ながら 太敷きまして…>라고 노래함으로써 <高照ら
す 日の皇子>가 신으로서 다스리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高照らす 日の皇子>에 대
해서는 人麻呂가 天孫과 연결되면서도 天武天皇과 日並皇子를 동시에 연상할 수 있는 시적
표현으로 보았다.13) <高市皇子殯宮挽歌>에 있어서도 長歌 중간에 <瑞穂の国を 神ながら 太敷
きまして＞＜神葬り 葬りいまして＞＜神ながら 鎭まりましぬ＞라고 노래하는 것으로 보아 타
계한 高市皇子를 신격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천황이나 황자에 대하여 <神ながら>라고 하는
신격화 표현은 <大君は 神にし座せば>와는 달리, 人麻呂가 創案해낸 독창적 표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人麻呂작품의 천황이나 황자에 대한 신격화 표현으로서 <あれましし 神のことご
と＞․＜天皇の 神の尊＞․＜神の御代＞․＜神あがり あがり座しぬ＞․<神登り いましにしかば＞․
＜神さぶと＞도 등장하고 있다. 역대의 천황을 비롯하여 현재의 천황, 그리고 타계한 천황이
나 황자들까지 모두 신격화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맺음말
人麻呂의 전 작품에 나타난 신들은 海神이나 山神과 같은 自然神, 천황이나 황자를 신으로
숭배하는 人格神,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絶對神, 그리고 일본신화에 나오는 신들로 크게 분
류되고, 이 모든 신들이 人麻呂의 작품에 두루 나타나 있다.
人麻呂작품의 신격화 표현은 人麻呂歌集歌에는 없고 人麻呂作歌에만 나타나며, <大君は 神

櫻井滿

11)
, 전게논문, 210～211쪽.
12) 神野志隆光, ｢<神にしませば>と<神ながら>｣,『柿本人麻呂硏究』, 塙書房, 1992, 167쪽.
13) 尹永水, ｢日並皇子殯宮挽歌 연구｣, 57～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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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し座せば>와 같은 天皇即神의 표현은 壬申의 난 후에 급속도로 高揚된 시대정신으로서 天
武천황과 持統천황, 그리고 天武의 황자였던 忍壁황자․長황자․弓削황자에 대해서만 쓰여졌던
成句이며, 白鳳의 시대정신을 집약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었다. 따라서 이 成句는 人麻呂의
獨創的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시의 慣用句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大君は 神にし座せ
ば>라고 할 때, <大君(おほきみ)>는 어디까지나 <うつせみ(現人 또는 現世)>의 <おほきみ>를
가리키는 것이지, 遠祖를 의미하는 <すめろき(皇神祖․皇祖神)>를 가리키지 않는다. 따라서 <大
君は 神にし座せば>의 天皇即神의 표현에는 살아있는 現人神으로서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神ながら>의 표현도 人麻呂작품의 神格化 표현으로서 핵심적인 詩句이다. 이것은 人麻呂
가 創案해낸 독창적 표현으로서, 현존하는 천황뿐만 아니라, 역대의 천황 또는 타계한 천황과
황자들에게까지 이 표현을 가지고 신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人麻呂작품의 천황이나 황
자에 대한 신격화 표현으로서 <あれましし 神のことごと＞․＜天皇の 神の尊＞․＜神の御代＞․
＜神あがり あがり座しぬ＞․<神登り いましにしかば＞․＜神さぶと＞와 같은 語句도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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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리의 以史證易說과 中正의 通變觀
- 歷史정신을 중심으로 김연재(공주대)

目次
1. 문제의식의 단초
2. 易學과 史學의 프리즘
3. 楊萬里의 易學觀과 以史解易說
4. 明易達史의 방법론과 通變의 역사정신
5. 문제해결의 단서

1. 문제의식의 단초
주역의 문헌과 그와 관련한 응용의 학문으로서의 易學은 동아시아의 유구한 역사와 폭넓은
지리를 담아낸 총체적 경험의 산물이다. 주역, 특히 역경은 西周시대의 특정한 역사적 조
건하에서 성립된 占筮와 그 해석과 관련한 책이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현실의 이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수단적 장치로서의 占術이라는 마법의 블랙박스이다.
본고에서는 역경을 이해하는 방식의 일환으로서 양만리의 易學觀의 성격에 주목한다. 그는
以史解易의 논점을 제시하며 그 방법론으로는 明易達史의 논리적 관계를 활용한다. 더 나아가
그는 天人學의 역사학적 흐른 속에서 通變의 역사정신과 그에 따른 人道의 경계를 모색하였
다.
그는 기본적으로 역경의 괘명과 그 괘효사를 역사적 성격의 敍事를 하고 이를 시대정신에
서 조명하고자 한다. 그의 시대정신은 바로 역사정신이다. 이는 괘효사의 점술적 언어에 담긴
내용을 史學의 프리즘을 통해 역사정신의 초점을 맞추어 투사함으로써 『주역』을 덮고 있는 점
술서로서의 거추장스러운 외투를 벗어내려 하였다. 이는 『주역』을 재발굴하고 재해석해내는
작업의 일환이면서도 문화콘텐츠나 역사콘텐츠와 같은 일종의 현재화의 과제도 되는 것이기도
하다.

2. 易學과 史學의 프리즘
주역에서 占筮의 사례와 결과를 기록한 부분이 바로 역경이다. 그것은 卜筮라는 신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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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속에 卦象의 형식, 卦爻辭의 내용 및 그 관계를 통해 접근된다. 특히 占筮의 내용은 卦
의 명칭[卦名]의 취지 하에 卦爻辭 속에 담겨있다. 이는 周代에 文王, 武王, 周公, 成王 등의
역사적 인물, 그 업적 및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이나 상황들을 卦名의 특정한 형식으로
사례화한 것이다.
이러한 괘효사의 성격은 여러 가지 측면을 지닌다.1) 그 중에서 특히 점괘의 결과에 따른 삶
의 현장과 관련한 사실을 서술한 괘효사의 내용은 주목할만한다. 그것은 고대의 역사적 사실
이 담긴 특이한 성격을 지닌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주역을 일종의 역사의 시각에서 조망
해오기도 하였다. 역경을 역사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방법은 역학의 연구에 중요한 축으로
서, 易學과 史學과의 특수한 내재적 관계에 착안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시각은 역전에서 역경을 해석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帛書本 역전
에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괘효사를 해설함으로써 역사적 관점에서 주역의 내용을 해석했
다. 또한 漢代의 서적인 易緯의 ｢乾鑿度｣에서는 周禮로써 역사적 사실을 참조하였다. 晉代
에 干寶는 殷代와 周代의 역사를 근본으로 하여 주역을 논증했다. 宋代에는 李光, 楊萬理,
李杞 등이 역사로써 주역의 이치를 논증하여 이른바 ‘史事宗’의 학파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역사학자들은 역사의 흥망성쇠라는 역사적 교훈을 새삼 인식하고 총정리하면서 역학에서
사학의 강령을 모색하였다. 이는 역학의 세계를 사학의 프리즘으로 통해 투사하는 방식이다.
괘효사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혼돈과 질서의 경계를 역사의 시야로 조망하고 天下의 대의명분
과 같은 역사정신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사학의 프리즘은 역학의 사유
방식에 입각하여 역사의 변동을 설명하고 사학의 전통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의 관점에서 주역을 연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역사로써
주역을 주석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역사로써 주역을 논증하는 방법이고, 셋째는 주역을
역사로 여기는 방법이다.2)
첫째, 역사로써 주역을 주석하는 방법은 주역이 형성되던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삼아 
주역의 본래의 뜻을 주석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자의 훈고와 取象의 방식이 활용
되며 역사적 사료에 의거하여 괘효사의 함의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역사적 자료는 괘효사를
해석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방법은 사료의 정확성과 진
실성에 바탕을 둔다는 점에서 자연스레 경학의 주석학의 계열에 속한다.
둘째, 역사로써 주역을 논증하는 방법은 외관상 경학의 주석학의 계열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주석학과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주역의 함의나 경전의 자구에만 국한하지 않고 역사적 사
실에 근거하여 주역에 담긴 내용을 포괄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그들은 경전이 그 성인의 이
치를 분별한다면 역사에서는 그 일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관계는 서로 필수불가결한다
고 본 것이다. 특히 그것은 당시의 통치자의 정권과 치국정책에 역사의 이론적 논거를 제공한
것이다. 이는 문자의 주석학이나 상수학의 계열을 넘어서 의리학의 계열에 속한다.
셋째, 주역을 역사로 여기는 방법은 “육경은 모두 역사이다(六經皆史)”라는 관점에 기본한
다. 경학의 역사는 전통적으로 상서나 춘추처럼 경전이면서 역사서이기도 하다. 경전에서
는 그 리를 담고 있고 역사는 사건이나 일을 담고 있다. 이는 64괘가 원시시대부터 주나라 초
1) 高亨은 周易古經今注․通說에서 괘효사를 네 부류로 설명하였다. 즉 역사를 기록한 괘효사, 형상을
취한 괘효사, 사실을 말한 괘효사, 점을 판단하는 괘효사이다.
2) 이는 임충군의 분류방식인데, 그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채용하는 경향의 학자들을 순서대로 각각 本義
派, 闡發派, 古史辨派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林忠軍, ｢以史治易｣, 國際易學硏究 제5집 (1999),
129-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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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의 역사적 발전을 표현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후세의 몇몇 학자들은 이 사상의 노선
을 따라 연구를 계속했다. 역경이 기본적으로 은밀하게 잘 짜인 문체와 복서의 형식을 사용
하여 쓰인 특수한 역사책이라고 생각한다. 역경 속에는 夏, 商, 周 삼대의 민족들의 모순을
반영하는데, 특히 역경의 괘효사는 주나라의 文王, 武王, 成王이 주나라를 흥성시키고 상나
라를 멸망시켰던 역사적 발전의 과정 및 그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이유를 기록한 것이라고 생
각한다. 李大用은 괘효사가 주의 문왕, 무왕, 주공, 성왕의 치적 및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
키는 역사의 발전적 과정, 그 성공과 실패의 원인 등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3) 이는 주
역을 전적으로 사학과 통합시켜 사학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역학을 연구한 성과인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楊萬里는 사학을 역학의 체계에 도입함으로써 以史證易의 논법을 확립하
였다. 그는 漢代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례와 같은 역사의 사실로써 역학의 이치의 본령을 해
설하고 더 나아가 역학의 이치에서 역사의 정신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이론
은 역학의 역사에서 의리학파에 속한다.

3. 楊萬里의 易學觀과 以史解易說
易學과 史學은 본래 특수한 의미있는 관계를 지닌다. 중국의 고대의 사학은 發展史觀에 기
본한다. 그것은 자연계의 발전에서 역사관을 도출한 것이다. 예를 들어, 司馬遷이 史記를
저술한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고금의 변화를 통함으로써
한 학파의 언변을 이루고자 하였다.”4) 이는 사물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삶
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모색하여 흥망성쇠의 역사의 원인을 밝히려는 것이다.
역사의 정신은 역학의 사유에 투영된다면 역학의 사유는 역사의 정신에 투철하다. 역경은
특정의 역사적 환경 하에서 특정의 작자가 만들어낸 점술서이다. 많은 卦爻辭에는 商나라와
周나라 사이의 외교적 사건, 문왕, 주공 등의 인물들에 관해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서 우환의식의 심리적 상태도 방영하고 있다.
문왕, 주공 등은 역경의 저작들에 관한 인물들로 평가된다, 그들은 국가 체제의 정립이나
사회적 변혁을 주도했거나 참여했던 인물들로서 어려운 상황과 그에 따른 우환의식 하에서 몇
몇 역사적 변화의 과정과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직면하여 극복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인식과
그 체험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 주역이다. 주역에는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사건들에서 겼
었던 많은 다양한 경험들, 특히 모종의 불가항력성이나 예측불가능성의 문제들을 체득하고 이
를 삶의 방식으로 고양시켰던 變通과 通變의 통합적 세계가 있다. 더 나아가 이 사건들을 직
접 경험하고 실제로 수행했던 인물들의 참다운 모습을 찬양하여 이들의 불굴의 의지를 높이
기리는 聖人精神도 깃들어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사학은 역경의 괘효사와 그 속에 담긴 본
래의 취지를 파악하는 데에 모종의 방법과 수단을 제공해왔다.
송대 經學의 학풍 중의 하나는 해석의 방법론이 범위와 내용상에서 더욱 포괄적이고도 깊
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 특징은 우선 유가 경전의 내용을 밝히는 것을 논지로 삼는 것이
다. 유가의 경전에서 이론적 사유의 원천과 근거를 찾았으며 경전의 義理를 새롭게 발굴하
고 새롭게 해석해내었다.
이러한 해석의 방법론 중에는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여 경전의 의미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유

3) 李大用, 周易新探 (北京: 北京大學, 1992), 36쪽
4) 司馬遷, 史記: 欲以天人之際, 通古今之變, 成一家之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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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사상의 원천, 사고의 방식 및 세계관을 표현하였다. 송대에
程頤, 朱熹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들은 易學으로써 경전을 해석하는 방식을 채용하였
다. 이 방식은 주역의 경문과 전문에 담긴 개념, 범주, 명제, 사상이 어떻게 활용되고 융합
되고 발전되어 경학의 이론적 체계가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기초한다. 이러한 역학적 방법론
은 경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노선 중의 하나가 되었다.
경학의 방법론에서 보건대, 주역에 있는 많은 문제를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여러 학문
들의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그 중의 하나는 역학의 방법이며 특히 역사의 관점에서 주역의
내용을 입증하는 방법, 즉 以史治易의 방식이다. 이는 주역으로써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자
역사로써 주역을 입증하는 특징을 지니며, 역학과 역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그 접점의 경로
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은 한편으로 주역을 역사책으로 바꾸어놓았다.
역사의 사례를 들어 인용하여 주역의 괘효상이나 괘효사를 입증하는 데에는 특정의 취지나
의도가 있다. 특히 통치계급의 정치적 역사의 사례를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주역을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의 역사적 과정과 연관시키는 것은 주역을 국가를 다스리는
일종의 교과서로 여기는 성향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역이 경학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위를 알 수 있다.5)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역사적 사건의 사례로써 주역을 해석하는 방식은 취지나 의도에
따라 학술적 통로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것이 주역의 본질적 내용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
인가? 아니면 특정의 歷史觀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인가? 또한 그것이 주역을 해석하기 위
한 방편인가? 아니면 주역을 해석하는 방법인가?
전자의 경우에 程頤처럼 역사적 사례를 주역의 괘효상과 괘효사에 대입하여 그 속에 반영
된 天理를 밝히고, 그 결과로서 天理와 易理가 합치되는 경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반면에 후
자의 방식은 단순히 복서책을 해석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역의 괘효상
과 괘효사 속에서 역사적 사건의 본령을 모색하고, 그 결과로서 사학의 이치와 역학의 이치가
합치되는 경계를 추구하는 것이다.6)
그렇다면 전자가 역사적 사건의 사례를 인용하여 주역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역사적 사건의 사례를 입증하기 위하여 주역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다. 전자가 사료를 인
용한 철학적 방법론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면 후자는 사료를 입증한 역사학적 방법론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4. 明易達史의 방법론과 通變의 역사정신
송대의 학문의 특징 중의 하나는 “明體達用”의 강령이다. 양만리는 이 강령을 역학의 체계에
도입하여 “明易達史”의 논법에서 역학과 사학의 접맥을 시도하였다. 이는

접근할 수 있

다. 이 논법은 體用의 범주에 따른 “明體達用”의 본체론적 사유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양만리가 말하는 “明易達史”는 역학의 사유의 본체 혹은 본질을 역사의 구체적인 운용에
적용한 방법론이다. 이는 역사적 사례에 의거하여 의리를 이해하는 성격을 지닌다. 여기에
서 경전의 의리는 기본적으로 신축적 내용을 지니는데, 역사적 사례를 활용함으로써 더욱

5) 朱伯崑, 易學哲學史제2권, 369쪽
6) 曾華東, 以史證易 - 楊萬里易學哲學硏究(北京: 人民, 2011), 53-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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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성을 지닌다. 주역의 이치, 즉 역학의 개념, 범주 및 명제를 거쳐서 역사의 사례를 해
석하였다. 漢代의 역사적 사례 혹은 사건을 인용하여 주역의 경문과 전문의 문구를 해석하
고 역사적 교훈이나 의의를 계도하는 것이다. 그는 역학의 의리 속에서 역사의 정신을 찾았
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세계관을 모색함으로써 宋代의 시대적 정신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明易達史”는 역사의 관점에서 주역의 내용을 입증하는 방법이면서도 송대의
역학에서 程頤를 대표로 하는 의리역학의 계열에 속한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문명 혹은 문화의 발전사이다. 여기에는 끊임없이 순환하면서도 끊임없이 진
보하는 과정이 있다. 이러한 역사관의 맥락에서 보면, 인간관은 실재로서의 인간과 인간으
로서의 실재를 모색하는 것이다. 양만리는 서문에서 자신의 易學觀을 제시한다. 그는 變通의
道를 중시하고 변통의 본령에 中正의 원칙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 가지의 일의 변함이 장차 오는 데에 변통의 도가 먼저 세워져야 한다. 변함은 저기에 있고
변함은 여기에 있다. 그 도를 터득한 사람은 어리석으나 명철해야 하며 사특하지만 착해야 하
며 허물이 있으나 복되어야 하고 위태로우나 평안해야 하며 어지러우나 다스려야 한다. 몸은
성현에 헌신하나 세상에 빠져 태평하는 것이 손바닥 뒤집듯이 쉽다.7)
변역의 도는 모종의 경계, 즉 주체와 객체가 조화를 이루는 원융관통의 경지인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도는 어떠한 도인가? 중정일 뿐이다. 오직 중만이 천하에 중하지 않는 것을 중하게 할 수
있다. 오직 정만이 천하의 정하지 않는 것을 정하게 할 수 있다. 중정이 세워서 만 가지가 변
통한다.8)
주역에서 變과 通은 서로 구별되면서도 서로 연관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쌍방의 교차적 과
정이 진행된다. 역전에서는 그 과정은 명확히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역은 다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지속한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도와서 길하고 이
롭지 않음이 없다.9)
窮, 通, 變, 久의 과정에서는 사물의 내부 자체와 사물들 사이의 관계는 끊임없이 분화되고
끊임없이 통합되며 또한 끊임없이 통합되고 끊임없이 분화되는 과정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자면, 세계는 일종의 지속가능한 과정, 즉 ‘변하여 통하며’ ‘통하여 변하
는’ 쌍방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세계는 ‘변하여 통한다.’ 여기에서는 추세,
환경 등의 객관적 조건이 세상의 변화를 구성한다. 반면에 주관적 측면에서 인간은 ‘통하여
변한다.’ 여기에서는 인간이 어떤 조건에 대한 주체적 인식에 따라 변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하여 통한다는 것은 天道, 즉 세계가 운행하는 질서의 방식이라면, 통하여 변한다
7) 楊萬里, 誠齋易傳: 萬事之變方來, 而變通之道先立. 變在彼, 變在此. 得其道者, 蚩可哲, 慝可淑, 眚
可福, 危可安, 亂可治. 致身聖賢而躋世泰和, 猶反手也.
8) 楊萬里, 誠齋易傳: 斯道何道? 中正而已矣. 唯中爲能中天下之不中, 唯正爲能正天下之不正. 中正立
而萬變通.
9) 周易, ｢繫辭下傳｣: 易,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是以自天祐之, 吉無不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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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人道, 즉 인간사회의 규범의 방식을 말한다. 전자가 변화의 세계라고 말한다면 후자
는 세계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주관성과 객관성의 상호관계에 따라 합리
성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 즉 변화하는 세계를 열 수 있으며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다. 이러한 변통관에서는 세계가 變通의 不可逆的 시공간의 순서 속에서 通變의 可逆的 시공
간의 과정을 모색하는 방식이 반영되어있다.
양만리는 특히 通變觀의 흐름에서 인간사회가 운영되는 대원칙, 즉 中正의 원리를 파악하였
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聖賢의 처신을 따르고 천하의 화평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천
하의 공평정대함은 변역의 도에 입각하여 중정의 원칙을 발휘한 것이다.
그렇다면 변역의 도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역의 도에는 체가 있고 용이 있다. 그것이 변하지만 항상됨이 없는 것이 용이다. 그것
이 항상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체이다.10)
역의 도는 변통의 도로서 항상됨 속에 변함이 있고 변함 속에 항상됨이 있다. 여기에 중정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이를 체와 용의 관계로 설명하자면 체 속에 용이 있고 용 속에 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하여 통하고 통하여 변한다는 역의 도는 “明體達用”의 방식인 것이다.
인간이 天道의 법칙에 따른 人道의 원칙을 이행하려면 그 강령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통하여 변한다’는 주관적 세계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다면 배우는 사람이 장차 통하여 변하고자 하면 어디에서 통함을 찾는가? 道라고 말한
다. 어디에서 도를 찾는가? 中이라고 말한다. 어디에서 중을 찾는가? 正이라고 말한다. 어디
에서 정을 찾는가? 易이라고 말한다. 어디에서 역을 찾는가? 마음이라고 말한다.11)
만사만물의 변화에 통달하려면 변화의 법도, 즉 도를 터득해야 한다. 도는 中道의 원칙으로서
올바른 공부를 필요로 하고 최종적으로 中正의 내면적 세계로 귀착되는 것이다. 中正의 도덕
적 원칙에서 ‘中’은 맞음 혹은 적합함의 위치를 가리키고 ‘正’은 바로잡음 혹은 조절의 상태를
가리킨다. ｢단전｣에서는 同人卦를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장이 밝음으로써 강건하고 중정하여 감응하니 군자가 올바르다. 오직 군자만이 천하의 뜻과
통할 수 있는 것이다.12)
“중정하여 감응한다”는 말은 적합하고도 마땅함의 위치를 가리킨다. “군자가 바르다”는 말은
‘중정’의 덕에 도달한 경지를 가리킨다. 군자는 ‘중정’의 덕에 도달한 후에야 비로소 ‘천하의
뜻’과 상통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역전이 ‘중정’의 규준을 군자가 도덕적 수양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본 것이다. 이는 權道, 즉 “通權達變”을 내용으로 하는 經世觀과 일치하고
있다.

10) 楊萬里, 誠齋易傳: 然易之道, 有體有用. 其變而無常者, 用也. 其常而不變者, 體也.
11) 楊萬里, 誠齋易傳: 然則學者將欲通變, 於何求通? 曰道. 於何求道? 曰中. 於何求中? 曰正. 於何求
正? 曰易. 於何求易? 曰心.
12) 周易, ｢彖傳｣, 同人卦: 文明以健 中正而應 君子正也. 唯君子爲能通天下之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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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는 中正의 德에 도달한 후에야 비로소 천하의 뜻과 상통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중정을
군자가 도덕수양을 하는 데에 지켜야 할 원칙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합리적
인 인간, 즉 군자라면 공명정대한 中正의 德을 갖고서 천하의 이치를 터득할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인간이 역사의 정정당당한 흐름 속에서 문명의 올바른 생활을 정당하게 창달할 수 있
는 역사적 의식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서 역사정신의 경계는 ‘안정의 지속성’과 ‘지속
의 안정성’을 특징으로 한다. 사회는 안정성의 터전 속에 지속성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반면에
지속성의 발판 위에 안정성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역사정신의 지속가능성이 반영
되어 있다.
군자의 덕행은 스스로 끊임없이 강건한 中道에 있다는 것이다. 그가 보건대, 體는 역의 이치
를 가리키는 반면에 用은 역사적 상례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그의 세계관, 즉 “明易達史”의
논법을 알 수 있다. 그가 말하는 변통의 도에는 “通權達變”의 經世觀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進步史觀을 투영한 것이다.
그의 역학관은 점서의 신비적 외투를 벗기도 역학의 이치에서 역사의 정신을 찾고자 한 것이
며 더 나아가 자연의 진화나 인간사회의 발전에 관한 법칙과 그 함의를 모색한 것이다. 특히
그는 왕조의 교체, 제왕의 통치술, 군신의 처세관, 성현의 덕행, 용병의 술책 등도 언급한다.
그는 역사적 사례로써 『주역』의 변화의 이치를 증명하였으며 역사적 교훈에 의거하여 사회와
국가를 다스리는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인문정신의 궁극적 지평으로 나아갔다. 이를 근거로 하
면 “明易達史”의 논법을 『주역』을 논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으며 역사와 역학을 합일시
키는 고답적 경지를 지향하였다.

5. 문제해결의 단서

양만리의 역학관은 “以史解易”과 “以易說史”의 양면성을 지닌다. 『誠齋易傳』의 내용을 보면
그는 『주역』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단계를 넘어서 그 속에서 역사적 교훈을 끌어내면서 인문
정신의 지향성을 탐구한다는 목표를 추구하였다. 그는 역사의 관점, 즉 역사적 사건 혹은 역
사적 인물을 빌어 『주역』의 괘효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역사와 역학이 만나는 모
종의 단계를 지향한 것이다.
宋代의 사상과 문화는 한자문화권의 원류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經世致用의 방식에 따
라 內聖外王의 강령을 마련하고 인문주의적 정신적 기질을 발휘하여 天人學의 궁극적 가치를
지향하였다. 양만리는 『주역』이 일종의 역사서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여 역학의 이치에서 역
사적 정신을 찾음으로써 占筮의 거추장스러운 표피를 벗겨내고 그 속에서 자연의 진화와 사회
의 발전과 같은 發展史觀에 관한 총체적인 법칙과 강령을 모색한 것이다. 그는 『주역』의 괘효
사의 내용과 그 본질적 의의를 연구하는 데에 그 속에서 함축된 역사적 의미와 맥락을 벗어나
는 단편적인 방법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그의 易學觀은 “以史解易”의 방식에서 접근될 수 있으며 그 논점은 “明易達史”의 방법에
서 이해될 수 있다. 이른바 “引史解易” 혹은 “以史解易”에서는 역학이 사학의 이법이 되면
서도 사학이 역학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 방법론에서 보자면, 역사는 역학에게서 대의명
분의 논거와 도리의 내용의 양면성을 찾게 된다. 만일 역학이 역사적 사건에 논리적 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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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다면 역사는 역학의 의거하여 논리적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경지에서는
방법론과 목적론의 일정한 관계를 주목할 수 있다. 그 관계는 방법 속에 목적이 있으며 목적
속에 방법도 있는 것이다. 즉 목적의 방법화와 방법의 목적화이다. 이는 결국에 역사의 합리
성과 논리성이 圓融貫通하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 그의 방법론은 義理學의 영역에서 經學과
史學의 통일이며 인문적 정신에서 內聖外王의 경지이며 經世致用에서 보건대 發展史觀을 반
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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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曉의 和諍사상과 甑山의 解冤相生사상 비교
고남식(대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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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심(一心)사상으로 본 원효와 증산
4. 원효의 화쟁(和諍)사상과 증산의 해원상생(解冤相生)사상
5. 맺음말

1. 머리말
원효(元曉,617-686)는 신라시대 고승(高僧)으로 요석(瑤石)공주와의 사이에 아들 설총(薛聰)
을 낳기도 했으며 현존하는 그의 저술은 20부 22권이 있다. 그는 종파주의적이던 불교이론을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회통(會通)시키려 했는데 이를 화쟁(和諍)사상이라 한다. 어디에도 걸림
이 없는 자유인으로서 원효는 부처와 중생의 마음을 둘로 보지 않았으며 철저한 자유가 중생
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높은 차원에서 일승(一乘)과 일심(一心)을 주장하였다.1)
증산(1871-1909)은 조선말기의 사상가로 동서양 교섭의 혼란기에 유불선(儒佛仙) 삼교(三
敎)를 통합한 위에 후천개벽(後天開闢)의 시운(時運)을 맞아 신도(神道)를 토대로 관왕(冠旺)의
도(道)가 출현해야함을 역설하였다. 그는 상극(相克)으로 인해 생긴 선천(先天)시대의 원(冤)을
풀어야 시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해원(解冤)과 그에 따른 상생(相生)사상을
말하였다.
이글은 불교교리와 관련해서 기존에 연구된 원효의 화쟁의 원리를 증산의 사상과 대비시켜
보려는 목적이 아니라, 각각의 시대적 문제인식을 중심으로 원효가 말한 쟁(諍)과 증산이 언급
한 원(冤)을 대비시켜 문제를 해결하고자한 두 인물의 사상을 비교해보고자 원효의 화쟁 사상
과 증산의 해원상생 사상에 대해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화쟁에서 원효의 쟁과 해원에서 증산의 원을 보고 3장에서 일심을 중
심으로 원효와 증산의 관점을 살펴본 후 3장에서 두 사상가의 화쟁사상과 해원상생사상을 시
론(試論的)으로 비교해보았다.
이를 통해 신라시대와 조선말기라는 긴 시간적 차이를 두고 시대적 출현 배경을 달리하며
두 사상이 출현했지만 당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장한 공유점이 어떻게 찾아질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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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효의 쟁(諍)과 증산의 원(冤)
원효는 신라시대 불교의 고승으로 조명되어 있다. 이에 먼저 증산의 사상을 불교적 관점에
서 보고 원효의 쟁과 증산의 원을 살펴보기로 한다. 증산은 천지대도를 열었다 하였는데 이
49일간의 수행이 대원사(大院寺, 전주 모악산)라는 절에서 진행되었으며, 스스로는 불교적 관
점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이라고 천명하였다.
「나는 곧 미륵이라. 금산사(金山寺) 전(彌勒殿) 육장금신(六丈金神)은 여의주를 손에 받
았으되 나는 입에 물었노라」고 하셨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아래 입술을 내어
보이시니 거기에 붉은 점이 있고 상제의 용안은 금산사의 금신과 흡사하시며 양미간에
둥근 백호주(白毫珠)가 있고 왼 손바닥에 임(壬)자와 오른 손바닥에 무(戊)자가 있음을
종도들이 보았도다.2)
위의 ‘나는 곧 미륵이라’는 표현이 그 다른 무엇보다도 불교적으로 증산의 사상이 불교적으
로 그 연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언이다. 증산은 인간으로 탄강하기 전에도 전주 모악산
금산사 미륵불에 30년간 영(靈)으로 머물렀다하였으며 화천(化天)하면서도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라’고 한 바 있다. 이는 증산의 많은 주장이 미륵의 화현이라는 모티프안에서 이
야기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지의 사실로 금산사 미륵불은 백제 진표(眞表)율사가 창건한 것
으로 되어 있다. 이 미륵불과 관련지어 증산의 사상이 주장되고 있음은 삼국의 불교적 전통과
조선말기에 등장한 미륵 정토 관련 증산사상이 공유의 알레고리를 갖고 있음을 말해 준다. 다
음으로 원효의 쟁(諍)과 증산의 원(冤)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원효는 황룡사에서 인왕백고좌법회(仁王百高座法會)가 개설될 때 그 사람됨이 나쁘다하여
제거된 사실이 있었다. 이것은 신라 불교의 회통을 주장한 원효를 부정적 입장으로 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당시 신라 불교에 대해 혹자는 자기의 말을 옳고 타인의 말은 그르다 하
며 혹자는 자신의 생각은 그럴 듯하나 너의 주장은 옳지 않다면서 시시비비(是是非非) 서로서
로 자기의 주장에만 집착하여 하한(河漢)과 같은 많은 파벌을 형성하였다3)고 하였다. 원효는
그들에게 “사총(邪聰)한 자가 경론(經論)을 광습(廣習)하고 유(有)에 집착하여 불의(佛意)를 얻
었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불의에서 먼데도 가깝다고 생각하고 불법을 자기들의 망견(妄見)과
동일화하고 그런 두가지 전도를 사부중에게 퍼뜨리고, 올바른 교설자를 편집자(編輯者)의 아래
에 두는 등 네 가지 전도(顚倒)를 한 번의 자찬훼지(自讚毁地)에 갖추게 된다. 그리하여 불법
을 어지럽히므로 중죄를 짓게 된다4)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신라 불교사회의 문제점으로 원효는 쟁(諍)을 보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 평생을 바
쳐 화쟁 논리를 찾는데 몰두(沒頭) 했다고 할 수 있다.
증산은 조선 말기에 유불선을 수용하며 새로운 사상을 주장하였다. 증산은 당대적 문제를
과거 상고사에서 만들어진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한에서 찾았다.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
2) 행록 2-16.
3) 이지관,『교감역주역대고승비문』,가산불교문화원,1994,p50.(서윤길,「원효시대의 신라불교사회」,『원효학
연구』제 1집,1996,p92에서 재인용)
4) 고익진,「신라중대화엄사상의 전개와 그 영향(Ⅰ)」,『불교학보』제 24집,p78(서윤길,「원효시대의 신라불
교사회」,『원효학연구』제 1집,1996,p9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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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긁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
고 원(寃)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

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
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
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
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
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5)
제요(帝堯)가 선양(禪讓)으로 왕위를 순에게 주어 아들 단주가 원한을 품게 되었다는 서사가
이야기되고 있다. 종국적으로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일도 단주의 원한이 풀어지지 않고
인류에 해(害)를 끼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증산은 원한을 풀어야 만사가 잘 이루
어져 교리적 다툼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쟁투(爭鬪)도 사라진다고 하였다. 교리적
언쟁을 뛰어 넘은 문제까지 증산이 언급하고 있으나, 포괄적 면에서 화쟁을 주장한 원효와 해
원을 역설한 증산이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음을 읽다. 원효의 원융회통(圓融會通)은 증산의
상호 간에 원을 푸는 해원(解冤)을 이뤄야 모든 인류의 언쟁도 없어진다는 면에서 시대를 초
월해서 내용상 대응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6)
3. 일심사상으로 본 원효와 증산
주지의 사실로 원효 사상의 핵심은 일심(一心)사상으로 나타난다. 원효는 화쟁의 가능 근거
를 일심이라 하였다. 원효는 화쟁을 통해 불교의 모든 이설들을 화해시켜 부처의 올바른 진리
에 도달시키고자 하였는데 일심은 부처의 올바른 진리이고 원효 사상의 근본이며 모든 현상의
근거이고 중생이 도달해야할 궁극적인 목적지이다. 일심은 화쟁의 가능 근거이며 화쟁의 목적
지이다.7)마음은 청탁의 상대적인 관점을 벗어나 절대적인 것이며 이는 일심사상으로 원효에게
서 주장되고 있으며 나아가 화엄사상으로 발전 전개된다.
일심은 원시불교 이래 마음을 중시하는 심식(心識)이론의 발달 맥락에서 이해되며 모든 중
생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여래장(如來藏)사상과 연결된다. 여래장이 진
여, 불성, 법계, 제일의공, 자성청정심과 동의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논의하자면, 이
런 용어들 중에서 특히 불성과 여래장이 동의어임은 인정되고 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
다는 여래장을 강조하는 것은 실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다.8)
원효는 실천적인 면을 중시하는 사상가였으므로 깨달음의 가능성을 강조하여 실천적인 면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여래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 그것의 체계화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
다.9)승만경(勝鬘經)은 일승(一乘)과 더불어 여래장사상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인식론적 초월성
5) 공사 3-4.
6) 유교적 체제의 조선말 사회에서 계층간의 갈등과 반목은 원효가 산 신라시대의 교리적 언쟁이 폐해였던
것처럼 유교 교리의 쟁론으로 인한 반목질투가 원인이었음을 아전과 촌양반의 관계에서 다음 예문을 통해
볼 수 있다.
김 광찬에게 「네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아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촌 양반으로 아나이다」고 대답하니라.
다시 상제께서 물으시기를 「촌 양반은 너를 어떠한 사람이라 할 것이냐.」 광찬이 여쭈니라. 「읍내 아전이
라 할 것이외다.」 그의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촌 양반은 읍내의 아전을 아전놈이라 하고 아전
은 촌 양반을 촌 양반놈이라 하나니 나와 너가 서로 화해하면 천하가 다 해원하리라」하셨도다. (공사1-25)
7) 최유진,『원효사상연구』,경남대출판부,1996,p28.
8) 최유진, 위의 책,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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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여 논리적인 차원을 벗어나 있다고 강조한다. 여래장경, 대반열반경, 승만경 등에서
원시 불교의 자성청정심 계통의 사상을 이어받아 모든 중생은 여래가 될 가능성을 그 안에 가
지고 있다고 소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이 경들의 특징이다.10) 일심에 생멸(生滅)과 진여(眞如)
의 두 문이 있듯이 생멸문도 생멸자체와 생멸현상으로 나눌 수 있다.
11)원효가

일심을 들어 그의 철학의 형이상학적 기초로 삼는 중요 근거가 대승기신론의 일

심이문이다.38원효의 일심사상은 이 기신론의 일심과 금강삼매경에서 말하는 일심이 그 중요
한 사상적 기반이므로 여여래장 사상의 연장선위에서 파악할 수 있다. 39원효가 일심을 여래
장으로 해석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실천적인 목적에서라고 볼 수 있다. 실천적인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심의 여래장사상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강조하게 된다. 그의 일
심은 기신론이나 금강삼매경 등의 경전만을 유일한 진리로 파악한 것은 아니고 실천적 필요에
따라 다른 경전의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어서 포괄적인 원효의 일심이다.39원효의 일심은 화
엄사상이 중요한 기반이다.39 이 일심사상이 화쟁과 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증산사상에서도 일심(一心)은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먼저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서 일심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최익현(崔益鉉)이 순창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라사대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탄알 밑에서 정시해는 죽고 최면암(崔勉菴)은 살았느니라. 이것은 일심의 힘으로
인함이니라. 일심을 가진 자는 한 손가락을 튕겨도 능히 만리 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
리라」 하셨도다.

최 익현의 만장을 다음과 같이 지으셨도다.讀書崔益鉉 義氣束劒戟 十

月對馬島 曳曳山河橇12)
조선말기 위정척사파의 대표적 인물인 최면암이 가졌던 항일적 정신이 일심(一心)으로 표현
되고 있다. 물론 불교적 관점에서 보는 마음은 아니지만 인간의 정신작용이 한결같이 어떠한
목적을 향해 지속적으로 작용한다는 면에서 최면암의 일심이 나타나고 있다. 일심, 한마음이
대상을 달리 해서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시해와 최면암의 길
이 달라진 것은 일심의 힘이며, 만리 밖 군함도 일심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증산의 평가는 인
간의 한마음이 갖고 있는 마음의 힘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처럼 일심은 어떠한 일에 항상
한결같은 정신작용에 의한 실천을 전제로 이루어짐도 볼 수 있다.13)
이러한 인간의 한마음은 증산의 천지공사(1901-1909)사상에서 공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로도
나타나고 있다.

9) 최유진,앞의 책, p30
10) 최유진, 위의 책,pp 33-34.
11) 최유진, 위의 책, p38
12) 교법 3-20.
13) 김 덕찬 ‧ 김 준찬 등 몇 종도를 데리고 용두리에서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곳에 드나드는 노름꾼들
이 돈 팔십냥을 가지고 저희들 끼리 윷판을 벌리기에 상제께서 저희들의 속심을 꿰뚫고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저 사람들이 우리 일행 중에 돈이 있음을 알고 빼았으려 하나니 이 일로써 해원되니라.」하
시고 돈 五十냥을 놓고 윷을 치시는데 순식각에 八十냥을 따시니라. 품삯이라 하시며 五푼만을 남기
고 나머지 돈을 모두 저희들에게 주며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모두 방탕한 자의 일이니 속히 집으로
돌아가서 직업에 힘쓰라.」 저희들이 경복하여 허둥지둥 돌아가니라. 종도들이 상제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윷이 되는 법을 궁금히 여기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던지는 법을 일정하
게 하면 그렇게 되나니 이것도 또한 일심이라」 하셨도다.(권지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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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化天)하시기 전해 섣달 어느날 백지에 이십 사방위를 돌려 쓰고 복판에 혈식천추도
덕군자(血食千秋道德君子)를 쓰시고 「천지가 간방(艮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二
十四 방위에서 한꺼번에 이루워졌느니라.」고 하시고「이것이 남조선 뱃길이니라. 혈식 천
추 도덕 군자가 배를 몰고 전 명숙(全明淑)이 도사공이 되니라. 그 군자신(君子神)이 천
추 혈식하여 만인의 추앙을 받음은 모두 일심(一心)에 있나니라. 그러므로 일심(一心)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리라.」고 이르셨도다.14)
남조선(南朝鮮)으로 가는 배가 등장하고 도사공(都沙工)은 전봉준이고 도덕군자들이 배를 몰
게 되는데 도덕군자들은 역사속에서 천추(千秋)의 세월 동안 도덕을 찾아 온 이들로 군자신(君
子神)으로 이야기 된다. 중요한 것은 군자신들이 배를 탈 수 있고 모든 이의 추앙(推仰)과 인
정(認定)을 받음은 일심(一心)에 있었다는 것이다. 일심이 유불선(儒佛仙)의 수행적 의미와 상
관되며 이야기화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더 나아가 일심은 조선말기 사회에
서 인간에게 강한 계도적 의미를 갖고 원효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증산에게서도 신앙화 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맡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이는 일심(一心)을 가진 자
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一心)을 가진 자에게는 지체없이 베풀어주리라.15)
내가 비록 서촉(西觸)에 있을지라도 일심(一心)을 가지는 자에게 빠짐없이 찾으리라.16)
일심(一心)이 인간의 복(福)과 록(祿)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다. 맡겨줄 곳이 없어
한이되며 일심을 가진 이가 있으면 지체없이 베풀어준다는 말에서 인간의 생에서 일심적 삶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읽게 된다. 아울러 이는 증산이 서쪽의 끝점에 있을지라도 꼭 찾아간다는
표현에서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일심의 최면암이나 혈식천추도덕군자의 일심
이나 시대와 목적을 달리하지만 위의 내용에서 신앙적 관점의 일심과 대응되며, 불교적으로
원효가 궁극적 가치로 주장한 일심과 통하고 있음을 증산사상에서도 읽을 수 있다. 즉 증산에
서의 일심이 신앙적이나 시대적으로 상황의 차이가 있지만, 의미적으로 원효사상에서 일심이
절대적 의미를 갖고 있는 면과 궤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인간 복록의 근원
으로 일심이 상정되고 있는 면에서 증산에게서도 궁극적 가치로 민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4. 원효의 화쟁(和諍)과 증산의 해원상생(解冤相生)
원효는 한 종파에 치우치지 않고 대승(大乘) 불경 전체를 종합하여 자신의 사상을 펼쳤다.
십문화쟁론(十門和諍論)은 화쟁(和諍)의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저술이다. 그는 여러 이설
(異說)들을 열 가지로 모아 정리하고 회통(會通)함으로서 일승(一乘)의 불교를 건설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17)

14)
15)
16)
17)

예시 50.
교법 2-4.
교법 2-13.
한국민족문화총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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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는 쟁론(諍論)이 집착에서 생긴다 하고 서로의 다른 견해로 논쟁이 있을 때, 유견(有見)
은 공견(空見)과 다르다 하면 논쟁이 더해지는데 이러할 때 이 두 가지의 견해들을 같다고 하
면 스스로 논쟁이 깊어지므로 다른 것도 같은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무애무방(無㝵無方)한
불교의 진리에 대해 자신의 견해만으로 자기에 찬동하는 이는 옳고 그렇지 않은 이는 그르다
하는 것은 타인이 틀렸다하면 이는 맞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처럼 원효의 화쟁은 쟁(諍)
에 대해 화해(和解)하여 간다는 것으로 포괄된다.
원효의 화쟁(和諍)은 증산에게서 선천의 상극 논리에 의해 파생된 원한이 맺힌 세계를 탈피
하여 서로 생(生)하는 상생(相生)사상과 거시적으로 조응(照應)된다 할 수 있다.
선천에서는 인간과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
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18)

상생(相生)은 원한(怨恨)으로 점철(點綴)된 천지인(天地人) 삼계(三界)에 대해 그 맺힌 수많
은 한(恨)들을 풀고 이상적 세계를 세워서 당대 민중의 생을 구제(救濟)하려는 것이다. 서로
산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며 그를 잘 되게 해주려는 생각으로 타인과의 다툼은
있지 않다. 화쟁은 대화에서 차이점이 있을 시 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인데 이는 상생에서
타인에게 말을 잘해 주는 것으로 대비된다.
김 갑칠이 항상 응석하여 고집을 부리나 상제께서 잘 달래여 웃으실 뿐이고 한 번도 꾸
짖지 아니하시니 그는 더욱 심하여 고치지 않는도다. 형렬이 참지 못해 「저런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고 꾸짖으니 상제께서 형렬에게 이르시기를 「그대의 언행이 아직 덜 풀려
독기가 있느니라. 악장제거무비초 호취간래총시화(惡將除去無非草 好取看來總是花)라 말
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
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나 남을 헐뜯는 말은 그에게 해가 되고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라」 하셨도다.19)
이는 상호간 언어20)로 표현되는 대화에서 타인에게 먼저 말의 덕을 잘 갖고 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남을 잘 말하면 그것이 쌓여 덕이 되며 궁극적으로 복으로 된다는 것은
김갑칠의 행동에 김형렬이 김갑칠과 대처한 상황이 토론은 아니지만 언쟁(言爭)을 하지 말고
말에 덕을 싣는 언덕(言德)으로 임할 때 양자 간에 상생의 국면이 이루어짐을 보인 것이다. 증
산이 언덕을 강조한 것은 원효가 말한 쟁하는 것이 처음부터 언어에 대한 면으로부터 나온다
는 이론과 상관되고 있다.
이것이 비록 진리를 깨닫기 위해 논리적으로 언술적 방법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초 상대에게 말을 할 때 덕(德)을 갖고 다가간다는 것은 언어의 면이 강조되
고 있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하며, 증산이 말한 “閑談叙話可起風塵 閑談叙話能掃風塵”21)이라
18) 공사1-3.
19) 교법1-11.
20) 원효는 언어가 부처의 진리를 깨닫는데 중요하며 의언(依言)을 통해 진리에 다가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21) 교법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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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것은 언어적 표현의 깊이가 줄 수 있는 상호간 쟁투와 화해의 면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현재적 관점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는 것은 전생이나 전에 인과적으로 지금의 일을 당할 원
인이 있었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천원(川原) 장에서 예수교 사람과 다투다가 큰 돌에 맞아 가슴뼈가 상하여 수십일 동안
치료를 받으며 크게 고통하는 공우를 보시고 가라사대 「너도 전에 남의 가슴을 쳐서 사
경에 이르게 한 일이 있으니 그 일을 생각하여 뉘우치라. 또 네가 완쾌된 후에 가해자를
찾아가 죽이려고 생각하나 네가 전에 상해한 자가 이제 너에게 싱해를 입힌 측에 붙어
갚는 것이니 오히려 그만하기 다행이라. 내 마음을 스스로 잘 풀어 가해자를 은인과 같
이 생각하라. 그러면 곧 나으리라.」

공우가 크게 감복하여 가해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풀고 후일에 만나면 반드시 잘 대접할 것을 생각하니라. 수일 후에 천원 예수교회에 열
두 고을 목사가 모여서 대 전도회를 연다는 말이 들려 상제께서 가라사대 「네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하여 열 두 고을 목사가 움직였노라」 하시니라. 그후에 상처가 완전히 나았
도다.22)
위의 이야기는 자신에게 말이든 행동이든 해를 끼친 상대에게 관용과 포용으로 임해야됨을
말해 준다. 이는 인과적 인식을 토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관점으로 타인과 관계해야함을 보여
준다. 원효가 말한 화쟁은 회통 논리로서 서로 다른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이 집착하는
것을 버려 긍정적 관점에서 소통을 이룬다는 것인데 증산의 ‘閑談叙話’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와 일맥 상통하는 관점을 언어로 표현되는 화자의 도덕적 품격에서 실제화되는 면을 엿볼
수 있다.
또 상생은 원을 푼다는 것으로 해원(解冤)을 전제로 이루어지는데 이 해원을 이루기 위해
용사되는 다양한 방법에서 언어로 구상화(具象化)되는 표현이 중요하다.
해원은 현재적 관점만이 아니라 과거의 원을 풀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까지 인류에
게 걸림돌로 내재되어온 것이다. 인류사에 과거로부터 있어 온 원을 풀어야하는데 최초의 원
은 단주의 원으로 상정되어 있다. 과거의 원도 중요하지만 과거 원을 풀면서 현재적으로도 원
을 짓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는 상생으로 볼 수 있다.
5. 맺음말
원효는 신라시대 불교의 고승으로 조명되어 있다. 증산은 스스로 불교적 관점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신라 불교사회의 문제점으로 원효는 쟁(諍)을 보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 평생을 바쳐 화쟁논리를 찾는데 몰두했다.
증산은 조선 말기에 유불선을 수용하며 새로운 사상을 주장하였다. 증산은 당대적 문제를
과거 상고사에서 만들어진 단주(丹朱)의 원한에서 찾았다. 교리적 언쟁을 뛰어 넘은 문제까지
증산이 언급하고 있으나, 포괄적 면에서 화쟁을 주장한 원효와 해원을 역설한 증산이 같은 궤
적을 그리고 있다. 원효의 원융회통(圓融會通)은 증산의 상호 간에 원을 푸는 해원(解冤)을 이
뤄야 모든 인류의 언쟁도 없어진다는 면에서 시대를 초월해서 원효사상과 내용상 대응되는 주
장있다.
22)교법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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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는 화쟁의 가능 근거를 일심이라 하였다. 원효는 화쟁을 통해 불교의 모든 이설들을 화
해시켜 부처의 올바른 진리에 도달시키고자 하였는데 일심은 부처의 올바른 진리이고 원효 사
상의 근본이며 모든 현상의 근거이고 중생이 도달해야할 궁극적인 목적지이다. 원효의 일심은
화엄사상이 중요한 기반이다. 이 일심사상은 화쟁과 상관을 갖고 있다.
증산에게서 일심이 인간의 복(福)과 록(祿)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다. 맡겨줄 곳
이 없어 한이되며 일심을 가진 이가 있으면 지체없이 베풀어준다는 말에서 인간의 생에서 일
심적 삶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읽게 된다. 시대와 목적을 달리하지만 신앙적 관점의 일심과 대
응되며, 불교적으로 원효가 궁극적 가치로 주장한 일심과 통하고 있음을 증산사상에서도 읽을
수 있다.
증산에서의 일심이 신앙적이나 시대적으로 상황의 차이가 있지만, 의미적으로 원효사상에서
일심이 절대적 의미를 갖고 있는 면과 궤적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인간 복록의 근원으로 일심
이 상정되고 있는 면에서 증산에게서도 불교의 여래장적 가치로 그의 사상이 민중들에게 가까
이 다가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원효는 회통(會通)함으로서 일승(一乘)의 불교를 건설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원효는 쟁론(諍論)이 집착에서 생긴다 하였으며 그의 화쟁은 쟁(諍)에 대해 화해(和解)하여 간
다는 것으로 포괄된다. 원효의 화쟁(和諍)은 증산에게서 선천의 상극 논리에 의해 파생된 원한
이 맺힌 세계를 탈피하여 서로 생(生)하는 상생(相生)사상과 포괄적으로 조응(照應)된다. 상생
(相生)은 원한(怨恨)으로 점철(點綴)된 천지인(天地人) 삼계(三界)에 대해 그 맺힌 수많은 한
(恨)들을 풀고 이상적 세계를 세워서 당대 민중의 생을 구제(救濟)하려는 것이다. 서로 산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며 그를 잘 되게 해주려는 생각으로 타인과의 다툼은 있지 않
다.
화쟁은 대화에서 차이점이 있을 시 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인데 이는 상생에서 타인에게
말을 잘해 주는 것으로 대비된다. 상호간 언어로 표현되는 대화에서 타인에게 먼저 말의 덕을
잘 갖고 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증산이 언덕을 강조한 것은 원효가 말한 쟁하는 것
이 처음부터 언어에 대한 면으로부터 나온다는 이론과 상관되고 있다.
증산에게서 화쟁과 같은 용어로 언술적 방법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
만 최초 상대에게 말을 할 때 덕(德)을 갖고 다가간다는 것은 언어의 면이 강조되고 있다. 상
생도 원을 푼다는 해원(解冤)을 전제로 이루어지는데 이 해원을 이루기 위해 용사되는 다양한
방법에서 언어로 구상화(具象化)되는 표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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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허 사상에 나타난 미륵 도솔천과 극락정토의 우열문제
이병욱(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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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글에서는 한국근대불교의 대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경허의 사상 가운데 미륵불의 도솔천과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의 우열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경허(鏡虛, 1849-1912; 1857-1912)는 법호이고 법명은 성우(惺牛)이다. 경허는 일찍이 아
버지를 여의고 9세 때 어머니를 따라서 서울로 올라왔다. 경허는 광주군(廣州郡)의 청계사(淸
溪寺)에 들어가서 계허(桂虛)대사에게 출가하였다. 14세 때에 어떤 선비가 청계사에 머물면서
여름을 보냈는데, 이 선비에게 글을 배워서 문리(文理)가 크게 증진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 계허대사는 환속하였는데, 그 때 계허대사는 경허의 재주를 아까워해서 계룡산 동학사(東
鶴寺) 만화(萬化)강백에서 편지를 써서 경허를 추천해주었다. 경허는 만화강백 밑에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총명함을 드러내었고 아울러 불교이외 외전(外典)도 공부하였다. 그리하여 이름이
사방에 널리 퍼졌고, 23세 때에는 대중의 기대 속에서 동학사에서 강의를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방에서 배우려는 사람이 물이 동쪽으로 흐르듯이 모여들었다.
31세 때 경허는 불현듯 과거에 계허대사가 자신을 아껴준 것이 생각나서 방문하려고 길을
나섰는데, 마을에 역병(疫病)이 든 것을 목격하고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이를 넘어서기 위
해 보리심(菩提心)을 일으켰다. 그리고 사찰에 돌아와서 강의하는 것을 중단하고, 선종의 화두
를 들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32세 때 경허는 홍주 천장암(天藏庵)에 머물면서 대중에
게 가르침을 펼쳤고, 그 이후 20여 년 동안 홍주 천장암, 서산 개심사(開心寺), 부석사(浮石寺
)등을 왕래하면서 때로는 명상에 잠기거나 때로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말해주면서 크게 선풍
(禪風)을 일으켰다.
51세 때 해인사(海印寺)로 옮겨왔는데, 인경불사(印經佛事)와 수선사(修禪寺)의 일에서 법주
(法主)가 되었고, 54세 때 동래 범어사 금강암(金剛庵)과 마하사(摩訶寺)의 나한 개분불사(改粉
佛事)에 증명법사가 되었다. 56세 때 오대산과 금강산을 지나서 안변 석왕사(釋王寺)에 이르러
오백나한 개분불사의 증명법사가 되었다. 그 후로는 세상을 피하여 갑산(甲山)과 강계(江界)
등지에서 은둔하였다. 경허는 64세 때에 갑산에서 입적하였다.1) 그리고 저술로는 『경허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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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글에서는 경허의 사상에서 미륵불의 도솔천과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의 우열문제를 검토하고자 하는데, 2장에서는 경허의 정혜결사(계사)의 성격을 소개하고, 3장
에서 미륵불의 도솔천과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의 우열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2. 경허의 정혜결사(계사)의 성격
경허는 1899년에 「결동수정혜동생도솔동성불과계사문(結同修定慧同生兜率同成佛果稧社文, 함
께 선정과 지혜를 닦고 함께 도솔천에 태어나서 함께 부처의 과를 이루기 위해 계사를 만들자
는 글)」과 「정혜계사규례(定慧稧社規例)」를 저술하였는데, 이 저술에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
고 동시에 도솔천에 태어나자는 서원을 세우자는 주장을 편다.
경허가 정혜결사(계사)를 하는 이유는 「정혜계사규례」의 앞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 우선 경
허는 선정과 지혜를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고 하고, 그밖에 다른 유위의 존재에 집착하지 말라
고 한다.2) 그런데 선정과 지혜를 부지런히 닦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
이 수행한 결과를 냉정하게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잘못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선지식을 찾아가서 자신의 수행에 대해 냉정하
게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3)
경허는 이러한 맥락에서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것을 수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경허는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는 것과 도솔천에 태어나서 부처가 되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보
고 있다. 도솔천에 태어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수행을 점검 받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경허의 생각이다.4)
그리고 경허가 도솔천에 태어나려는 서원을 수용한 것은 방편의 정신에 근거한 것이다. 경
허는 도(道)의 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도솔천에 태어나려는 서원에 의지해서 도솔천에
태어나서 미륵불의 가르침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경허가 도솔천에 태어나려는 서원을 주장한 것은 도의 힘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경허는 이러한 새로운 주장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당시의 불교계 지
도자에 대해서도 한 마디 보탠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옛것만을 중히 여기고 새로운 주장에 대
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 이러한 경허의
주장은 당시의 불교계에서 보자면 새로운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다.5)
따라서 경허의 결사에서는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것이 중요한 것이므로 도솔천에 태어나는 것
1) 신흥식 역, 「약보(略譜)」, 『경허집』(서울: 가승, 2014), 28-30쪽
2) 『경허집』, 『한국불교전서』11권, p.605a, “當念無常迅速 生死事大 勤修定慧 若不勤修定慧 而求佛果者
如却行求前 適越北轅 切勿執着有爲幻法 以誤平生事事.”
3) 『경허집』, 『한국불교전서』11권, p.605a, “若勤修定慧 能決擇行業而後 不枉用功 應須叅尋知識事.”
4) 『경허집』, 『한국불교전서』11권, p.605a, “自古成佛作菩薩 必具行業然後得辦 所以行定慧 願上生兜率
內院 同成佛果事.”
물론 위 내용과 다른 취지의 인용문도 있다. 그것은 선정과 지혜를 닦고 도솔천의 내원에 태어나려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선지식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경허집』, 『한국불교전서』11권, pp.604c, “若有眞實欲行此綱領淵源之道 發上生兜率內院之心者 切須
勤叅知識.”만약 진실로 이 강령(綱領)의 연원이 있는 도를 행하고 도솔천의 내원(內院)에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부지런히 선지식을 찾아다녀야 할 것이다.
5) 『경허집』, 『한국불교전서』11권, p.604b, “今稧內先入者 有如是上生行願 追後叅社者 亦同其心口 設
有道力未成者 乘斯願力 上生兜率內院 叅聽彌勒尊佛 無上玄音 速證大覺 還度衆生 豈不暢哉快哉 願諸
導者 幸勿以重古輕今 發願同叅 而深結善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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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하지 않더라도 선정과 지혜를 진실하게 닦는다면 결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선
정과 지혜를 진실하게 닦는다면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해도 결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한다.6)
3. 경허의 미륵불의 도솔천과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대한 견해
① 경허는 이 결사에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도 수용하지만, 극락정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도 결사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 그 이유는 진정으로 선정과 지혜를 닦는 사람이
라면, 도솔천이나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에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기 때
문이다. 이 내용의 인용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묻는다. “이미 도솔천에 태어나는 것을 원해서 결사에 함께 하였다면, 또 어
찌해서 정토에 왕생하려는 사람도 [이 결사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가?” 답한다. “선정과
지혜를 결사하는 모임에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서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도 같이
결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는 사람도 이 결사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 진정으로 선정과 지혜를 닦는 사람이라면 어찌 도솔천과 극락정토라는
목표점[指歸]이 같지 않다고 해서 다른 견해를 내겠는가?”7)
계사문의 다른 곳에서는 도솔천에 태어나려는 사람과 극락정토에 태어나려는 사람이 잠시
동안의 뜻과 서원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자면 도솔천에 태어나려는 사
람으로 아미타여래를 친히 뵙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극락정토에 태어나려
는 사람으로 미륵불을 받들어 모시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래서 도솔천이다 극락정토
라고 시비의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한다.
비록 그리하여 이와 같지만, 극락정토와 도솔천[에 태어나는 것]은 수
행인의 잠시 동안의 뜻과 서원에 따라 다름이 있겠으나, 어찌 도솔천에 태어나려는 사람으로
아미타불의 여래를 친히 뵙기 원하지 않겠으며, 극락정토에 태어나려는 사람으로 미륵불을 받
들어 모시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비유하자면 백옥과 황금이 각기 진귀한 보물인 것과 같고,
봄의 난초와 가을의 국화가 맑은 향기를 함께 전하는 것과 같다. 바라건대 [도솔천과 극락정
토 가운데 어느 것이] 뛰어나고 열등하며 어렵고 쉽다는 생각으로 옳고 그르다는 견해와 나와
남이라는 견해를 다투어 일으키지 말지어다.8)
② 그러자 결사를 소개하는 글에서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만 소개하고 극락정토에
왕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따져 묻는다. 그에 대해 경허는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는 어렵고 도

6) 『경허집』, 『한국불교전서』11권, p.605a, “能眞修定慧者 不願生兜率 亦許叅社 能眞修定慧者 願徃生極
樂 亦(許)叅社事.”괄호 안의 ‘許’는 『한국불교전서』11권, p.605 각주1)에 근거한 것이다.
7) 『경허집』, 『한국불교전서』11권, pp.606a-b, “問曰旣(願) 以上生兜率爲同社 又何以許其入叅徃生淨土者
耶 答曰結社于定慧 以其修定慧 而願極樂者 亦可以同社 故許其叅入 若能眞修定慧者 豈有以其兜率與
淨土之不同指歸而成異見耶.” 괄호 안의 ‘願’은 『한국불교전서』11권, p.606 각주5)에 근거한 것이다.
8) 『경허집』, 『한국불교전서』11권, pp.604a-b, “雖然如是 其淨土與兜率也 隨其修行人之暫時志願有異
豈有上生兜率者 不願親見彌陀如來 徃生淨土者 不願承事彌勒尊佛 譬夫白璧黃金 各爲眞寶 春蘭秋菊
共傳淸香 幸勿以優劣難易 諍起是非人我之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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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천에 태어나려는 업은 쉽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묻는다. 그렇다면 계문(稧文)에서 다만 도솔천에 태어나는 것을 원한다고
하였고 극락정토에 왕생하고자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또한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답한
다.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것은 어렵고 도솔천을 일삼는 것은 쉽다. 왜냐하면, [도솔천은 사바
세계와] 함께 욕계 안에 있어서 소리와 기운이 서로 부합하기 때문이다.”9)
그런데 경허는 계사문의 다른 곳에서 도솔천에 태어나는 것이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태어
나는 것보다 쉽다고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도솔천에 태어나기가 쉬운 것은 이 사바세계와
같이 욕계에 속해있기 때문이고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것이 어려운 것은 10지 보살이라야 아
미타불의 정토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내용에 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현장법사가 말하였다. “서역의 사람은 모두 도솔천에 태어나려는 업을 짓는
데, 대개 [도솔천이 사바세계와 함께] 욕계의 안에 있어서 소리와 기운이 서로 부합해서 그 수
행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승과 소승의 스승이 모두 이 수행법(도솔천에 태
어나는 수행법)을 허락한다. 아미타불의 정토는 범부가 번뇌가 많아서 수행하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신역(新譯)과 구역(舊譯)의 경전과 논서에서 모두 말하기를 ‘10지 이상의 보
살이라야 그 능력에 따라 보신불(아미타불)의 정토를 볼 수 있다’고 하였으니, 어찌 하품(下品)
의 범부로서 [아미타불의 정토에] 곧 태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대승에서는 [아미타불의
정토를] 허용하고 소승에서는 [아미타불의 정토를] 허용하지 않는다.”10)
나아가 경허는 현장법사가 도솔천에 태어나려는 업을 지었고 목숨을 마칠 때에 도솔천에 태
어나서 미륵불을 뵐 것을 원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도솔천에 태어나려는 원(願)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현장법사는 일생 동안 항상 도솔천에 태어나는 업(業)을 지었
고, 목숨이 마칠 때에는 [도솔천에] 태어나서 미륵불을 뵐 것이라는 서원을 세웠다. 대중에게
말할 것을 청하고 게송으로 말하였다. “미륵여래의 응정등각(應正等覺)에게 귀의하오니, 중생
과 함께 속히 [미륵여래의] 자애로운 얼굴을 받들기를 원하옵니다. 미륵여래가 거처하는 곳의
내중(內衆)에게 귀의하오니, 목숨을 마치고서는 그 곳(미륵여래가 거처하는 곳)에 반드시 태어
나기를 원하옵니다.” 대개 현장법사는 유식법의 보살이므로 스스로를 그르치고 다른 사람을
속일 분이 아니며, 하물며 옛날과 지금의 전기(傳記)에 도솔천에 태어난 사람을 어찌 다 일일
이 기록할 수 있겠는가? 무착보살과 세친(천친)보살도 함께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원하였는데
여기서는 다만 가르침을 취할 따름이다.11)
9) 『경허집』, 『한국불교전서』11권, p.606b, “問曰然則稧文中 只願上生兜率 而不言徃生淨土者 又是何以
耶 答曰生淨土難 而業兜率易 以其同是欲界之內 而聲氣相合也.”
10) 『경허집』, 『한국불교전서』11권, p.604a, “玄奘法師云 西域之人 皆作上生兜率業 盖爲同是欲界之內
聲氣相合 其行易成 故大小乘師 皆許此法 彌陁淨土 恐凡鄙穢 脩行難成 故如新舊譯經論皆云 十地已
上菩薩 隨分得見 報佛淨土 豈容下品凡夫 卽得徃生 所以大乘許之 小乘不許也.”
11) 『경허집』, 『한국불교전서』11권, p.604a, “故玄奘法師 一生以來 常作兜率業 臨命終時 發願上生 見
彌勒佛 請大衆說 偈云 南無彌勒如來應正等覺 願與含識 速奉慈顏 南無彌勒如來所居內衆 願捨命已 必
生其中 盖玄奘法師 識法上士 必不是自悞賺人 况古今傳記 上生兜率者 何可勝記 而如無着與天親菩薩
者 亦同願上生兜率 今但取法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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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제기한다. 다른 글에서는 경허의 주장과는 달리 “도솔천에 태어나
는 것은 어렵고 극락정토에 태어나려는 업은 쉽다”고 하는데, 이는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
가? 이에 대해 경허는 이러한 차이점이 생기게 된 것은 교화에 임하는 사람이 좋은 방편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치우쳐서 칭찬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니 그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묻는다. “다른 닦음을 권하는 글 가운데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어렵고
극락정토를 일삼기는 쉽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주장과] 어찌 말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이와 같은 수 있는가?” 답한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으니 경전과 논서와 옛 사람의 어록
을 두루 살펴보면 극락정토와 도솔천에 태어나는 것이 쉽고 어려운 점만이 아니고 [다른 항목
에 대해서도] 치우쳐서 칭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혹 ‘도를 이루는 데 주문을 간직하는 것만
한 것이 없다’고 하고, 혹 ‘불교를 배우는 데 경전을 암송하는 것만 한 것이 없다’고 하며, 혹
‘불상을 만들고 탑을 세우며 보시해서 공양하는 것이 그 공덕이 매우 크다’고 하며, 내지 만
가지 행위를 산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수행법을 치우쳐 칭찬한다. 이것은 그 한 가지 수행법
이 옳고 나머지 수행법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당시에 교화에 임하
는 사람이 좋은 방편을 활용해서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하
기를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을 아뇩다라삼막삼보리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 또 경전에서 말하
기를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에서는 때로는 거짓말을 할 경
우가 있다’고 하였다.12)
④ 다시 원점에 돌아와서 질문자는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하는지를 묻고, 이에 대해 경허는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한다고 답
한다.
묻는다. “이미 그렇다면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하는가?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하는가?” 답한다.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한다.”13)
⑤ 질문자는 이 결사(계사)를 설명하는 글에서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도 결사
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것은 어찌된 것인지 묻는다. 이에 대해 경허는 극락정토에 태어나려
는 사람도 결사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것은 원래 자신의 입장은 도솔천에 태어나려는 업은
쉽고 극락정토에 태어나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도솔천애 태어나기를 원해야 한다는 쪽이지
만, 해당 사람이 여러 해 동안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결사에 들
어오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경허는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빨리 태어날 수 있다면 경허 자신도 극락정토에 태어나려는 원을 세우겠다고 수용한다. 그렇
12) 『경허집』, 『한국불교전서』11권, p.606b, “問曰他勸修文中有言 生兜率難 而業淨土易 今胡以言之相
反 有其若是耶 答曰此有深意 徧檢經論 與古人語錄 非特淨土與兜率之難易也 以偏讃 或云成道莫如持
呪 或云學佛莫如誦經 或云造佛造塔 布施供養 其功甚大 乃至散擧萬行 偏讃其法 此不是謂其一法是可
而餘法是不可也 只在當時主化之人之用善權 而作利益衆生也 故經云 無有定法名阿耨多羅三藐三菩提
又云佛不妄語 而有利益衆生事 有時用妄語.”
13) 『경허집』, 『한국불교전서』11권, p.606b,”問曰旣然則當願徃生淨土耶 當願上生兜率耶 答曰當願乎上
生兜率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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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경허의 입장은 도솔천에 태어나려는 업은 쉽고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것은 어렵다는 관점
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묻는다. “이 규례(規例) 가운데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결
사를 함께 할 것을 허락하였는데, 이 말은 거짓인가?” 답한다. “여러 해 동안 극락정토에 태
어나기를 원해서 머물면서 수행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따라서] 허락한 것이다.
어찌 도솔천에 태어나서 그 도력(道力)을 이룬 뒤에 자연히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아미타여래
를 친히 보는 것에 만 가지 가운데 하나도 놓치는 것이 없는 것만 하겠는가? 다만 극락정토
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빨리 태어나지 못할 것을 염려할 따름이다. 만약 [극락정토에]
빨리 태어난다면 [그것은] 희유한 일이니, 어찌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것이] 옳지 못하고 하겠
는가? 나도 그대를 따라 긴밀히 연속해서[接武] [극락정토에] 태어나고자 한다. 비록 그렇지만,
충분히 자세히 검토해서 최후 한 생각에 눈빛이 떨어질(죽음을 맞이할) 때에 스스로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14)
4. 결론
경허는 우선적으로 미륵불의 도솔천을 중시한다. 그렇지만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도 수용한다.
경허는 미륵불의 도솔천이 태어나기 쉽고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는 태어나기 어렵다고 하면서
미륵불의 도솔천을 더 중시한다. 그렇지만 미륵불의 도솔천이든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이든 모
두 방편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편에 의한 표현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다. 다시 말하자면, 경허는 미륵불의 도솔천이 태어나기 더 쉽다고 보기 때문에 미륵불의 도
솔천에 의미를 더 부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태어나기 위해 개인적으
로 수행한 사람에게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으므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도 수용한다.
결론적으로는 경허는 미륵불의 도솔천과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모두 수용하고, 이것이 모
두 방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그 가운데에서 미륵불의 도솔천이 태어나기 더 쉽기 때
문에 더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것도 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에 태어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노력한 사람에게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14) 『경허집』, 『한국불교전서』11권, pp.606b-c, “問曰此規例中之所許同社淨土者 是爲妄也 答曰爲其多
年 願生淨土坐住不移者 從而許之也 何如今之上生兜率 成其道力而後 任運徃生於淨土 而親見彌勒(陀)
如來之事之 萬不失一也 只慮願淨土者 不得徑徃 若能徑徃者 希有哉 有何不可哉 吾亦當從君接武而徃
也 雖然幸須十分仔細 當最後一念眼光落地之時 莫自悔之事.”괄호 안의 ‘陀’은 『한국불교전서』11권,
p.606 각주11)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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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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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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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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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집 논문 투고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동아시아고대학> 제56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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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1월 10일(일) 24시까지. 홈페이지(www.dongasia.co.kr)를 통한
온라인 투고('학술지-온라인논문투고'에 따로 회원 가입해야 함).
② 발간일 :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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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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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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지사항
ü 2019년도 연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납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882601-04-091368
예금주 : 고남식(총무이사)
회비 : 연회비 4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 50세 이상은 40만원)
ü ≪동아시아고대학≫ 제56집의 논문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발간 예정일은 12월 31일이며,
투고 마감일은 11월 10일(일)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
다. 특히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신 논문은 꼭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ü 겨울 학술대회 신청 안내
겨울 학술대회가 12월 14일 고려대학교(서울)에서 개최됩니다.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로, 주
제는 ‘평화와 창조를 위한 세계학, 현대학으로서의 동아시아학’입니다. 자유 주제 발표 신청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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